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미디어

네트워크 운영 센터

에스토니아

Levira, 네트워크운영센터

레비라(Levira)에 대하여
한 레비라(Levira)는 북유럽 최대 수준의
TV 송출서비스 기업이며, 에스토니아의 주

ATEN의 원격 접속 솔루션은

요 TV 및 라디오 방송 전송 기업임. 또한,

우리 직원들에게 안정적이고

발틱 국가들 중 최대 수준의 데이터센터를

사용하기 편할 뿐만 아니라, 소음이
적고, 편안하며 보다 생산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Dmitri Skakalin
Levira의 모니터링 시스템 엔지니어

"

"

에스토니아 탈린(Tallinn, Estonia)에 소재

운영하고 있음. Levira는,동사의 주요 미
디어 서비스, 케이블 TV에 TV 채널 재생
및 전송,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최첨단네트워크운영센터
(NOC)를 개발하고 있음. 개발이 완료되면,
Levira 운영의 모든 신호, 환경, 장치 품질
유지, 네트워크트래픽 상태를 관리할 것임

탈린TV타워 :
에스토니아 최고층 건물
314 미터 높이로 방송 목적으로 건설된 탈린TV타워는텔레콤서
비스기업인레비라(Levira)가 소유 및 관리하고 있음. 또한, 본
건물은 해외 관광객들에 고품질 문화 및 레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또한, 본 건물에는 Levira의네트워크운영센터가 위치하며, 본 운
영센터는 아래와 같이 중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다중 서버를 24
시간으로 모니터링 함:
· 비디오 전송 상태 모니터링용 재생 운영센터
·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보안실
· 감시장치 및 네트워크 운영센터(NOC) 장치가 설치된 서버실
· 다양한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

주요 고객 요구사항
고객은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필요 시 서버 통제가 가능한
솔루션을 요구함
본 솔루션은, 안전한 관리를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보안 및
효율이 확보되어야 함

현재의 이더넷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별도로 떨어진 방 안에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확장형 솔루션

기술자 및 보안인력은 듀얼 헤드 DVI 마이크로서버, 워크스테이션,
FullHD 1080p 비디오 품질의 NVR에 안정적인 접근을 필요로 함

논스톱으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장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은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필요 시 서버 통제가 가능한 솔루션을 요구함. 운영센터는 최고 수준의 보안
및 안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일반기업 및 공공기관의 서버를 위한랙, 랙 시설을 제
공. 본솔루션은, 안전한 원격 관리를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보안 및 효율이 확보되
어야 함. 또한, 사용이 간편한 중앙화된 관리 시스템으로서 현재의 이더넷 인프라를
활용해야 함. 또한, Levira는, 높은 소음과 온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네트
워크운영센터(NOC), 보안실, 지원팀으로부터 떨어진 별도의 방에 특정 장치를 설
치할 수 있으면서 원격 문제해결이 가능한 확장형 솔루션을 찾고 있음.

또한, Levira는 높은 소음과 온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운영
센터(NOC), 보안실, 지원팀으로부터 떨어진 별도의 방에 특정 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면서 원격 문제해결이 가능한 확장형솔루션을 찾고 있음.
마지막으로, 기술자 및 보안인력은 듀얼 헤드 DVI 마이크로서버, 워크스테이
션, FullHD 1080p 비디오 품질의 NVR에 안정적인 접근을 필요로 함.

ATEN 솔루션
간편하고 중앙화 된 접속 컨트롤

미래지향적, 확장형솔루션

Full HD 해상도의 DVI 듀얼-디스플레이

안전한원거리데이터전송

ATEN은 KVM over IP 연장기 및 매트릭스 관리자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새로
나온 Altusen™ Series를 통해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였음. 20쌍의 KE6940
와 CCKM 매트릭스 관리자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ATEN의 솔루션은 중요한 장
치 품질유지 정보 및 네트워크 트래픽 상태가 다중 디스플레이로 실시간 모니
터링 되고 문제해결 업무가 수행되는 원거리의 네트워크운영센터(NOC) 및 보
안실에서, 보안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모든 서버 또는 워크스테이션에 연결할
수 있음.

간편하고 중앙화 된 접속 컨트롤

Full HD 해상도의 DVI 듀얼-디스플레이

ATEN의 CCKM 매트릭스 관리자소프트웨어는 KE6900/KE6940 장치에 대한 컨트
롤 및 관리를 중앙화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 Levira의 관리자는 사용자 마다 요구사
항에 맞게 서로 다른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KE6940 시리즈 IP기반 DVI KVM 연장기는 양 끝에 1개씩 총 2개의 DVI 디스플
레이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운영센터 및 보안실에서 중요 실시간 정보를
다중 디스플레이를 통해 고품질 1080p로 확인 할 수 있음

미래지향적, 확장형솔루션

안전한 원거리 데이터 전송

ATEN의 KVM over IP 솔루션의 다양한 장점 중 한 가지는, 관리팀에 기존과 동
일한 IT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향후 필요시 사용자 및 워크스테이션을 추가할 수 있
는 확장성을 제공한다는 점

KE6900 시리즈는 AES-128 bit 암호화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모든 데이터에 대
하여 원거리 네트워크 상에 전송되기 전에 보안을 확보하며, 수신장치에서 데이터
를 해독함.이를 통해 미인증 사용자는 Levira의 중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음. 또
한, 원거리 전송 기능을 통해 서버실 접속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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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I-I 듀얼 디스플레이 KVM over IP 연장기

매트릭스 매니저

· 인트라넷을 통해 KVM 설치시

· 모든 기능의 중앙 집중식 제어

안전하게 원격으로 컴퓨터에 액세스

· 양끝에 2 개의 DVI 디스플레이 지원
· 우수한 비디오 화질
- 최대1920 x 1200 @ 60 HZ

KE6900 / 6940 장치
· 사용자 계정 인증 관리

· 방송용으로 예약 된 연결을 프로파일
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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