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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App Acceleration for Global Enterprises
오늘날 글로벌 기업은 원격 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유동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파트너, 공급 업체 및 고객은 점점 더 통합 공급망의
일부가 되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중앙 집중형 호스팅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IP 애플리케이션용 SmartCDN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합니다.
99.99%
IP기반 애플리케이션의
글로벌 전송이 최대 10배 빠릅니다

전 세계에서 중앙 집중형 호스팅 IP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속도를 높이세요.
모든 유형의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성능을
크게 향상하세요.

몇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배포

모든 IP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99.99% 가동 시간 및 QoS

불확실한 공용 인터넷으로부터 독립적인
Aryaka의 글로벌 사설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 세계에서 애플리케이션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CNAME 교체로 몇 시간 만에
서비스를 시작하세요.

종단간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비저빌리티

MyAryaka™ 고객 포털으로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종단간으로
투명하게 확인해 보세요.

VPN, 가상 데스크톱,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RDP)과 같은 엔터프라이즈 IP 애플리케이션은 원격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아무리 멀리서
호스팅하더라도 엔터프라이즈급 성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공용 인터넷에 의존하는 기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성능 기대
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WAN 최적화 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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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yaka Smart CDN은 TCP 최적화 기술과 결합한 다중 테넌트 보안 플랫폼으로 전 세계 사용자에게 뛰어난 동적
IP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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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MPLS와 같은 기존 네트워크 방식이 모든 곳
에서 실용적인 것은 아닙니다.

Aryaka SmartCDN IP 앱 가속화 솔루션이 더 나은 대안

입니다. 전 세계 30개 이상으로 분산된 접속 포인트
(PoP)를 보유한 글로벌 사설 Layer 2 네트워크를 기반

으로 하는 SmartCDN은 미들 마일에서 혼잡한 공용 인

터넷을 우회하도록 설계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만으로
원격 인력, 파트너 및 모바일 사용자에게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을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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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yaka SmartCDN 서비스
글로벌 기업을 위한 IP 앱 가속화

Aryaka SmartCDN에 적합한
IP 애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지원 서비스
24시간 연중무휴로 서비스 중단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모
든 사업장에서 안정적인 연결성을 보장해 높은 평가를 받
는 CCIE level 지원 팀이 SmartCDN을 뒷받침합니다.

Aryaka SmartCDN은 다음의
개선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SaaS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빠른 RDP 성능

우팅할 수 있게 하여 대기 시간을 안정화하고, 패킷 손실을 최소화

고, 사용 가능한 대역폭을 최대화하여 기존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중앙 집중형으로 호스팅되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더욱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비저빌리티

원격 또는 모바일 인력이 효과적으로 실시간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네트

네트워크 트래픽과 애플리케이션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aaS 애플리케이션이 글로벌 SD-WAN 네트워크를 통해 트래픽을 라
하고, 전 세계에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빠른 원격 VPN 연결

워크 지연 시간을 줄입니다. 혼잡한 공용 인터넷을 우회하는 글로벌

원격 및 모바일 사용자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 및 안정된 성능을 제공하

제공 솔루션 대비 최대 10배 빠른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제공합니다.

SmartInsights-MyAryaka 포털을 통해 전체 WAN에 걸쳐 모든

사설 네트워크로 향상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제공합니다.
지연 없는 실시간 음성 및 영상

실시간 트래픽을 위한 안정적인 전용 경로 덕분에 대기 시간이 짧은
SD-WAN 네트워크는 음성 및 영상으로 협업해야 하는 고객과 기업 원
격 인력에게 매우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Aryaka Networks 소개

Aryaka는 ‘클라우드 시대’를 위해 최고의 완전 관리형 글로벌 SD-WAN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ryaka의 독자적 기술은 멀티 클라우드 연결, 애플리케이션 최적화, 보안, 최종
접속 구간 관리 및 투명한 가시성, SLA 기반서비스 및 OPEX방식을 제공하여 글로벌 기업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민첩성과 개선된 총 소유비용(TCO)를 제공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info@aryak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