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제품의 개요 & KMFTS 특ㆍ장점

제품의 개요
엄청난 정보의 교환! 이제는 관리가 필수!
파일 정보 교환 및 관리 서비스의 재탄생 (Convenience, Fast, Security)

편리합니다.
Convenience

빠릅니다.
fast

안전합니다.
Security

자동화 관리, 통합 모니터링, 스케줄
링 기능, 룰 기반 처리기능 제공 등
다년간의 운영 노하우로 만든 편리
한 UI 및 운영기능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업무 담당자들의 노동시
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고비용 외산 솔루션을 대체하여 국
내기술로 개발된 빠른 압축 전송 및
정확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SSL/TLS를 통한 전송계층 보안을
강화하고 DMZ구간 보안강화를 위
해 설계한 이중 구조가 데이터의 안
전한 전달을 담당합니다.

서비스 운영 노하우 보유

200여 개 업체 및 3,000여 개 파일전송 서비스 운영
10년 간의 서비스 운영 노하우
고비용의 불편한 외산 솔루션의 문제점을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개발

우리 몸에 맞는 솔루션

순수한 국내 기술로 개발
오픈소스를 활용한 강력한 솔루션
운영 노하우를 담은 관리 화면
사용자의 Needs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양하고 필수적인 기능 제공
외산제품 대비 가볍고 빠른 솔루션

국내외 적용 사례

말레이시아 거래소 채권 대량 주문 서비스 적용(’17년 8월~)
코스콤 파일 전송서비스 적용(’17년 11월~)
현재까지 두 서비스 모두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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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TS 제품의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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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안정성

신속성
효율성

관리성
운용성

보안성
통제성

서비스 운영 노하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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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속도 개선

파일전달 보증(CRC Check)

네트워크 자원의 최적화

다중 프로토콜(FTP/SFTP, HTTP/S) 수용

온라인 압축기능 적용 지원

파일 송.수신 오류 알람 (SMS/E-mail)

파일 송.수신 처리과정의 이벤트 수집

파일 송.수신 오류 시 자동 재시도

이벤트를 이용한 규칙 수립

이어전송, 이어받기 기능 지원

규칙에 따른 내.외부 응용프로그램 연계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이중화 구성

디렉터리 파일 감시 및 처리

효율적인 관리 체계

04

보안 및 통제 기능 강화

중앙집중 모니터링 관제

솔루션 자체 계정 및 가상디렉토리 활용

송.수신 파일 처리 과정 추적 용이

K.NB를 이용한 DMZ 보안강화

장애 발생 등 긴급 상태 알림 기능

IP에 따른 접근 제어 기능

파일 송.수신 파일 이력 및 로그 조회

SSH를 이용한 프로토콜 보안

설정 등록/변경/삭제 등 감사 로그 제공

웹 기반 제어 및 모니터링 툴 제공

적재된 이력을 이용한 각종 통계 자료 제공

파일 송수신처리 중 통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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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TS 의 구성
KMFTS는 다양한 컴포넌트들로 구성
K.MFT (Managed File Transfer)
파일의 송.수신과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서버형 컴포넌트
다양한 네트워크 및 프로토콜 지원 확장이 용이한 ACE 프레임워크 구현
규칙기반의 자동 라우팅을 통한 수신/송신 정보데이터 배포

K.MFT

송.수신 이벤트에 따른 외부 응용프로그램 연계 자동화
가상 디렉터리를 활용한 물리적 접근의 강력한 보안 강화
스케쥴링, 디렉터리 파일 감시 및 전.후 이벤트 처리

K.NB (NetBroker)
인터넷과 내부망간의 데이터 연계 컴포넌트
DMZ 구간 내 서버에서 구동되어 외부망과 내부망의 데이터 중계 역할

K.NB

외부 접근에 대한 접속 인증, 파일 수신에 대한 정책 관장
DMZ구간 내 계류 파일 없이 데이터 전달에 따라 보안 취약점 완벽하게 해소

K.CMT (Control & Monitoring Tool)
WEB기반 GUI를 이용한 제어 및 모니터링 툴
K.MFT와 연계하여 다양한 환경 설정 및 기능 설정 화면

K.CMT

파일의 송수신 현황 모니터링 및 기간별 이력 조회
통계 자료 제공

K.CA (Client Agent)
SFTP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프로그램

K.CA

클라이언트 PC에 설치되어 파일 전송/가져오기 기능 수행
OS에 상관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JAVA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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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TS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
KMFTS를 이용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K.NB는 정보파일의 보안수준 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적용 또는 제거 가능
K.NB 제거 시 K.MFT로 직접 접속, 파일 송.수신 처리
K.CMT를 이용한 정보파일 송.수신 모니터링 및 이력, 추적 기능 제공
Multi
Protocol
고객 A사
타겟

