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용량 트랜잭션 처리를 완벽히 보장하여 비즈니스 신뢰성을 높이며

시장에서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TP-Monitor

비즈니스 신뢰성을 높여주는 TP-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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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ax 6는 시장 점유율 70%를 확보하고 있는 시장 1위 TP-Monitor로 이미 시장에서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 받은 제품입니다. 

시장 1위 솔루션의 안정성과 기술력

비즈니스 신뢰성을 높여주는 TP-Monitor
Tmax(Transaction Maximization)6는 미션 크리티컬한 기간계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면서 

사용자에게 최적의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인 TP-Monitor 제품입니다. 

TP-Monitor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대규모 부하 시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트랜잭션 처리 시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합니다.

WHY
Tmax 6
Tmax 6의 
경쟁력

금융권 포함 최다 고객 보유

1997년 출시 이후 470여 기업에서 사용하며 

특히 금융권을 포함하여 국내 최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기준)

최다 차세대 사례 보유

Tmax 6는 성능과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미션 크리티컬한 

기간 업무시스템 구축의 최적 

솔루션입니다. 금융, 통신 등의 

다양한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년 2006년 2009년2003년 2013년 6월

470개

고객

국내시장 1위

2000년부터 시장 1위를 고수하며 7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여 시장에서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차기증권시스템 차세대코어뱅킹시스템 차세대시스템 차세대마케팅시스템

미래에셋증권 한국철도공사 현대선물 삼성선물 신한카드 전북은행

동양선물 외환선물 KB생명 NH투자증권 기업은행 하나은행

70%



외산 벤더사 대비 3년간 총 소유비용(TCO)에 있어서 최대 60%의 획기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총 소유비용(TCO)의 획기적 절감

1-2-3차에 이르는 단계적 지원 조직을 통하여 고객사의 요청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외산 벤더와는 차별화된 국내 원천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레벨의 특수기능까지 

개발 및 지원이 가능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별화된 One-Stop 서비스

Tmax Why Tmax - Tmax의 경쟁력 3

■ R&D의 오프라인 기술 
 지원 가능

■ 신속 정확한 폭넓은 기술 
 지원 가능

■ 단일 내부 의사소통을 통한 
 문제해결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외산 벤더 TmaxSoft

고객사 고객사

TmaxSoft 
본사

본사(해외)

파트너사
(한국지사)

파트너사
(국내)

엔지니어엔지니어

Support CenterSupport Center

R & DR & D

1차 지원1차 지원

2차 지원2차 지원

3차 지원3차 지원

오프라인 
지원불가X 오프라인 

지원가능O

오프라인 
지원가능O오프라인 

지원불가X

기업내 의사소통

기업내 의사소통

기업간 
의사소통

기업간 
의사소통

Escalation

Escalation

TCO 비교 유지보수 서비스 비교

※  하드웨어 프로세서 종류에 따라 TCO 절감폭은 달라질 수 있음 

 (3년간 40%~60% 절감)

※  Tmax 6의 경우 교육 및 방문 기술지원이 기본 유지보수에 포함, 
 타사의 경우 기본 유지보수 외 별도 비용 부과

※  Tmax 6는 기본 유지보수 계약에 장애대응, 예방점검 등의 방문서비스도 

 포함 (타사는 방문서비스는 별도 계약 필요)

※  Tmax 6는 유지보수 연간비용은 제품 공급가격의 15% 수준으로 타사에 

 비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의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타사는 제품 

 공급가격의 22% 부과)

※  Tmax 6 도입 후, 1년 동안 무상으로 Warranty(제품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A사

1년 2년 3년 4년 5년

3년간 

TCO 60% 절감
기능개선

장애대응
(원격)

장애대응
(방문)

예방점검
(방문)

Software
Update

Regular
InspectionProduct Support

기본계약(Tmax 6)

기본계약(타사) 별도계약 필요



Stream Pipe 내부통신 방식

프로세스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 프로세스 별 부하와 장애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안정적이며 

빠른 성능을 보장합니다.

타사 제품과는 차별화된 고유의 아키텍처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성능을 보장합니다. 

또한 즉각적인 장애 대응이 가능하며 시스템 자원의 소모를 최소화하여 내부처리속도를 최적화합니다.

