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leashed Multi-Site Manager
여러 사이트에서 구축된 Unleashed 네트워크 관리

백서
데이터 시트
이점
WiFi 관리용 단일 플랫폼
세계 어디서든 여러 사이트를 통해 구현되는 Unleashed
네트워크를 관리, 모니터링 및 보고할 수 있는 직관적
이고 간편한 솔루션입니다.
SINGLE SIGN-ON
Single Sign-On을 사용하여 Unleashed Multi-Site
Manager에서 모든 네트워크를 손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대시보드
네트워크의 지리적 위치와 함께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AP 및 클라이언트의 실시간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백업 및 복원
백업 및 복원을 사용하면 여러 사이트에서 네트워크를
동일한 구성으로 손쉽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
네트워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경보를 작성합니다.
모든 사이트를 손쉽게 업그레이드
한 번의 마우스 조작으로 모든 사이트에서 Ruckus 장
치를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소규모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경제적이면서 구현하기 쉬운 고성능
Wi-Fi와 함께 WiFi를 관리할 수 있는 간단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Unleashed MultiSite Manager는 여러 위치에서 구현되는 Unleashed 네트워크를 관리, 모니터링,
보고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Unleashed Multi-Site Manager는 여러 사이트에서 중소기업 WiFi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직관적이면서 간편한 Lunix 기반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면 Unleashed 네트워크 소유자가 Single Sign-On을 통해 세계 어디
서든 네트워크를 쉽고 안전하게 모니터링, 관리, 구성할 수 있습니다.
Unleashed Multi-Site Manager를 사용하면 단일 화면에서 Unleashed 네트워크를
표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Unleashed Multi-Site Manager를 사용하면 모든
Unleashed 네트워크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중앙 집중식 관리, 세부 보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 중앙 위치에서 Unleashed 네트워크의 상태를 원격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대시보드에서는 Google Maps에 있는 네트워크의 지리적 위치와 함께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AP 및 클라이언트의 실시간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

AP 레벨 모니터링 또는 클라이언트 레벨 모니터링으로 드릴다운하여 모든 필수
통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경보를 작성합니다.

자세한 보고
지정된 시간에 대한 장비, 클라이언트, 연결 트렌드,
메시 변경별 세부 기록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액세스 제어
역할 기반 액세스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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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식 관리
• 중앙 위치에서 여러 사이트에 구현된 모든 Unleashed 네트워
크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
• 지정된 시간에 대한 장비, 클라이언트, 연결 트렌드, 메시 변경별
세부 기록 보고서를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백업하여 오류가 발생할 경우 네트워
크를 손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

• 백업 및 복원을 사용하면 여러 사이트에서 네트워크를 동일한

RSSI, PCI, 리소스 모니터링 및 SLA에 대한 서식 있는 보고서를
예약하고 생성합니다.

구성으로 손쉽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 역할 기반 액세스를 통하여 Unleashed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한 번의 버튼 조작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업그레이드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네트워크의 스냅샷

특징
• 맞춤형 대시보드 보기 설정
• Ruckus 장치 자동 검색
• 트렌드 보고서 및 맞춤형 그래프(예: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별 대역폭 활용률, AP 전파 점유 시간 비율, AP 및 가장 연관된 클라이언트)
• 서비스 수준 계약 그래프 및 보고서 - AP 그룹 및 특정 클라이언트에 대한 가동 시간 비율, 백홀 가동 시간 및 클라이언트의 잠재적
처리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
•
•
•
•

장치의 그룹 구성
선택된 장치에 대한 수동 또는 예약된 펌웨어 업그레이드
Google Maps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장치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다중 계층 관리 액세스
원격 SSL을 통한 보안 액세스
클라이언트 처리량 데이터(예: 연결 처리량, 연결 상태, 신호 품질 등)
연결 및 연관 보고서 삽입
사용자 작업 및 시스템 로그 감사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
CPU
메모리
하드웨어
O/S

•
•
•
•

2.5 GHz
8GB
160GB
Red Hat Linux Enterprise Edition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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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경보를 구성합니다.

제품 주문 정보
모델

설명

Unleashed Multi-Site Manager 소프트웨어
L09-UMM1-WW00

Unleashed Multi-Site Manager 소프트웨어 - ONE
Unleashed AP 관리 라이센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L09-0001-UMM0

Unleashed Multi-Site Manager Single.
Unleashed AP 관리 라이센스 S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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