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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rmation 

Technical Support  Email : TechnicalSupport@eximbay.com 

Operation Support  Email : OnlineSupport@eximbay.com  

 

If you have any suggestion or remark about this document please write an email to us. 

 

 

 

 

Copyright 

©  2014 KRPartners, Co., Ltd. All rights reserved.  

Complying with all applicable copyright law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user. Without limiting the rights under copyright, no part 

of this document may be reproduced, stored in into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or for any purpose,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KRPartners. 

 

KRPartners may have patents, patent applications, trademarks, copyrights,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vering subject 

matter in this document.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in any written license agreement form KRPartners, the furnishing of this 

document does not give you any license to these patents, trademarks, copyrights,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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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변경 이력 

 

  

일자 변경 내용 

2016.04.26 문서생성 

2016.06.01 환율조회 관련정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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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설정 
 

본 문서는 Eximbay 를 통한 승인, 취소, 조회의 실시간 거래 업무와 거래, 입금의 배치 업무를 

연동하기 위한 방화벽 설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거래, 입금배치 API의 경우 SFTP 형태로 제공이 되므로, 접속하시는 IP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당사 

방화벽 설정 후, 접속하실 ID/PW를 안내해 드립니다. 

 

1. 방화벽 룰 등록 (실시간 거래업무) 

source IP (가맹점) 
destination IP (Eximbay) 

비 고 용 도 
domain IP PORT 

가맹점 서버 IP 

(Outbound) 

secureapi.test.eximbay.com 61.78.61.250 443 테스트 서버 가맹점에서 Eximbay 로 

승인, 취소, 조회 요청 

시 사용 
secureapi.eximbay.com 61.78.61.242 443 운영 서버 

fx.test.krpdcc.com 61.78.61.251 80 테스트 서버 
DCC 서비스 이용 

가맹점에서 웹기반의 

환율조회 시 사용 

(※ 별도 계약 대상) 

fx.krpdcc.com 119.205.195.67 
22000 

(https) 
운영 서버 

fx2.krpdcc.com 117.52.96.194 
22000 

(https) 
운영 서버(예비) 

Note. fx2.krpdcc.com 은 fx.krpdcc.com 가 장애, 응답지연 등의 경우에 사용 

source IP 

(Eximbay) 
destination IP (가맹점) 비 고 용 도 

112.175.138.62 

가맹점 서버 IP 

(Inbound) 

테스트, 운영 

동일 

Eximbay 에서 결제 

결과를 가맹점 

statusurl 로 전송 

112.175.138.2 

119.205.195.68 

119.205.195.70 

 

2. 방화벽 룰 등록 (배치업무) 

source IP (가맹점) 
destination IP (Eximbay) 

설 명 
IP PORT 

가맹점 IP 

(Outbound) 
61.78.61.247 22 

거래 : RECON_YYYYMMDD.TXT  

입금 : REMIT_YYYYMMDD.TXT 

매입 : EDIRES_YYYYMMDD.TXT 

** 별도 문서로 제공합니다.  

  

Eximbay 웹서버(테스트, 운영)는 외부에 오픈되어 있으며, 외부 접속 제한은 없습니다.  

 

개발 또는 테스트하시는 업무환경이 외부 인터넷 접속에 제약이 있는 경우(Outbound 방화벽 정책이 

있는 경우), 위 “1 번”의 Outbound 설정과 각 결제사(Alipay, PayPal, Tenpay등)의 URL에 해당하는 방

화벽 설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