PPX-IPADM

네트워크의 모든 정보 관리
[DHCP, DNS, NTP, IP management]

PPX-IPADM은 단순한 IP관리 솔루션이 아닙니다.
강력한 IPv4 및 IPv6 IP 주소 관리
DHCP / DNS / NTP 서버 운영
통합 자원관리 솔루션 PPX-IPADM을 통한 모든 정보관리
✓ DHCP 서버, Secure DNS 서버, NTP 서버, IP 관리, 랙 자원관리
✓ 서브넷 관리, 비활성 호스트 관리, 디바이스 관리, IP 계산

✓ 주요 IP 이벤트에 대한 경고, 모니터링 및 사전 문제 방지
✓ 역할 기반 접근 제어를 통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자 할당

GIVE MANAGEMENT TO YOUR NETWORKS with PPX-IPADM

ENTROLINK | MANAGEMENT YOUR NETWORKS

01 제품 개요

PPX-IPADM은 엔트로링크(주)의 디바이스 통합 관리 솔루션으로 내부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수용하며 IP 관리 및 디바이스 관리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내부 업무 및 네트워크 시스템
에 효율적인 자원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H/W 및 S/W[VM지원] 기반의 통합 자원 관리 제품입니다

제품 특징
네트워크 관리

02

IPv4, IPv6 섹션 관리, 섹션에서 사용하는 서브넷을 IPv4, IPv6로 관리, VLAN별 서
브넷 관리, 네임서버, 자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설정하여 관리 편의성 제공, 비활
성 호스트 목록 관리, 서브넷 임계치 관리, PPX-IPADM에 등록된 네트워크 검색.

서비스 관리
장비 관리

DHCP 서버 운영, Secure DNS 서버 운영, NTP 서버 운영 제공, 이중화 지원
장비/IP별 디바이스를 설정하여 관리, 디바이스별 SNMP 관리, 디바이스별 랙 관리,
디바이스별 위치 관리, PPX-IPADM에 등록된 서브넷, IP 주소, VLAN 데이터베이스
검색

정책 관리

디바이스별 NAT 설정 정보를 구성하여 관리의 편의성 제공, 디바이스별 방화벽 영
역 설정 정보를 구성하여 관리의 편의성 제공.

시스템 관리

PPX-IPADM 서버 설정, 메일 설정, PPX-IPADM 사용자 관리, 그룹 관리, 계정 정보
변경, 비밀번호 정책, 데이터 관리.

부가 서비스

PPX-IPADM 관리기록 보기, PPX-IPADM 시스템 로그, IP 계산, 서브넷 마스크 계산.

03 제품 적용분야

-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대규모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한 곳
- 스위치, 라우터 등 VLAN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한 곳
- 본사 & 지사간, 본사 & 사용자간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한 곳
- 대규모 기업의 DHCP, Secure DNS, NTP시스템이 필요한 곳

제품 구성 04

PPX-IPADM 200

모델명

PPX-IPADM 2000

Intel Quad 2.0GHz 이상

CPU

Intel Xeon Quad 3.0GHz 이상

8Gbyte

SDRAM

16Gbyte

10/100/1000 * 4 EA

Ethernet

10/100/1000T * 4 EA,
1G-SFP * 4EA 또는 10G-SFP *
2EA(옵션)

2048MB(CF), 1TB(HDD)

Flash

4096MB(CF), 2TB(HDD)

2x16 LCD

ETC

2x16 LCD, 전원 이중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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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class management PPX-IPADM

Tel: +82 2 881 5981
http://www.entrolink.com

05 주요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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