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Connect Datasheet

SmartConnect
Managed Connectivity-as-a-Service

Aryaka SmartConnect는 글로벌 SD-WAN 코어 네트워크와 강화된 종단간 연결을 통해 디지털 비즈니스 및 클라우드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업계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며, 클라우드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필요한 네트워크 성능 및 보안 요건을 지원합니다.

왜 Aryaka SmartConnect인가?
31
빛처럼 빠른 성능으로
전 세계에 도달

SmartConnect 서비스는 Aryaka
고유의 WAN-최적화 글로벌 L2백본
과 30개 이상의 네트워크 거점
(PoP)을 활용하여6개 대륙에 걸친
95% 이상의 네트워크 사용자에
30ms 이하의 대기 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 협약(SLA)

‘네트워크 안정화’를 위한 대기 시간
이 없습니다. 첫날부터 성과를 보장
하는 서비스 수준 협약은 어디서든
최고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선사합
니다.

버스팅(bursting)을 갖춘
유연한 대역폭

가입된 대역폭을 벗어나는 스파이크
발생은 걱정하지 마세요.
고급 버스팅은 필요에 따라
대역폭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WWW.ARYAKA.COM

+1.877.727.9252

안전한 종단간 연결
Aryaka는 종단 간 네트워크 연결
에 ‘전용선 또는 그 이상의’
Aryaka의 특허 받은 L2 백본 기반
의 성능과 보안을 강화한 SDWAN S/W 기술을 통해, 모든 지
점, 클라우드 또는 데이터 센터에
완벽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높은 가용성
(99.99% 가동 시간)

Aryaka는 최초/최종 접속 구간,
CPE, 심지어 POP 수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업계 최고
의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멀티클라우드

Aryaka SmartConnect에서는
SmartCloud를 통해 공용
클라우드, SaaS 공급자 또는 파트너
클라우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엣지 및 클라우드 보안

적응형 트래픽 관리

관리 및 인사이트

Aryaka의 SmartConnect는 Aryaka
의 관리형 CPE인 Aryaka Network
Access Point(ANAP) 내 SmartSecure 상태 기반 방화벽 및 영역을
포함합니다. Palo Alto, Zscaler 및
Symantec, Checkpoint를 포함한 업
계 최고 수준의 파트너를 활용한 클라
우드 보안도 통합되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Aryaka SmartConnect는 정교한
종단간 애플리케이션인
SmartOptimize ‘Turbo’와
네트워크 최적화를 포함합니다.
최종 접속 구간 서비스 수준
협약(SLA)은 효용성 높은 정교한
기술을 통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SmartManage를 사용하면
연중무휴 지원으로 뒷받침되는
Aryaka의 관리형 자동화 및 통합
기능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Aryaka 클라우드 포털로 구동되는
SmartInsights는 WAN 상태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1

Aryaka Smart Connect의 장점

신속한 사이트 배포

총소유비용(TCO) 감소

간단한 운영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업체를 찾아
헤매거나 고객 지원에 많은 비용을 쓰는 게
지겨우십니까? 관리형 서비스 제공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순수 추천고객 지수(NPS)를 기록하고,
고객에 집중하며 ‘상상 그 이상을 해내는’ Aryaka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Aryaka는 100% 구독 방식이므로, SD-WAN 서비
스를 쉽게 소비하고 지불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
나요? 대역폭, 리소스 공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와 정책 변화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순화된
국제 가격을 제공합니다. Aryaka는 첫날부터 효력
이 발생하는 국제적인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제
공하며, 전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사업 운영이 얼
마나 쉬워질 수 있는지 체험해 보고 싶다면 Aryaka
를 사용해 보세요!

전용선을 구축하거나, 오랜 시간을 들여 새로운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거나, 변경 관리 문제를
겪는 등 복잡함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공급자 대
부분 각각 다른 솔루션을 짜깁기한 ‘조각보' 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ryaka는 전 세계 어디서
나 며칠 안에 활성화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사업
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제를 전부 해결
합니다.

Aryaka SmartServices 구성 방식
Eagle Eye +ANMC

다중 소유 SD-WAN 통합 및
비저빌리티 플랫폼

SmartManage

Aryaka 하이브리드 WAN 및 Aryaka 코어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 센터
(NOC)

연중무휴 100% 관리형 지원 서비스

NAT / 방화벽

ANAP

인터넷 트래픽

클라우드 보안 커넥터
라우팅 컨트롤러

동-서 세분화(기업, DMZ, 게스트, 소유주)

본사

데이터 센터

ANAP

Aryaka SD WAN CPE

사설 코어

인터넷 또는 MPLS

빌트인 보안 및 서비스 품질(QoS) 기능

하이브리드 WAN

SmartOptimize

지능형 WAN 최적화

최초 접속 구간부터 최종 접속구간까지
ANAP

지사

IaaS
PaaS

사물 인터넷(loT) 기기
5G / 4G / LTE

Smart
CDN

고객 & 파트너

SaaS

안전한
원격 접속

스마트
클라우드

스마트
보안

스마트
인사이트

SmartConnect 국내외 배포 옵션
해외 배포

해외 배포는 Aryaka 코어를 가로지르는 트래픽이
있고, 여러 지역에서 운영하는 기업에 추천합니다.
일부 트래픽은 하이브리드 WAN 기능을 선택적으로
활용해 사이트 간 멀티 링크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
니다.

