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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r Management ServerObserver Management ServerObserver Management ServerObserver Management Server    전사적 규모의 인증, 사용자 권한, 감사 관리. Observer Management Server 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행 이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Observer Apex, Observer Analyzer, Observer Infrastructure (OI),  그리고 Observer Probe 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네트워크 전문가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 되었습니다.  사용자 친화형 HTML5 인터페이스로 웹 기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드래그-앤-드롭, 오른쪽 마우스 클릭, 스크롤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액세스 권한 설정, 패스워드 설정, administrator 업그레이드, 그리고 중앙의 한 곳에서 간편하게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컴플라이언스에 이상적인 Observer Management Server (OMS)는 주요 업무에 대한 확장 매뉴를 운영하, 각 사용자에게 차등 권한을 설정하여 특정 IT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TLS 기반의 통신 보안이 데이터 이동 중에도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Observer Management Server 사용의 장점 
• 중앙의 한 장소에서 전체 Observer Platform 을 사용 관리하는 IT 스태프 인증 
• AD, RADIUS, TACACS+ 등을 포함한 third-party 인증 서버와 통합 
• 클리어런스 크리덴셜 또는 자산 그룹에 따라 사용자 액세스 권한 부여 
• 기업 민감 데이터에 관련된 사용자 액세스와 활동 감사 
• 네트워크에 연결된 새로운 Observer Platform 컴퍼넌트의 라이선스 자동 발급 
• Observer Platform 전체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      

Key Features 1Observer Platform 의 AAA 관리            AuthenticationAuthenticationAuthenticationAuthentication Observer Management Server (OMS)는 내부 리스트를 통해, 혹은 RADIUS, Active Directory, TACACS+ 와 같은 third party 와의 통합을 통해 각 사용자의 허용 수준을 설정합니다.    AuthorizationAuthorizationAuthorizationAuthorization Observer GgiaStor 또는 Observer Probe 연결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접속 내역 리포트 작성, initiation, 리포트로의 액세스 캡쳐 등의 작업을 합니다. OMS 는 역할에 따라 권한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보안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uditingAuditingAuditingAuditing    andandandand    AccountingAccountingAccountingAccounting OMS 는 username, IP address, Probe connection, 그리고 액티비티 히스토리를 기록하여 리모트 리소스에 어떻게 사용자가 접근하는지 파악합니다. 

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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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EnterpriseEnterpriseEnterprise----Wide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uditingWide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uditingWide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uditingWide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ud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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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ralizedCentralizedCentralizedCentralized    LicenseLicenseLicenseLicense    DistributionDistributionDistributionDistribution    ----    버전버전버전버전    컨트롤컨트롤컨트롤컨트롤    포함포함포함포함 OMS 버전 컨트롤 기능을 통해 어떠한 툴이든 필요에 따라 버전을 업그레이드 혹은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변경해야 하는 새로운 버전이 출시된 경우, OMS 를 통해 분배하면 전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자동으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한가한 시간에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OMS 의 라이선싱 컨트롤 기능을 통해 : 
• 여러 개의 Observer 제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증 
• Observer Analyzer Expert Edition, Suite,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probe 등 다양한 타입의 라이선스 관리  

  3333’’’’rdrdrdrd    PartyPartyPartyParty    IntegrationIntegrationIntegrationIntegration OMS 는 RESTful API 를 제공하므로 Magager of Manager 와 같은 외부 매니지먼트 툴이나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인터페이싱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자 정보를 third-party app 과 공유하고 감사, 보안,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워크플로우와 통합 할 수 있습니다.  

   SecuritySecuritySecuritySecurity    andandandand    FailoverFailoverFailoverFailover    ProtectionProtectionProtectionProtection OMS 는 연결 실패로부터 분석 툴을 보호합니다. Redundant OMS 를 사용하는 경우 primary OMS 가 사용 불가 상태가 되어도 실시간 분석 및 distributed visibility 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Redundant 옵션을 사용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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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AnalysisAnalysisAnalysis    ToolsToolsToolsTools    withwithwithwith    ObserverObserverObserverObserver    ManagementManagementManagementManagementOMS 는 관리자가 자주 사용하는 필터와 프로토콜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트러블슈팅과 분석 속도를인증함으로써 안전한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지원하며, 암호화 분석을 위해 SSL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고OMS 를 이용하면 probes 와 Observer 사용자 사이에서필터 공유 : 
• 조직의 애플리케이션 정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합니다전사적으로 네트워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Platform Integration  Observer Performance Management Platform 의Observer Management Server (OMS)는 Observer Platform사용자를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으며 TLS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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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ManagementManagementManagement    ServerServerServerServer 프로토콜 정의와 같은 툴의 중앙 보관소 역할을 하여 연관된 데이터만을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테크놀러지는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뿐만 아니라 중앙 집중형 하드웨어 보안 모듈 (HSMs)을 지원할관리하고 컴플라이언스를 전략을 강화시켜 줍니다.  사이에서 필터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요 솔루션 컨피규레이션을 중앙에서 제어하고있습니다.   

의 각 부분은 다른 모든 컴퍼넌트와 완벽하게 맞아 트러블슈팅 Observer Platform 에 중앙 인증, 권한 설정, 감사 (AAA) 기능을 제공합니다 통신 보안으로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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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만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수집하도록 통과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멀티 벤더를 통합하여 제어하고 표준화 하여 공유할 수 있어 

 
 능력과 속도를 높여줍니다.  제공합니다. 단 한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