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AMAI 서비스 및 지원 솔루션: 제품 설명서

PREMIUM SERVICE AND SUPPORT 3.0
디지털 혁신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솔루션!

Akamai Edge만의 고유한 역량을 통해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과 가능성을 실현해나갈
수 있습니다. Akamai Edge는 디지털 세상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보안과 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 민첩성을 제공합니다.
PREMIUM SERVICE AND SUPPORT 3.0
Premium Service and Support 3.0은 Akamai 전문가들의
역량을 활용해 고객이 원하는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합니다. 가장 신속한 대응, 세부적인 기술 컨설팅,
체계적인 헬스 체크(health check), 기술적 비즈니스 평가,
사전 모니터링 및 알림, 심화 교육 과정, 근무 시간 외 설정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객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기술지원팀이 고객의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
• 핵심 서비스와 중요한 프로퍼
티에 대한 가시성과 인사이트를
확보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 솔루션을 전송할 때 엄격한 방법론과
일정을 준수함으로써 일관성 제고
• Express Routing Code를 통해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
• 모니터링과 알림을 강화함으로써
문제 재발 감소
• 서비스 전문가가 설정, 유지 관리,
최적화를 지원

지원 시간은 현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며, 구체적인 시간은 주요 지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북미 ET(GMT -5:00):
오전 9:00 ~ 오후 9:00
유럽(CET):
오전 9:00 ~ 오후 6:00
아시아-인도(GMT +05:30):
오전 9:00 ~ 오후 6:00
아시아-일본·싱가포르(GMT +9:00):
오전 9:30 ~ 오후 6:30

• Akamai 기술 전문가가 제공하는
고급 기술 컨설팅을 통해 경쟁 우위
확보
• Akamai University 무제한 이용권,
DevOps, Bot Manager 등 다양한
영역의 고급 교육 과정, 고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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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SERVICE AND SUPPORT 3.0
주요 특징
기술적 비즈니스 평가
기술 지원 측면에서의 트렌드, 사용량
보고서, 트래픽 통계, 분석, 권장 사항
등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전반적으로
리뷰합니다.
분기별 비즈니스 리뷰
기술 지원 측면에서의 트렌드, 사용량
보고서, 트래픽 통계, 분석, 권장 사항
등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전반적으로
리뷰합니다.
월별 서비스 보고서
Akamai가 매달 제공하는 리포팅 서비스로
사용량 지표, 기술 지원 측면에서의 트렌드,
설정 상태 보고서, 선제적 알림 관련 통계
등을 포함합니다.

선제적 서비스 가용성 모니터링
고급 모니터링 및 알림 기능을 통해 장애와
잠재적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합니다.
가장 신속한 대응
심각도 1 티켓에 대해 기술 지원팀이 15분
안에 대응(TTR)하는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제공합니다.
근무 시간 외 설정 지원
글로벌 전문 서비스팀이 시간에 상관 없이 설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Akamai University
Akamai University에 무 제 한 참 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업계 모범 사례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객사에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Akamai 솔루션에 대한 ROI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별 프로젝트 리뷰
고객이 요청할 경우 제공되는 주별
보고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작업 및
프로젝트, 최근에 완료한 항목, 월별
성능 변화 트렌드 등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주별 미팅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기술 자문 서비스
기술 전문가의 고급 기술 컨설팅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헬스 체크
중요한 설정 파일을 정기적으로 검사함으로써
문제점을 식별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합니다. 월별로 추적하면 성능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Professional Services
Akamai의 인터넷 전문가팀이 솔루션의 모든
기능을 고객이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설정을 조정하여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 Akamai에 문의하기
Akamai Premium Service and Support
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Akamai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kamai는 전 세계 주요 기업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합니다. Akamai의 Intelligent Edge Platform은 기업과 클라우드 등 모든 곳으로 확장하고 있고 고객의 비즈니스가 빠르고, 스마트하며,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Akamai 솔루션을 통해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강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Akamai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용자에게 의사
결정, 앱, 경험을 제공하고 공격과 위협을 먼 곳에서 차단합니다. Akamai 포트폴리오는 엣지 보안, 웹∙모바일 성능, 엔터프라이즈 접속, 비디오 전송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수한 고객 서비스, 애널리틱스,
24시간 연중무휴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기업과 기관에서 Akamai를 신뢰하는 이유를 알아보려면 Akamai 홈페이지(www.akamai.com
blogs.akamai.com
방문하거나
Twitter에서 @Akamai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Akamai 연락처 정보는 www.akamai.com/locations
확인할 수 있습니다. Akamai 코리아는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메리츠타워 21층에
위치해 있으며 대표전화는 02-2193-7200입니다. 2019년 1월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