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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주)링크제니시스의 XComPro v1.x 제품에 새로이 추가되는 기능이나 변경된 내
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 또는 회사 전화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XComPro v1.x
버전
V1.1.3.28

릴리즈 일자
2018-04-18

변경 내역
1) Log Directory 에 절대Path 입력 시 새로운 폴더 및 Log
가 생성되지 않는 오류 수정 됨.
1) Invalid SECS-II format 메시지 수신 시 비정상 종료되는

V1.1.3.27

2018-03-08

현상. S9F7을 전송하도록 수정 함.
2) SetAsciiItem에 NULL 값 입력하여 호출 시 Exception 발
생 오류 수정 함.

V1.1.3.25

2017-12-19

1) EnableHeaderOnlyLog 기능 추가 함.
2) XCom호환 라이브러리 추가 함.(XComPro_V60_02_32)

2017-11-23

1) INADDR_ANY IP 가능하도록 수정 함.
(IP=*.*.*.*).(v1.1.2.24)

V1.1.1.20

2017-11-20

1) Protection Key check 오류 시 로그 추가 함.(v1.1.2.23)

2017-10-31

1) 로그 보안 관련 코드 추가 함.(v1.1.2.22), sbin file 생성

2017-06-23

1) Text Mode로 남길 수 있는 기능 추가 함.
[Log]
…
BinaryMode=false


LogManager v1.0.1.3, 2017-06-26

2) Highteck Rockey Protection Key 추가 함.
V1.0.1.17

2017-03-28

1) XComPro_R40_01_32.DLL 버전 사용시 Close()함수 호출
이후 SetListItem등의 인터페이스 호출하면 access
violation이 발생하는 현상 수정 함.

V1.0.1.16

2016-12-06

1) Multi-byte char format 관련 인터페이스 지원 함.
2) GetParam을 통해서 “LicenseType” 호출 시 메모리 증가
현상 수정 함.
3) Log Dir을 절대 폴더로 설정 시 일정 시간 후 CPU 부하

량 증가하는 현상 수정 함.

V1.0.1.14

2016-08-11

LogManager v1.0.0.6, 2016-12-06

1) 상대방의 초기 연결 system byte가 항상 동일할 경우
duplicated error 가 발생하는 오류 수정 함.
2) Header Only Message 송수신 시 Access violation 발생
현상 수정 함.

V1.0.1.11

2016-05-27

1) S9 계열 전송 되지 않는 현상 수정 함.

V1.0.1.10

2016-05-19

1) DLL 라이브러리 추가 됨.
2) Send와 LoadSecsMsg가 동시 호출 시 Send 반환 값으로
-10026이 반환되는 현상 수정 됨.
3) Primary Message 전송 후 Secondary Message 수신 시
Ignoring Message Error로 처리되는 현상 수정 됨.

V1.0.1.9

2016-05-04

1) 64bit Application에서 Initialize 시
EXC_NOT_SET_EVENT_HANDLER 반환되는 현상 수정
함.

V1.0.1.7

2016-04-20

1)

Stop 혹은 연결 해제 시 system byte 초기화하도록 수정
함.

V1.0.1.6

2016-04-14

2)

Next log file 이름 잘못 설정되는 문제 수정 함.



LogManager : V1.0.0.4, 2016-04-19

1)

Selected 이벤트보다 메시지 수신 이벤트가 먼저
발생하는 현상 수정 함.

2)

비 동기 전송 모드에서 Stop 시 separate.req 전송하지
않고 연결 해제되는 현상 수정 함.

V1.0.1.4

2016-04-07

1)

Start 시 일정 시간 동안 blocking 걸리는 현상 수정 함.

V1.0.1.2

2016-03-25

1)

HASPHL PRO 로그 찍는 방식 HEX형태로 변경

V1.0.1.1

2016-03-18

1)

최초 릴리즈

LogViewer v1.x
버전
V1.0.1.4

릴리즈 일자
2018-01-10

변경 내역
1) 로그뷰어 보안 버전 추가(Manager 연동)
2) File Search 검색화면 UI 수정.

V1.0.1.3

2017-10-19

1) 로그목록 선택시 방향키(상,하)로 로그상세내용 확인 기능
추가

V1.0.1.3

2017-03-20

1) Xbin 로그파일 과 LogViewer 가 연결프로그램으로 설정된
경우 실행 오류 수정.
2) About 창 추가.

V1.0.1.2

2017-01-16

1) 화면전환 기능 수정
: 결과화면에 출력된 내용 더블 클릭 시 메인 로그 창으로
이동할 때 다른 내용으로 이동 되는 오류 수정.

V1.0.1.1

2017-01-16

1) Log Detail (로그 상세보기 화면) User Interface 변경
: 텍스트박스 -> 그리드 컨트롤로 교체.

V1.0.0.4

2016-06-15

1)

검색기능 오류 수정.
-

V1.0.0.3

2016-05-19

2)

SML 파일 크기가 큰 경우 Exception 발생.

SECS-II Message Data Item에 대한 상세 검색 기능
추가

V1.0.0.2

V1.0.0.1

2016-03-25

2016-03-18

1)

Reload 메뉴 추가.

2)

Splash Screen 추가.

3)

MessageBox Position 설정(Center)

4)

OpenDialog 창 속성 변경(Single -> Multi Select)

1)

최초 릴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