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Cloud Datasheet

SmartCloud

Managed Multi-Cloud Networking as-a-Service

Aryaka SmartCloud는 SmartConnect를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비스로 보완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PnP)
멀티 클라우드와 SaaS 연결 서비스인 Aryaka SmartCloud는 고객이 몇 시간 만에 주문형 IaaS과 SaaS에 부팅(spin up) 연결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요 기능

1.

클라우드 가속화

클라우드 가속화는 고객이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Aryaka 네트워크 거점(PoP)로부터
고객의 SaaS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로써 인터넷 중간
접속 구간과 관련된 대기 시간 및 패킷
손실 문제를 극복하고, 애플리케이션
성능 가속에 있어서 비용 효율적이면서
우수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2.

3.

클라우드 전송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직접 연결

클라우드 전송 게이트웨이는 대규모
공용 클라우드 사용자의 연결과 관리
기능을 최적화합니다. Aryaka는
Microsoft Azure와 첫 번째로
통합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VNET
이 기업 WAN의 일부가 되어
클라우드에 배포된 리소스를 SmartConnect 서비스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직접 연결은 클라우드 연결의
가장 훌륭한 기준입니다. 이 기능은
Microsoft, AWS, Oracle, Google, Ali
Cloud등 IaaS 공급자에게 바로 사용
할 수 있는 온램프(on-ramp)를 제공합
니다. Aryaka 네트워크 거점(PoP)부
터 지역적으로 분배된 고속 링크는 각
클라우드 사업자로 부터의 인증된 파트
너십을 통한 전용 연결 방식을 통합하
여 기업 네트워크에 통합하는 아키텍쳐
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배포 옵션

WAN 용도에 따라 하나 이상의 옵션을 선택하세요.

IPSec 터널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 거점(PoP)으로부터 IPSec 터널을 사용합니다.
국내외 배포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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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라우팅

전 세계 선두 IaaS 공급자에 다이렉트 라우팅을 사용하세요.
국내외 배포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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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애플리케이션별로 적합한 클라우드

간단한 운영

Aryaka의 SmartCloud 멀티클라우드 직접
연결은 글로벌 기업이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와
위치에 구애받지않고 클라우드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총소유비용(TCO) 감소

IaaS/PaaS/SaaS로의 직접 연결은 최적화된
연결과 보안을 보장하며, 기업이 더 이상
멀티클라우드 인프라를 직접 계획하고 조달할
필요가 없게 해줍니다.

멀티클라우드 직접 연결은 대역폭 요건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고 사전에 프로비저닝된
연결을 활용해 기업이 SD-WAN 투자를 통해
최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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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yaka Networks 소개

이중화 SD-WAN
코어 네트워크

클라우드
클라우드 공급자별 통합 연결

사용자 경험 최대화를 위한 최적의 SaaS
애플리케이션 브레이크 아웃(break-out)

laas 배포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브레이크 아웃(break-out)
클라우드 내부 피어링(Azure VWAN)에
최적화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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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yaka는 ‘클라우드 시대’를 위해 최고의 완전 관리형 글로벌 SD-WAN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ryaka의 독자적 기술은 멀티 클라우드 연결, 애플리케이션 최적화, 보안, 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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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