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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이고 신속한 비저빌리티와 분석을 하나의 창에서 누리세요. Aryaka는 완전 관리형 SD-WAN 서비스를 글로벌 기업에 제공합니다. SD-WAN은
전 세계 모든 기업의 데이터 센터, 지사 사무실 그리고 원격/이동 근무 직원의 클라우드와 사내 애플리케이션에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SmartInsights는 MyAryaka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고객의 WAN 상태에 대한 심층적인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MyAryaka는 Aryaka의 모든
관리형 SD 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구성,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오케스트레이션 및 비저빌리티 포털입니
다. 광범위해지고 있는 IT 환경에서는 모든 기업이 여러 네트워크를 적정 규모로 설정, 구성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MyAryaka 클라우드 포털은 기업에 종단간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비저빌리티를 비롯해 그래프 데이터 API와 고객의 기존 비저빌리티 툴을
통합하는 URL 삽입 옵션도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 툴
클라우드 기반 오케스트레이션
보고용 인덱스

상태, 성능, 최적화 및 보고

중앙 집중형 설정 및 주문 관리

이용 현황 인사이트, 상태 및 최종 접속 구간 인사이트

SmartInsights는 관리형 SD-WAN 서비스 전반에
비저빌리티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 SmartManage
• SmartConnect
• SmartOptimize
• SmartCloud
• SmartSecure

WWW.ARYAKA.COM

+1.877.727.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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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모니터링, 설정, 상태 확인 및 보고서 작성

고객은 실시간 접속 및 비저빌리티를 통해 매우 세분화된 관점으로 모니터링, 설정, 상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표에서 SmartInsights
지표의 전반적 개요와 MyAryaka 클라우드 포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y.aryaka.com에 로그인하여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설정

•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

• 트래픽 인사이트 • 최적화 상태
• 대기 시간 네트워크 상태

• CPE 기능 비저빌리티 ‒ SmartLINK,
SmartEDGE • CIFS/SMB
• 클라우드 보안 • 모든 사이트 & 링크
• 서비스 품질(QoS) • 도메인 정보

상태

• 사이트 • 링크
• 서비스 품질(QoS)
• NAT/방화벽 • 도메인
• 라우팅 컨트롤러(Route Controller)
• SSL 인증서 • 기능 설정 ‒ 예) 클라우드 보안
• 네트워크 오브젝트 그룹
• 사용자 관리 • 주문 관리

• 엣지, IPSec 상태
• 링크 상태
• ANAP 관련 상태 정보
• 라우팅 테이블(route tables)

그림 (2)는 아래의 경우에서 고객이 어떻게 ‘대기 시간’과 ‘대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시간대를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어서 사용자가 비저빌리티와 분석조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

대기 시간(핑 기준)
IRE - 런던

런던 - 산 호세(POP)

데이터 구간: 1분

SJC - 산 호세

대표 애플리케이션

대표 앱(In)
보안 - 설정 - 서버

CIFS

SSH

ALL UDP

데이터 구간: 5분

기타

시간

시간

표(2): 대기 시간 및 대표 애플리케이션 표

MyAryaka 클라우드 포털 개요

확장형 오픈 소스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로 설계된 MyAryaka 클라우드 포털의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관적인 UI: 새로 설계된 포털은 이전 대비 향상된 성능으로 사용자
경험을 더욱 직관적으로 만들어줍니다.
API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도움말 기능: 더 나은 경험에 필요한 주제를 빠르게 찾도록
도와줍니다.

반응형 디자인: MyAryaka 포털은 휴대폰, 태블릿 및 컴퓨터 화면 크기에
맞게 자동 조정되므로, 모든 기기에서 최적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웹 브라우저: Chrome, Firefox, Safari, Edge, Opera

세계적 수준의 고객 지원 및 연중무휴 서비스

온라인 종합 도움말 기능으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여러 주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나 이메일(support@aryaka.com)로
세계적 수준의 Aryaka 24x7 연중무휴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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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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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