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에스아이

      Rewind. Review. Resolve Rewind. Review. Resolve Rewind. Review. Resolve Rewind. Review. Resolve ----    Stop missing critical network eventsStop missing critical network eventsStop missing critical network eventsStop missing critical network eventsGigaStor는 transaction-heavy 조직에서 데이터를역할을 한다. Retrospective network analysis 들어 내야 했던 시간 소모적 작업 과정을 전혀activity를 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여 문제가후의 상세한 패킷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  BenefitsBenefitsBenefitsBenefits    GigaStor는 Security, Compliance, Troubleshooting빠르고 정확한 문제 확인, 식별, 구분, 해결 및
� Back-in-time functionality 
� Petabyte 이상의 데이터 저장 능력 
� Exclusive Gen2TM packet-cap ture technology
� 동급 대비 최대 확장성 
� Root-cause analysis 
� Platform integration 
� Latency identification 
� Portable option 
� Server delay tracking 
� Application-specific error monitoring                        
� Expert Analysis & Hypervisor visibility through GigaStor Software EditionKey FeaturesKey FeaturesKey FeaturesKey Features    Time Navigation InterfaceTime Navigation InterfaceTime Navigation InterfaceTime Navigation Interface    GigaStor 고유의 time-based navigation system분리시켜 놓을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한 시간을들어가 정확한 발생 원인을 신속하게 찾아낸다graph도 제공하여 proactive management에    RootRootRootRoot----Cause AnalysisCause AnalysisCause AnalysisCause Analysis    
생산하는 캡쳐카드로 critical link에서 성능 최대화패킷 캡쳐, 그리고 최대 buffer 용량, 최고의 40Gb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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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missing critical network eventsStop missing critical network eventsStop missing critical network eventsStop missing critical network events    데이터를 추출하고 네트워크 포렌직을 실행하며 complianceysis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GigaStor는 트러블슈팅을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필요한 과거 시점으로 rewind문제가 발생했던 정확한 시점을 navigate 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roubleshooting에 완벽한 솔루션.  및 feedback.  re technology 

                                <Leader in the Gartner NPMD Magic QuadrantHypervisor visibility through GigaStor Software Edition  based navigation system을 이용하여 문제 지점을 간단히 시간을 확인하고 nano-second 까지 파고 찾아낸다. GigaStor는 macro timeline 에 적합한 big-picture view 제공.  Petabyte의 데이터를 걸러 분석하고 root-cause analysisdowntime과 end-user impact를 최소화 한다. 전사적utilization, network Top talkers, application metrics를statistics까지 산출.      Precision EngineeringPrecision EngineeringPrecision EngineeringPrecision Engineering    Gen2 Card는 VIAVI Solutions가 독점 디자인하여 최대화, real time packet capture와 가장 빠른 실시간  port density를 자랑한다. Full duplex 1G, 10Gb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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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트러블슈팅을 위해 같은 문제를 다시 만rewind하여 그 시점의 network 발생하기 전, 발생 중, 그리고 발생 

Leader in the Gartner NPMD Magic Quadrant> 

cause analysis를 통해 문제를 찾아냄으로써  관점에서 bandwidth 를 추적하며 VoIP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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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nsics Forensics Forensics Forensics ––––    Security and ComplianceSecurity and ComplianceSecurity and ComplianceSecurity and Compliance    GigaStor는 네트워크 증거/증인 역할을 하여 발생한 문제가 network, security 혹은 application 중 어느 것에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해 준다. GigaStor는 passive 방식으로 데이터를 캡쳐하며, 네트워크를 지나가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여 추후 분석과 리포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security forensic, compliance에 이상적임.   Application AnalysisApplication AnalysisApplication AnalysisApplication Analysis    Nanosecond 해상도의 상세하고 심층적인 애플리케이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HTTP traffic monitoring를 뛰어 넘어, GigaStor의 app analysis는 단순한 response time 이상의 것을 제공해 준다. 종합적인 performance metrics를 이용하여 보다 빠른 MTTR 보장: End user experience에 초점을 둔 Application Performance Analysis; Application Layer 5-7까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해 주는 Transaction Analysis; 다양한 advanced analysis tool을 갖춘 Expert Analytics로 Troubleshooting 시간 획기적 단축     Analysis at the ProbeAnalysis at the ProbeAnalysis at the ProbeAnalysis at the Probe    VIAVI Solutions는 Observer, GigaStor를 개발할 때 모든 분석 트래픽을 네트워크에서 가상으로 제거하는 구조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이것은 Overhead를 줄여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단일 콘솔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visibility point를 추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확장성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 네트워크 분석에 가장 이상적인 솔루션으로 꼽히는 GigaStor는 overhead와 bandwidth를 97%나 감소시켰다.   Web Web Web Web 기기기기반반반반    Capture ExtractionCapture ExtractionCapture ExtractionCapture Extraction    GigaStor 에 접속할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에 직접 데이터 추출 및 분석 수행      3333’’’’rdrdrdrd    party integration party integration party integration party integration vvvviaiaiaia    RESTful APIRESTful APIRESTful APIRESTful API    GigaStor, APEX 모두 REST API 지원. 이를 통해 3’rd party 솔루션에서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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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 OptionsProduct OptionsProduct OptionsProduct Options    조직의 크기와 필요에 맞는 GigaStor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form-factor, network speed, port 수, 용량이 제공된다.  

   Platform IntegrationPlatform IntegrationPlatform IntegrationPlatform Integration    VIAVI Solutions는 application과 network performance management에 최적화 된 full-service IT platform을 개발하였다. 시스템의 각 부분은 다른 모든 component에 정확히 맞아 떨어져 capability, power, speed를 향상시켜 준다. 이 플랫폼의 핵심으로서 GigaStor는 IT management solution을 생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매우 복잡한 환경에서도 전사적 규모의 IT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GigaStor는 특히 APEX, Observer, 그리고 Sightops와 함께 사용할 때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third-party 시스템과 연동 되어도 다음과 같은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포괄적인 network health view 
� Third-party tool 안에서 자동으로 분석 기능 실행 
� Accelerated troubleshooting 
� Petabyte에 이르는 post-event packet storage로 신속, 정확한 문제 해결책 마련 가능 
� 캡쳐 내용을 security device, compliance tool, 및 그 외 네트워크 분석 시스템으로 export 가능 
� 완전히 포화 상태의 링크에서도 high-speed data capture를 보장하여 완벽한 데이터 수집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