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속 파일 전송 솔루션
TCP/IP 기반 FTP, HTTP, CIFS, NFS 데이터 전송 대비 최대 약 1.000배 빠름TCP

Aspera사의 fasp™는 세계 최고 특허 전송기술 기반의 초고속 파일 전송 솔루션으로, 

유연한 확장성과 강력한 원격관리를 제공하며, 관리도구를 통하여 기존 네트워크에서 파일을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 할 수 있는 최적의 초고속 파일 전송 솔루션입니다.

Aspera사의 fasp™ 특징

Aspera사의 fasp™ 도입효과

Aspera fasp™ vs ftp 속도비교

Aspera fasp™ vs ftp 적용분야

H/W 및 S/W 기반 유사한 제품보다 뛰어난 성능 제공 

강력한 AES-128 보안 및 안정성

다양한 운영환경 지원

세계특허 fasp™ 프로토콜(파일 고속 전송기술의 표준)

최상의 관리도구 및 원격제어

유연한 확장성과 통합성

대용량 혹은 다량의 소용량 파일 초고속 전송 보장 

WAN구간에서 최상의 성능 제공

인터넷 대역폭 최대 사용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데이터 전송

완벽한 보안성 제공

뛰어난 안정성

데 이 터 센 터 : 본사, 지사 또는 해외 현장간 원격지 파일 고속 전송

방           송 : 3D 촬영, 제작, 기상정보, 홍보방송 파일 고속 전송

병원, 생명공학 : 화상진료, PACS, DNA 분석 파일 고속 전송

게           임 : 3D 제작 및 On-Line 게임 파일 고속 전송

네 비 게 이 션 : 모바일 지도 파일 고속 전송

제           조 : 전자, 자동차, 조선, 건설, 정밀기계 등, 모형, CAD 도면 파일 고속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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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대역폭 100Mbps 기준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FTP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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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활용 및 배포 모델

다양한 인프라 지원

파일 크기 및 갯수에 무관

Microsoft Azure
an IBM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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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파일크기



Aspera 제품 포트폴리오

Transfer Server

Aspera Enterprise Server

Aspera Connect Server

Web Applications

Aspera Shares

Aspera FASPEX

Transfer Clients

Aspera Desktop Client

Aspera Point -To-Point

Aspera Drive

Synconization Aspera Sync

Management Aspera Console

Developer Network Aspera SDK

FASP® 

데이터 크기, 전송거리, 네트워크 조건에 무관

프라이빗 온 프레미스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블록, 오브젝트,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 인프라에 무관

웹, 데스크탑, 이메일, 모바일, 
임베디드

확장 가능한 
고성능 동기화 및 복제

전송 관리, 모니터링 및 자동화배포, 공유, 협업 및 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