고객 B사
타겟

고객 C사
타겟

고객 D사
타겟

서비스를
위한 서버 無

Multi
Protocol

K.NB

FTP/S
SFTP
HTTP/S
TCP/S

FTP/S
SFTP
HTTP/S
TCP/S

고객B

K.MFT

WEB
모니터링
(이력조회)

K.CMT

HTTPS

별도 서버가 필요 없음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위한 서버가 필요하지 않음

WEB
모니터링
(이력조회)
HTTPS

사용 서비스 관리 제공
고객사별 계정을 통해 사용
신청 용량 만큼 서버 사용

통합
모니터링 제공

용량 베이스
과금/ 다양한
프로토콜 제공

고객A

웹화면 통합 모니터링 제공

룰베이스/스케줄링 제공

데이터 전송/보관 결과 모니터링 

자동 스케줄링 기능 제공

웹 관리 화면 제공

특정 규칙 룰을 만들어 사용

SMS/E-Mail 기능 제공

사용 용량 베이스 과금
초기 신청 용량으로 월 과금
용량 초과시 용량 추가 가능

FTP/S, SFTP, HTTP/S,
TCP/S 프로토콜 제공
고객환경에 맞는 다양한 프로토콜 제공

고객C

고객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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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TS 정보 분배 서비스 구성
KMFTS 기반 정보 파일 분배 및 관리
인프라 구성
기업 단독 인프라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DMZ구간 내 완벽한 보안 공간를 위한 K.NB 컴포넌트 단독 서버 적용
K.MFT를 이용한 파일 수신 및 분배, API를 이용한 선.후 업무 프로세스 처리
K.CMT를 이용한 정보파일 송.수신 모니터링 및 이력, 추적 기능 제공

Corporate Network

DMZ

Internet

FTP/S
SFTP
HTTP/S
TCP/S

K.NB

Fire Wall

K.MFT
내부
시스템

Fire Wall

Multi
Protocol

K.CMT

K.MFT

K.CA

다양한 네트워크 및 프로토콜 지원

원격기관 등록/수정/삭제 관리

규칙기반의 자동화된 라우팅 및 배포

사용자관리/보안관리

송.수신 이벤트에 따른 외부응용

GUI 툴을 이용한 제어 및 중앙집중

프로그램 연계 자동화

모니터링

작업 스케줄러 내장

이중화 구성 (ACTIVE-STANDBY)

특정 디렉터리 파일 감시 및 이벤트 처리

K.NetBroker

Remote
Site
System

외부망과 내부망의 데이터 중계 역할
외부접근에 대한 접속인증, 파일 수신에 대한 정책 관장
수신파일의 경우 K.MFTS와 연계 DMZ구간 내 파일을 적재 없이 바로 전달
이중화 구성 (ACTIVE-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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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보안 정책
디렉터리 보안 강화
K.MFT는 가상 메모리 파일 디렉터리(MFD) 기능을 제공
K.MFT는 가상 메모리 파일 디렉터리를 접속하는 각 계정별로 부여
K.MFT로 접근할 경우 각 계정은 자신의 ROOT 디렉터리를 가진 것으로 인지
가상 디렉터리에 파일을 전송하거나 대기중인 파일을 가져가기 가능
임의적인 접근이나 보안 침해 요소 에 대한 완벽한 예방
K.MFT
Account
Process

MFD
(Memory File Directory)

Partner
Site#1

접속 안증

Partner
Site#2

PS#1

물리
디스크

PS#2

Partner
Site#3

PS#3

DMZ 구간 보안 강화
Corporate Network

Talk Channel

K.NB

Fire Wall

Fire Wall

K.MFT

INTERNET

DMZ

Partner
Sites

Data Channel

K.NB는 DMZ 구간에 위치한 별도 서버의 독립 프로세스
구동 즉시 K.MFT와 인증을 통한Talk/Data 2개의 Channel 건설
Talk Channel을 통하여 두 구간 내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Data Channel을 이용하여
파일 교환을 수행하는 역할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파일 전송 및 네트워크 침입을 방지
외부로부터 서비스 접근에 대한 정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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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관제 통합 모니터링
확장성을 고려한 Web기반의 GUI 모니터링 툴
K.CMT 기능 제어 및 파일 송.수신
현황 모니터링, 관리화면 등을 제공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따른 정규화
(Customizing) 가능

[K.CMT 통계화면]

파일 송.수신 이력 관리 및 추적
K.CMT를 통한 중앙 실시간 모니터링
송.수신 파일의 일자, 일련번호, 상태, 파일명, 파일 송.수신 방향, 적용 프로토콜,
계정, 파일 사이즈, 파일 처리시간 등 실질적인 정보만을 통합
해당 파일에 대한 송.수신 이력을 통하여 전송시점 및 처리 결과 등을 추적

[파일 송.수신 현황 및 이력 화면]

[이력에 대한 상세조회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