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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LivePass 소개

K LivePass는 서버 간의(Server To Servers)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제품으로 사용자 정의 매핑 규칙(User Definition Mapping 

Rules)을 지원하는 멀티 플랫폼(Multi-Platform) 환경에서 구동되는 대용량 데이터 전송 및 모니터링 관리 솔루션입니다.

폴더/파일 동기화서버간 파일전송 내/외부망 분리 환경

초 대용량 전송서버 간의 데이터 취합 클라우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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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LivePass 모듈 구성도



- 파일 전송 요청 SDK
- 특정 프로그램에서 전송 요청

- 파일 수신 및 저장 모듈

- 웹 관리자 도구 모듈

- 콘솔 관리도구 모듈

- 로깅, 트래킹, 모니터링을 위해 DB 모듈
- 기존 레거시로 대체 가능

SDK 모듈

송수신 모듈

관리 도구

DB

K LivePass 주요 모듈

SDK 모듈

송수신 모듈

웹형 관리 도구

DB (SQLite)

콘솔형 관리 도구



제품군
LivePass™

송/수신모듈/DB/웹서버

레거시 서버 레거시 DB데이터 유통경로 서버관리 데이터저장 데이터조회

K LivePass 네트워크 연계도

LivePass™

관리 도구

LivePass™

자체 DB

LivePass™

SDK 모듈



정확성

- 블록단위 / 파일전체 검증

- 블록/파일 단위 재전송

- 이어받기, 재전송

- 크기/수량/종류 무제한

고속성

- 블록단위 처리

- 다중채널 동시 전송

- 송/수신 채널 분리

- 전송단위 최소화

보안성

- 블록단위 암/복호화

- CRC 전송 오류

- Hash 무결성 검증

다양성

- 1:N 전송구간 설정

- 핫폴더 / 스케줄러

- 콘솔/웹 관리자 제공

- 로깅, 추적 통계 제공

- 연계 API 제공

- 자동 업그레이드

- 다양한 레거시 DB 연계
핫폴더 (Sync)스케줄러

SDK API

블록단위 분할

다중채널 전송

압축/암호화/검증

검증

추적

통계

모니터링

K LivePass 주요 기능



구분 설 명

전송 옵션

- 전송허용/제외 패턴 : 전송대상 중 특정 패턴 설정을 통한 파일의 전송여부 설정 기능
- 용량 설정 : 전송을 허용할 최대 용량 설정 기능
- 폴더 Naming : 도착지(수신) 서버 폴더 생성 Rule 설정 기능
- 전송 후 이벤트 : 파일 전송 완료 후 성공 및 실패 시 특정폴더로 파일 이동 기능
- 실패 재시도 횟수 : 전송 실패 시 지정한 횟수만큼 일정시간 단위로 재시도

전송

- 파일/폴더 전송 : 단일 파일 또는 폴더 단위 전송
- 블록 단위 압축/해제 : 전송 시 속도를 향상을 위한 압축/해제 전송 기능
- 블록 단위 암/복호화 : 블록 단위를 암호화하여 구간 블록 단위 노출 방지 기능
- 오류 블록 단위 재전송 : 전송 누락 및 전송오류 블록 단위 재전송 기능
- CRC 검증 : 전체 파일의 CRC를 이용해 전송완료 된 파일 검증
- 무결성 검증 : Hash를 이용한 전송 무결성 체크 기능

스케줄러
- 핫폴더(Hot Folder) : 특정 폴더를 감시 후 Rule에 동기화
- 일, 주, 월, 년 단위의 상세한 설정에 의한 전송 스케줄러 기능 지원

옵션기능
- Application 연동을 위한 API 제공
- 1 : N 서버 전송 기능, 관리자용 시스템 자체 Web 서버 기능
- 중복파일 처리 옵션 : 자동 체번(N), 덮어쓰기, 무시(Skip), 에러발생

관리도구

- 전송상태 모니터링 : 서버 별 파일 전송의 스케줄, 진행상태, 완료상태 확인
- 서버상태/네트워크 모니터링 : 서버 별 상태 모니터링 제공(용량, 속도, 메모리, CPU 상태 등)
- 통계 현황 : 일별 / 주별 / 월별 서버 간 전송통계
- 전송현황 추적 : 전송요청에 대한 처리목록과 유통경로 추적 기능 지원
- 각 모듈 별 업데이트 : 전송자, 감시자, SDK API, 스케줄러 등 업데이트 지원
- 웹 및 콘솔형 관리도구 제공

