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quinix Connect의 혜택

제품 및 서비스 
EQUINIX 커넥트

손쉬운 관리, 뛰어난 확장성, 신속한 제공이 가능한 인터넷 액세스
Equinix Connect는 유연한 대역폭 선택과 빠른 프로비저닝을 통해 플랫폼 Equinix®에서 인터넷 접속을 용이하게 해주며, 여러 Equinix 서비스를 
하나의 명세서로 제공합니다. 40개 이상의 마켓에서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Equinix Connect는 확장 가능한 다양한 대역폭 옵션을 지원함으로써 
귀사의 새로운 요구사항의 증가에 맞추어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거나, 비즈니스 에지에 구축된 
리소스에 데이터를 배포하려는 고객들을 위해 Equinix Connect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래의 핵심 요소인 사람과 장소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를 연결해 귀사의 경쟁력을 강화하십시오.

활용 사례

Out-of-Band 관리 

• 주요 인터넷 액세스 또는 기본 인터넷 
액세스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서버 및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다양한 백도어

• 초기 서비스 구성 및 지속적인 지원에 
유용함

기본 인터넷 서비스

• 지역별로 최적화된 퍼블릭 SaaS 접근성
을 포함하는 IP 전송 요구에 대해 인터넷 
접속의 주요 소스 지원

•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대역폭 계획, 단
일 또는 다중 홈 옵션, 정적 또는 BGP 
라우팅 옵션 및 콜로케이션 인프라를 위한 
추가 IPv4 및 IPv6 주소

백업 인터넷 서비스

• 통신사 직접 서비스의 백업 역할을 하는 
부차적인 인터넷 액세스 

• 기본 인터넷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로컬에서 최적화된 퍼블릭 SaaS 연결

•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대역폭 계획, 단일 
또는 다중 접속 옵션, Static 또는 BGP 
라우팅 옵션 및 콜로케이션 인프라를 위한 
추가 IPv4 및 IPv6 주소 

• 단순화된 관리 - IP 서비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단일 연락창구와 명세서 

• 신속한 서비스 활성화 - 즉시 사용가능한 
layer3 솔루션

• 이중화 - 각 마켓마다 최소 2개의 업스트림 
제공업체를 보유

• 풍부한 SaaS 에코시스템 - 지역별로 최고의 
SaaS 서비스 제공업체와 연결

• 성능 강화 - 지역별 인터넷 익스체인지(IX)
를 활용해 최적의 로컬 경로를 확보함으로
써Equinix 호스팅 대상의 레이턴시 단축

• 손쉬운 확장 -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고, 
늘어나는 사용과 요구에 만족시키기 위한 
대역폭 확장 옵션 

• 종량 과금 - 트래픽 폭주 및 사용량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용 지불

• 유연한 구성 - 포트 속도, 정적 또는 동적 
라우팅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옵션

• 글로벌 가용성 - 40개 이상의 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피어링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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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quinix인가?
전세계 모든 곳에 연결 - 액세스가 필요한 
어느 곳에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연결 - 단 한곳의 연결만으로 
필요한 모든 사람과 비즈니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합 - 업계 최고의 기술 툴, 파트너 
및 서비스를 통해 귀사의 디지털 에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Equinix 접속 지역

기술 사양

• 24x7 네트워크 운영 센터 지원

• 패스트 이더넷, 기가비트 이더넷, 10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속도 지원

• 단일 또는 다중 homing 구축 옵션 

• 링크 애그리게이션    링크 통합 

• IPv4 및 IPv6 할당 가능(요청 시 추가 IP 할당 가능)

• 동적 및 정적 라우팅 

• 유연한 최소 대역폭 보장 옵션 

• 트래픽 폭증 및 사용량에 기반한 과금 

• 서비스 수준 협약 (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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