WWW.ARYAKA.COM

+1.877.727.9252

국내 배포

국내 배포는 주로 국내 클러스터 또는 네트워크
거점(PoP)으로 정의된 단일 지역 내에서 운영되며,
일부 트래픽이 선택적으로 Aryaka 코어에서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는 기업에 추천합니다.
트래픽 대부분은 사이트 간 연결을 제공하는
Hybrid WAN 기능을 활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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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됨

세계적인 서비스 수준 협약(SLA)- 4~9초,
첫날부터 효력 발생

정책을 즉시 배포할 수 있는 오토메이션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한 서비스 가용성

전용 네트워크 거점(PoP), Layer 2 전송 및 다중
세그먼트 서비스 품질(QoS)

포함됨

포함됨
포함됨

정교한 라우팅, 트래픽 관리 및 보안을 갖춘
클라우드 관리형 CPE

포함됨

포함됨

ANAP - 안전한 관리형 CPE

머신러닝 엔진을 갖춘 글로벌 모니터링으로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문제 확인

포함됨

포함됨

포함됨

선택사항

선택사항

클라우드 기반 오케스트레이션

예측 분석

유동적인 구독
네트워크 거점(PoP) 간 코어 연결
사이트 간 인터넷 기반 VPN
(Hybrid WAN)

버스팅

SmartConnect

지역 별 대역폭 지원 확장
ANAP 하드웨어 이중화

Aryaka 네트워크 거점(PoP) 이중화
Last mile 관리 (LMM)
최종 접속구간 서비스

SmartOptimize

SmartCloud

TurboNet
TurboApp

포함됨

포함됨 국내 또는 지역적
포함됨

최고 트래픽 성능을 위해 사이트별 최대 1.5배
대역폭 버스트

선택사항

선택사항

이중화, 강화된 ANAP 옵션

포함됨

선택사항

선택사항

선택사항

선택사항

선택사항

선택사항

선택사항

선택사항

포함됨

포함됨

포함됨

선택사항

지역을 넘어선 트래픽 확장

가장 가까운 Aryaka 네트워크 거점(PoP)으로
PoP 접속 이중화 지원
최종 접속구간(Last Mile)을 고객을 대신하여
관리, 감독 및 보고할 수 있는 서비스

가능한 최고 효용의 ISP 연결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기반 최적화 및 가속화 ‒ TCP,
Aryaka Assure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전용 최적화 및 가속화 ‒
압축, SSL, CIFS

선택사항

선택사항
선택사항

Azure VWAN(하이브리드 WAN)

클라우드 내부 피어링을 위한 최적의 연결 ‒
즉, Azure VWAN

선택사항
선택사항

선택사항

포함됨

포함됨

ANAP(CPE) 에 업계 주요 가상화 형태의
방화벽 탑재 및 운용 서비스 지원

선택사항

선택사항

포함됨

포함됨

해외 VPN 사용 시 원격 또는 재택 사용자
의 전용선급 서비스 운용 가능한 기능

선택사항

선택사항

티켓팅, 대시보드 및 보고

포함됨

포함됨

모니터링 및 리포팅

포함됨

포함됨

IaaS 다이렉트 커넥트(AWS, Azure 등)

가상 방화벽 호스트 및 가상/
실제 방화벽 관리
클라우드 보안 커넥터

글로벌 셀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및 플로우
비저빌리티

최초, 중간 및 최종 접속구간 성능 관리

Aryaka Networks 소개

Aryaka 코어 및 인터넷 기반 트래픽 유
형 / 사용자 설정을 통한 연결

포함됨 - 세계적

선택사항

MyAryaka 클라우드 포털

Licensing

사이트마다 유연하게 위치한 지역별 코어
네트워크 대역폭 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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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e Remote Access

SmartInsights

고객에게 기존의 계약 내용 이상으로 주문형
소비 서비스(대역폭, 사이트 등) 제공

SaaS 가속화(O365, Salesforce,
Webex, 8x8 등)

CPE 보안 기술(방화벽, 서비스 그룹 지정 )

SmartSecure

국내

포함됨

글로벌 관리형 서비스

SmartManage

해외

30개 이상의 네트워크 거점(PoP)를 갖춘 글로벌
레이어 2 네트워크는 글로벌 연결, 성능 및
효용의 기준을 수립함

최고 성능을 위한 최적의 SaaS 애플리케이션
브레이크 아웃

ANAP 기반 DMZ 및 Zone based 방화벽,
지점, 서비스 그룹 지정 및 다양한 기능 지원

사이트 용량(소/중/대) 기반 클라우드 호스트 보안

직접 설정 가능

서비스 수준 협약(SLA) 검증 및 종단간 네트워크
인사이트
사이트(소, 중, 대) + 가입된 대역폭(SBW +
HybridWAN + DIA) + 선택 옵션

포함됨

포함됨

포함됨

포함됨

SBW는 글로벌
연결을 포함

SBW는 국내 연결을
포함 ‒ 국내
클러스터* 및
네트워크 지점(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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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