K LivePass 주요 상세 기능



6. 기동로그 확인

5. 루트 혹은 bin 하위의 startup 실행하여 기동

ㅍㅍv

4. config 하위의 system.config.xml 설정파일 변경

ㅍㅍv

3. license 폴더 하위에 라이선스 파일 복사

ㅍㅍv

2. 설치할 경로에 LivePass™ 파일들 복사

ㅍㅍv

K LivePass 주요화면 : 구동/설치

1. JDK 설치 및 버전확인(1.7 이상)



환경설정 : config / system.config.xml

manager

Id 서버 ID – 전송시 도착지서버의 정보를 나타냄

Logger 로깅파일 위치 결정 (생략시 logs/livepass.log)

update_url 관리서버의 웹 주소 (업데이트시 참조)

client

retry 파일 전송 실패시 재시도 수

interval_sec 파일전송 실패시 재시도 간격 (단위: 초)

file default_path 출발지 루트 파일경로

server

Ip 서버 IP

socket port 문서유통 서비스 Port (방화벽 허용 필요)

web port 웹 Port (웹형 관리도구,  API 서비스 등에서 사용)

file default_path 도착지 루트 파일경로

size max 전송허용 최대크기 용량

unit 전송허용 최대크기 단위 (byte(기본), Kbyte, Mbyte, Gbyte, Tbyte)

blank_file 크기가 0byte(빈문서) 수신여부 결정 (allow(기본), ban)

concurrent 파일 동시전송 수

block default_size 파일 분할 최소크기

reader 전송시 파일블록 읽기 개수

socket 전송시 소켓채널 개수

pattern allow 파일명 허용패턴 (ex) 2017*.log, *201710_*)

ban 파일명 금지패턴 (ex) 2017*.log, *201710_*)

resources

custom
/logging

DB 접속 유형 (custom: 사용자정의 질의,  logging:문서유통 이력 질의)
query_path Jar엔진 패키지 내 질의 xml 파일 위치
path_type 제품 패키지 내 질의 xml 파일 위치

dbms_type DB 유형 (oracle, mysql, mssql, sqlite)

drivers 벤더 드라이버 클래스 경로

namespaces 질의 Xml 파일 참조 목록

connection pool min DB 접속 pool 최소 크기
Max DB 접속 pool 최대 크기

url DB 접속 url
username 접속 계정
password 접속 비밀번호
idleTimeout 접속 타임아웃 설정

db_history open_months DB 이력정보 보관 주기 (단위:월)

K LivePass 주요화면 : 환경 설정 파일



ㅍㅍv

1. 패치 파일들 확인

6. 기동로그 확인 – 패치 버전 및 빌드 일자 확인

5. 루트 혹은 bin 하위의 startup 실행하여 기동

4. (관리서버이며, 다른서버들도 업데이트하려 할 경우) 루트

혹은 bin 하위의 admin 콘솔에서 update 입력 후 실행

3. 설치된 경로에 패치할 파일들 복사

ㅍㅍv

2. 루트 혹인 bin 하위의 shutdown을 실행하여 기동 중지

K LivePass 주요화면 : 구동/설치



콘솔형 관리도구 웹형 관리도구

주요 화면

접속 루트 혹은 bin 하위의 admin 실행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 접속
접속방법 : http://[서버 IP]:[서버 환경설정의 web Port]/

기능 - 서버, 라이선스, 시스템 상태 감시
- 관리자 등록
- 연계된 서버 강제 업데이트
- 쓰레드 덤프 생성

- 서버 및 관리자 목록제공 및 관리
- 문서유통 요청, 스케줄링, 핫폴더 등 설정
- 전송 이력, 통계, 로그 확인

비고 관리서버의 Web Port의 방화벽 정책 확인

K LivePass 주요화면 : 관리 도구



2. h, ? 혹은 help 입력

1. 루트 혹은 bin 하위의 admin 실행

Welcome to the LivePass™ Administrator Console 
type q/quit/exit on exit 

@LivePass™> help
================< Command >================
PID - veiw the LivePass running process ID
INFO - veiw the Information for the Engines, the Services and the Certify 

etc ...
STATUS - veiw the Engine Status
USAGE - veiw the System Usage (CPU, Memory, Storage, Networks)

-------------------------------------------
DUMP - view the thread dump log for the LivePass running process
USERADD - add a new user as a administrator
LICENSE INFO - view current certified license status
UPDATE - request the all resources to update to all Servers
UPDATE SERVERS - request the server list to update to all Servers
UPDATE LIBS - request the libraries to update to all Servers

-------------------------------------------
?/H/HELP - to print this help message
^c/EXIT/Q/QUIT - exit the command

