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데이터
처리 솔루션
디지털 데이터 보안 보관/전송 서비스

1. 개요
KRT 솔루션 개요

실시간 데이터처리를 손쉽게
실시간 업무를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함

1.업무 효율화를 위해 자동화 기능 필요

한눈에 관리,
운영이 어려움

매번 변경되는 전문/스팩에
대한 테스트/개발이 어려움

2.중앙 모니터링/통합 관리가 필요
3.개발을 최소화, 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안 필요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Real Time Data Processing 솔루션 탄생
자동화를 통한 인력 효율 향상

웹 관리/통합 모니터링

• 솔루션을 통한 자동화 관리

• 웹 화면으로 전체 관리

• 개발을 최소화 할 수 있게
관리 툴로 편하게 관리

• 중앙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
화면으로 비전문가도 운영

개발없이 관리 툴로 한방에
• 전문 추가/삭제/변경 시 웹
관리 혹은 CSV 업로드로 변경
• 프로세스 생성 및 처리가 자동
장애 위험도 최소화

2. KRT 솔루션 특장점

개발 최소화
• 웹관리화면으로 전문을 관리, 수작업을
최소화 하여 개발 부분을 최소화
• 웹 입력 혹은 CSV파일 업로드 처리 기능
• 자동 프로세스 생성하여 신규 전문
처리가 등록만으로 처리 가능
• 입수/가공/분배 처리 모두를 웹 관리
기능으로 처리 가능

중앙 통제 기능

최소 개발

자동화

• 통합 모니터링, 중앙 관리 기능을 통해
한눈에 관리가 가능
• 웹 모니터링으로 전체 상황 관리
• 그룹/사용자/전문 중앙 관리
• 그래픽한 형태의 모니터링 제공
• 관리권한 부여로 권한 별 제한 및
권한에 맞는 화면 제공

중앙 통제

보안성
보안 기능 강화

스케줄링/룰 매니저로 자동화
• 스케줄링 기능을 통해 한번 설정된 내용이
자동화 되어 반복 처리
• 룰 매니저 기능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변환 및 파일
처리에 대한 자동화 정책을 세우고 처리 할 수 있음
• 장애 발생 등 긴급 상태 자동 알람 기능

•
•
•
•
•

솔루션 자체 계정 및 가상디렉토리 사용
DMZ구간 보안강화
IP에 따른 접근 제어
Secure접속을 통한 프로토콜 보안
다양한 프로토콜 제공하여 사용자 환경에
맞는 프로토콜 제공 가능

3. 컴포넌트 구성
KRTS(Real-Time Solution) 컴포넌트

구성

K.RTE
K.NFS
CLIENT

K.NFS
SERVER

4. 컴포넌트 구성
K.NFS (Network File System) 컴포넌트

구성

K.NFS (Network File System)
Network상의 다른 System에 위치한 파일을 Local System상에 위치한 파일처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
가공

입수

SERVER
정보
TABLE

SERVER
정보
TABLE
FILE
정보
TABLE

K.NFS
SERVER

APPL
(K.NFS Agent)

KNFS_OPEN
KNFS_READ
KNFS_WRITE
KNFS_CLOSE
…

FILE
정보
TABLE

FILE-A

5. IF 시스템 컴포턴트 구성 예제
Server별 컴포넌트

모듈

K.RTE : Real-Time Solution Engine

K.NB : Network Tunnuling Agent
K.NFS : Network File System
가공

입수

분배

K.RTE

K.NFS CLIENT

K.NFS ERVER/
CLIENT

IF 업무 수행을 위하 세가지 시스템에 위와 같이 구성하여 서비스
CMT Tool을 통해 담당자는 관리/모니터링/운영 수행 할 수 있음

K.NFS CLIENT

6. 관리 화면 예시
디지털 데이터 보안 보관/전송 서비스 웹 관리 화면 예시
1) 통합 모니터링

3) FID 정보 관리

2) 스팩 매팅

문의처
황수용 차석 : 02-767-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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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 차장 : 02-767-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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