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y Service
원격관제 플랫폼 서비스
Cloud Network Center
Ally Service의 개요
ZyXEL Ally Service는 클라우드 기반의 관제 플랫폼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관련된 고객, 협력사들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고객 네트워크 상태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관제 및 매니지드 서비스 입니다.

Ally Service의 기능

실시간
관제

• One Click Restre 기능을 통해
장비교체 시 기존 장비의 셋팅 값 및
펌웨어 자동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One Click
Restore

• 원격 장비 접속을 통한 장비 On/Off
및 장비 재 셋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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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장비
접속

• 실시간 네트워크 상태 진단을 통한 장비 장애 최소화
(네트워크 부화 상태, CPU 사용량, 접속 포트 상태,
IGMP response 시간 등)

자동
이메일링

스케줄링

1

• 장애 시 장비에 대한 모델 및 설치
위치, 장애 원인 등을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이메일링

• 펌웨어 및 장비 컨피그를 관리자가
원하는 시간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 시간 최소화 및 최한시 작업 가능)

클라우드 관제 플랫폼
Zyxel Ally Service는 클라우드 관제 플랫폼(Zyxel CNC)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없이 인터넷 클라우드를 통해 고객의
네트워크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쉽고 유연한 네트워크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ZyXEL CNC View
• 기본 화면(MSP Portal) : 관리자, 고객, 협력사가 고객의 네트워크 상태, 사이트의 갯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성 보기(Organization view) : 고객의 각 사이트별 네트워크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보기(Site View) : 각 장치에 대한 종류, 모델명, 전원 상태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화면 (MSP Portal)

구성 보기 (Organization View)

사이트보기 (Site View)

Ally Service 플랫폼
Cloud Network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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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h x 7 실시간 모니터링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하여 관계자가 다양한
단말기 (PC, 테블릿, 스마트폰)로 어디서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 합니다.

Tablet PC

PC

Smart Phone

[ Zyxel Ally Service 플랫폼 ]

Ally Service의 기대효과
•장비 장애 피해 최소화
실시간 네트워크 상태 진단과 빠른 조치를 통해 장비 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고객사와의 소통 효율화
고객사에서 장비 장애에 대한 연락을 받기 전 관제 플렛폼을 통해 미리 모든 환경을 파악 가능하여 고객사와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장비 불량 문제 해결 시간 최소화
장비 불량으로 판단 될 경우, 고객사 현장 방문전에 교체 장비의 모델명과 설정값을 미리 파악하여 고객사 방문 시 단순
장비 교체로 A/S 시간을 최소화 합니다.
•관리비용의 효율성 증대
해당 고객사의 담당 엔지니어 부재 상황에도 고객 응대 미흡을 최소화하여 관리 비용의 효율화를 증대 시킵니다.

For more product information, visit us on the web at www.zyx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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