===========================================

명령어 설명

PID 실행중인 LivePass 서버의 프로세스 ID 출력

INFO LivePass 기동 및 환경설정, 라이선스 등 상태 확인

STATUS LivePass 기동상태 확인

USAGE 시스템 사용현황 (CPU, 메모리, 저장소, 네트워크)

DUMP 실행중인 LivePass의 쓰레드 덤프 생성

USERADD 웹형관리도구 관리자 추가

LICENSE INFO 라이선스 상태 확인

UPDATE 연계 다른 LivePass 서버들에 자동 업데이트

UPDATE 
SERVERS

연계 다른 LivePass 서버들의 서버목록 갱신

UPDATE LIBS 연계 다른 LivePass 서버들의 라이브러리 패치 적용

?/H/HELP 도움말 표시

^c/EXIT/Q/QUIT 콘솔형 관리도구 종료

K LivePass 주요화면 : 콘솔 관리 도구



4. 연계된 서버에 Push를 통해 업데이트 정보, 서버 목록 갱신

3. 서버 ID 및 IP, 서비스 Port 등 정보 입력 후 저장

2. 서버 관리 메뉴 선택

1. 웹형 관리 도구 접속/로그인

K LivePass 주요화면 : 신규 서버 등록



4. 관리자명, ID, 비밀번호, 권한 등 입력 후 저장

3. 관리자 관리 메뉴를 선택

2. 웹형 관리 도구 접속 및 로그인(관리자가 등록한 사용자)

K LivePass 주요화면 : 관리자 등록

Welcome to the LivePass™ Administrator Console 
type q/quit/exit on exit 

@LivePass™> useradd
input manager ID> administrator
input password> --------
input manager name> --------

@LivePass™> 

1. 콘솔형 관리 도구 접속 및 “useradd”를 실행하여

신규 관리자 등록(최초 등록시)



3. 출발지의 요청 파일 / 폴더 선택

2. 상세 설정 활성화

1. 전송예약 메뉴 선택

<직접 경로 입력> <파일 목록에서 선택>

항목 설명

출발지서버 출발지 서버 및 요청 폴더 및 파일 선택

도착지서버 도착지 서버 및 저장할 폴더 및 파일명 입력

처리유형 전송:목적지로 파일 전송, 삭제:목적지의 파일 삭제

파일패턴 허용 혹은 제외할 파일패턴 설정 (허용패턴/제외패턴) 

허용용량 최대 허용용량 및 용량이 0(빈파일)인 파일 전송여부 설정

디렉토리 설정 사용자 임의의 폴더링 설정 (날짜기반 폴더링)

중복파일 설정

전송하려는 위치에 파일이 존재할 경우 처리방안
- 덮어쓰기:기존파일 삭제, 무시:전송 안하고 성공처리
- 에러발생:전송 안하고 실패처리, 파일명
- 자동생성: 파일명 마지막에 “(순서)“적용
- 이어받기:이전파일 중 원본파일과 다른 블록만 재전송

재시도 횟수 트랜젝션 및 파일의 실패시 재시도 횟수 설정

K LivePass 주요화면 : 전송 즉시 요청

4. 설정 내용 및 설명



메뉴의 “파일전송 이력”선택, 상단에 선택된 서버의
전송 트랜젝션 처리결과 목록 제공 (최대 한달 제공)

예약목록 : 메뉴의 “예약목록” 선택. 전송예약을 통해 설정한 목록 제공

예약목록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하면,
하단에 전송 진행된 파일전송 이력 목록 제공

K LivePass 주요화면 : 전송 이력

전송결과 이력



- 제품을 구매하시면 구매 시점으로부터 1년 간 무상유지보수를 지원받게 됩니다.

- 유지보수에는 업그레이드(동일 버전), 패치 업데이트, 온라인 기술지원이 포함됩니다.

- 무상유지보수가 만료된 경우, 1년 단위 유상유지보수를라이선스를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 RAON K는 24시간 온라인 기술지원 사이트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www.raonk.com)

- 서비스 시간 : 월~금 09:00~18:00 (이 후 문의는 익일 처리)

라이선스

기술지원 안내

K LivePass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라이선스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Beyond Tomorrow”

- 서버 2대를 기준으로 1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 어플리케이션 연동 SDK API를 제공합니다.

- 서버가 2대를 초과하는 경우 각 서버별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K LivePass 라이선스



감사합니다

라온위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74, 1101호 (서초동, 강남미래타워) Tel. 584-3991, Fax. 584-1177

html5@raonwiz.com | 02)584-3992 raonk@raonwiz.com | 02)584-3908구매/견적문의 기술지원센터

Beyond Tomorrow RAON K Server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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