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Secure Datasheet

SmartSecure
Security-as-a-Service

Aryaka SmartSecure는 관리형 SD-WAN 보안 서비스로 SmartConnect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각 지점에서 ANAP 내의 액세스 방화벽은 DMZ 통제를, NFV-기반의 Tier-1 방화벽 옵션은 복합적인 L7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Aryaka Zones는 이를 규정 기반 액세스가 있는 사이트 분할을 통해 ‘East-West bound’ 보안으로 LAN까지 확장합니다.
이 두 기능은 내부 및 DMZ LAN 트래픽 양쪽에서 온 WAN 트래픽을 Aryaka로 가는 것과 인터넷으로 가는 것으로 나눕니다.

ANAP는 VRF 기반 마이크로 세분화(Micro Segmentation)도 지원하여 다중 소유를 가능케 합니다.
Aryaka SmartSecure는 Zscaler와 Palo Alto Networks & Symantec을 비롯한 Aryaka의 보안 파트너를 통해 보안을 클라우드로
범위로도 확장합니다.

1.

클라우드 보안

주요 기능
2.

마이크로 세분화

3.

가상 방화벽

안전한 로컬 인터넷 브레이크 아웃(breakout)은
Palo Alto의 Prisma Cloud Security Suite,
Symantec의 Web Security Service와 Zscaler
의 Cloud Security를 통해 모든 포트와
프로토콜을 장비 없이 보호합니다.

마이크로 세분화는 ANAP에 기능을 더합니다.
VLAN은 현장에서 내부와 DMZ 영역에 로컬 세
분화를 제공합니다. 마이크로 세분화는 이를
BGP로 작동되는 VRF ‘lite’기능을 통해 Aryaka
코어 네트워크 전반으로 사용가능 합니다.

Aryaka의 ANAP는 추가적인 SDN 제공
서비스를 위한 NFV 기능을 지원합니다. 선택
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Tier-1 보안 업
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SD-WAN 배
포의 물리적 방화벽 관리도 지원됩니다.

4.

5.

6.

Secure Remote Access

Aryaka의 Secure Remote Access는 클라이언
트 없이도 SD-WAN원격 접속을 하는 최초의
서비스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
웨어 클라이언트를 요구하지 않고도 원격 또는 재
택 인력에 대해 기존 VPN 인프라와
클라우드/SaaS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크게 향상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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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yaka 코어 보안

이와 동시에, Aryaka 사설 코어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DDoS 공격을 방어하는 분할된
연결을 모든 기업에 제공합니다. 지사 내에서는
기업이 Syslog와 Netﬂow 로깅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수준에서는 MyAryaka
클라우드 포털이 서비스 구성, 모니터링 및 상태
를 위한 단일 UI를 제공합니다.

엣지 방화벽

ANAP은 DMZ 보호를 제공하는 가상화기반
방화벽과 지사 내 트래픽을 보호하기 위한 사
이트 분할을 제공하는 영역(‘zones’) 기능을
포함합니다. ANAP은 보안 관리형 엣지 장치
의 떠오르는 분야인 Secure Access Service
Edge(SASE)에 맞추어 엣지와 클라우드 보안
등의 선택 가능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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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옵션

Aryaka + Zscaler

Secure Remote Access

Secure Remote Acces는 Global /
Regional 모두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Zscaler의 클라우드기반 보
안 서비스를 Aryaka 코어 트래픽과
함께 적절히 사용할 수있습니다.

Aryaka + Palo Alto

원격 작업자는 인증과 가속화를
제공하는 Palo Alto의
Prisma Cloud Security Suite를
통해 Aryaka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Aryaka SmartSecure의 장점

관리형 SD-WAN 보안

WAN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Aryaka의

간단한 운영

Tier-1 파트너를 활용하는 엣지와

SD-WAN 보안은 전 세계 어디서나

SD-WAN의 일부로, 기업으로부터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SmartSecure는 기업의 최초 접속구간,

클라우드 보안은 Aryaka의 종단간 관리형

종단간 보안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복잡성을 덜어줍니다.

중간 접속구간 그리고 클라우드 내부에

총소유비용(TCO) 감소

외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과 기업

기업이 SD-WAN 투자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ryaka의 SmartSecure는 발전하는 Secure Access Service Edge(SASE) 아키텍처와 발을 맞춥니다.
Aryaka의 보안 서비스는 지사와 클라우드를 모두 망라하며, 개별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기업이 보안을 배포하고 싶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엇보다도, 두 영역 모두에 걸쳐 있는 단일 운영 모델과 기능 모음을 제공합니다.

CPE 보안기능(방화벽, Micro
Segmentation)
가상 방화벽 호스트 및 가상/
실제 방화벽 관리
클라우드 보안 커넥터

Secure Remote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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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P 기반 DMZ 및 지점 내 관리 방화벽,
지점 마이크로 세분화 및 다중 소유 지원
ANAP 및 실제/가상 기업 방화벽 관리 서비스
사이트 용량(소/중/대) 기반 클라우드 호스트 보V

VPN Concentrator 기반 원격사용자의 SD-WAN
활용 서비스

해외

국내

포함됨

포함됨

선택사항

선택사항

포함됨

포함됨

선택사항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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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S/PaaS

SaaS

L4 방화벽

SD-WAN
백본

SD-WAN
CPE

인터넷

SD-WAN connection - Aryaka Core 또는 Hybrid Wan

클라우드
보안 GW

인터넷 트래픽

NAT / 방화벽

클라우드 보안 커넥터

라우팅 컨트롤러
East - West zone 세분화 (기업, DMZ, 게스트, admin)

내부 세분화 / VLAN

Secure Remote Access

클라이언트가 없는 최초의 SD-WAN으로 원격/이동 직원의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가속화하세요.
Aryaka의 보안 원격 접속은 추가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 없이도 원격 또는
이동 직원의 자체 설비와 클라우드/SaaS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최대 3배까지 빠른 원격 접속
생산성 증가 - 복잡성 및 비용 감소

•
•
•
•

원격 및 이동 직원

사내 및 cloud/SaaS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능
가속화
전 세계 어디서나 일관성 있는 빠른 데이터,
음성 및 영상 접속
연결 끊김 현상 감소

기존 VPN 클라이언트 사용 —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필요 없음

IT

•

VPN 인프라 단순화 및 비용 절감

•

원격 액세스 보안 향상

•

•

종단간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비저빌리티 획득

보안 규정 변화 없이 몇 시간 내로 글로벌 배포

Aryaka 보안 아키텍처

Aryaka Global SD-WAN은 가상화된 컴퓨팅, 네트워크 및 저장 리소스로 end to end 네트워크 보안을 제공합니다. Aryaka의 서비스는 고객 트래
픽이 암호화되지 않는 MPLS등 전용 서비스보다 안전합니다.
이는 안전한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전용 네트워크 거점(PoP), 전용 Layer 2 링크, IPSec을 통한 암호화, 핵심 관리 및 DDoS 보호를 포함합니다. 정교한
통합 플랫폼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Aryaka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안 관행을 준수하는 튼튼한 보안 프로그램을 유지합니다.
SOC 2: Aryaka의 정책과 프로세스에 대한 SSAE-16 정기 리포트
클라우드 제어 매트릭스(CCM)
종합 평가 이니셔티브 질문지(CAIQ)
ISO27002 프레임워크
요청 시 48시간 이내에 제3자 네트워크 검색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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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