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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K · PAS-KV
파이오링크 PAS-K는 서버로 몰리는 트래픽 과부하를 해결하고, 

서비스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애플리케이션 전송 컨트롤러(ADC)입니다. 

높은 가용성, 성능, 확장성으로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 

최적입니다. PAS-K는 수년째 ADC 시장 점유율 1위, 

공공 조달 판매 1위를 차지하는 국내 대표 ADC입니다.

- PAS-K: 하드웨어 형태의 ADC

- PAS-KV: PAS-K 기반의 가상화 ADC

PAS-K는 높은 가용성을 보장하며, 서비스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전송합니다.

• 서비스 가용성을 모니터링하여 정상 작동중인 서버들만

세션 연결

•고가용성 제공을 위해 HA 및 VRRP 방식 등 다양한 Failover

기능과 세션 동기화 및 설정 동기화 등 제공

PAS-K PAS-K

•다수의 서버에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운용할 때,

트래픽을 각 서버로 균형 있게 전달

•효율적으로 장비 리소스 활용

•방화벽, VPN, 게이트웨이 등 적용

PAS-K

GSLB

•  데이터센터 이중화나 재해복구(DR)센터 구축에 활용

•  한 사이트에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사이트 중 가장 적절한 사이트로 연결 PAS-KPAS-K

국가·공공기관이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할 때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등 

사전 인증을 획득한 제품만 도입해야 합니다.

PAS-K는 CC인증과 보안 기능 확인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02  



트래픽 폭주 상황에서도 서버를 보호하고 연결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가속 기술로 서비스 체감 품질을 향상합니다.

•  콘서트나 명절 열차 예매, 이벤트 및 수강신청

처럼 서버의 서비스 용량을 넘어서는 트래픽

폭주 상황에서 서버 다운 방지

•  사용자에게는 대기 상황 안내 및 연결 보장

제공

•자주 요청하는 콘텐츠를  서버 대신 저장하여 응답

•  서버에 몰리는 트래픽 부하를 감소하고 응답 속도

향상

•Javascript, CSS, img, HTML 컴파일 등을 최적화

• 사용자 단말 브라우저에서의 체감 로딩 속도를

개선하여 실질적 서비스 품질 향상

•  트래픽이 한꺼번에 몰릴 때를 대비하여 서버와

다수의 커넥션을 미리 저장

•  사용자가 페이지 요청 시 저장해 둔 커넥션을

재사용하여 서버의 부담을 줄이고 빠른 페이지

로딩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이미지 등 주요 콘텐츠를 압축하여 사용자에게 전송

함으로써 대역폭을 절감하고 전송 지연 문제 감소

•  SSL 통신을 위한 암·복호화를 서버 대신 수행하여

서버 부하 감소 및 응답속도 개선

PAS-K
Connection 
pool 

SSL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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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K

* 메모리, SSD는 기재된 용량 또는 그 이상으로 제공함.

* 메모리, SSD는 기재된 용량 또는 그 이상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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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Throughput부터 L4 CPS 까지의 성능은 vADC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최고 성능을 의미함. vADC를 적용했을 경우 성능은 달라질 수 있음.

* 상기의 Throughput부터 L4 CPS 까지의 성능은 vADC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최고 성능을 의미함. vADC를 적용했을 경우 성능은 달라질 수 있음.

PAS-KV

PAS-K1800 / K3200(V) /
 K3600(V) / K4300(V)

PAS-K5200(V) / 
K5400(V) /  K5600(V)

K8620R(V)PAS-K3200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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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라이선스 조합으로 최대 40Gbps까지 확장 가능

최소 사양 서버 환경 (PAS-KS 한 개 설치시)

PAS-KS
PAS-KS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ADC입니다. PAS-K와 동일한 운영체계(PLOS) 및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며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 및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합니다.

빈번한 가상 서버의 생성/삭제 등 빠른 비즈니스 서비스 요구에 대응해보세요.

서비스 단위로 ADC 장애 포인트를 분산할 수 있어 전용 어플라이언스에 비해 구매, 

설치, 유지 등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SDDC),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 구축에 있어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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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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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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