차별화된 아키텍처로 안정성과 무중단 서비스 보장 

서비스 부하에 따라 자원을 자동 관리하고 동적으로 프로세스를 할당하여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서버프로세스 및 노드 부하분산 등 다양한 방식의 부하분산을 지원하여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동적이고 다양한 부하분산으로 고성능 제공

What's 
Strength
Tmax 6 
특장점

Tmax What's Strength - Tmax 특장점 4

Tmax 6 Node 1

Tmax 6 Node 2

1

2

3

1

2

3

클라이언트 부하 분산 : 클라이언트 단에서 동적으로 부하 분산 기능 수행

서버프로세스 부하분산 : 클라이언트 요청을 분석하여 서비스 가능한 최적의 프로세스 선택

노드 부하분산 : 클러스터 설정 시 노드간 부하 분산

TMM(Process 관리)

CLH

TMM(Process 관리)

CLH

Engine

Engine

서버 프로세스

서버 프로세스

A
A

B
B

A
A

B
B

사용자

통신 방식 비교

Stream Pipe(                          ) Message Queue(타사)

SVC1엔진 SVC2

■ 표준화된 리소스 관리

■ 수행 시 시스템 호출 적어 처리 속도 우수

■ 양방향 통신으로 서비스 부하 및 장애 신속한 대응

■ Queue Full 방지 가능

■ 구 UNIX 아키텍처인 Message Queue 방식

■ 수행 시 시스템 호출 많아 처리속도 낮음

■ Message Queue를 통해 통신을 하여 

 서비스 부하 및 장애 대응 어려움

■ 서비스 폭주 시 Queue Full 발생으로 장애

단절 단절
단절

SVC1엔진 SVC2

연결구조

연결구조



다양한 프로세스 유형 제공

다양한 프로세스 유형을 제공하여,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극대화시킵니다. 

Tmax 6만의 고유 기능인 UCS와 POD는 푸쉬 및 배치형 업무 구현에 적합하여 그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Tmax Architecture - Tmax 아키텍처 5

ATMI Client
4GL, C/C++, etc

Non-ATMI 
Client

Java Clients
J2EE App 
Servers

Client Legacy & EIS

SysMaster
APM 

Solution

APM

Tmax 6 Infrastructure

ATMI API

Multi-Thread 
RAW Client 

Agent

WebT
WebTAsync

WebTJCA

Mainframe 
SNA, CICS

Host Link 
Gateway

Legacy 
TCP/IP

TCP/IP 
G/W

Tuxedo 
System

Tuxedo 
G/W

Legacy 
X.25

X.25 
G/W

Any J2EE 
App Servers

Java 
G/W

Web 
Service

Web Service
G/W

Tmax System
(TP, MCI etc.)

Domain 
G/W

M
ulti-D

om
ain C

onnectivity &
 R

outing

Multiplexing 
& Event 
Driven 

Processing

Biz.
Service

Biz.
Service

Biz.
Service

Fault 
Tolerance, 
Fail-Over

Peer-to-Peer
System 

Management 
& Monitoring

Request 
Queuing

Naming 
Service

Hybrid 
Messaging 

System

Load 
Balancing

Security 
Management

Distributed 
Transaction 
Processing

XA DBMS Non-XA DBMS

UCS

POD

TCS
요청/결과수신

요청/결과수신

비요청결과수신 일정주기

기동/종료

Tmax 6
엔진

TCS(Tmax Control Server)
■ 사용자 요청 시 수동적으로 실행 

■ 타 TP-Monitor 스타일, 대부분의 경우 해당

UCS(User Control Server)
■ 사용자 요청 없이 능동적으로 실행 가능 

■ Tmax 고유 기능 / 스케줄, 푸쉬 서비스

POD(Process On Demand)

■ 요청 시 기동, 업무 수행 후 종료

 (불필요한 OS 자원 점유 방지) 

■ Tmax 고유 기능 / 월말정산 같은 업무에 적합

사용자

Tmax 6

Tmax 6는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트랜잭션 처리 미들웨어입니다. 다양한 클라이언트 요청과 이기종 자원을 

통합하기 위한 각종 인터페이스 처리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안정적이고 고성능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Tmax 6 아키텍처Architecture



고가용성/안정성KEY
Features

Tmax 6 
주요기능

Tmax Key Features - Tmax 주요기능 6

Peer-to-Peer 상호감시체계

각 노드가 서로 다른 노드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아무리 많은 노드라 해도 즉각적으로 장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타 제품의 Master/Backup 방식의 경우 Master 장애 시 다른 노드의 장애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이나 Tmax 6는 전체 시스템 장애에 대해 완벽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부하분산

클라이언트에 의한 부하 분산, 클러스터 설정 시 

노드간 부하 분산 그리고 서버 프로세스 부하 분산 등 

다양한 방식을 지원하여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도메인 기반 클러스터링(Dynamic Clustering)

Tmax 6의 클러스터링은 단일 도메인과 멀티 도메인 구성 방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성능과 업무 

구성, DB 트랜잭션 유형 등에 따라 최적의 클러스터링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liable Queue
Reliable Queue는 신뢰성을 요구하는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하여 시스템 장애 시에도 원천적으로 데이터 

유실을 방지합니다. 데이터 전달 보장을 원하는 경우, 데이터를 디스크에 모아 놓은 후 배치성으로 한번 처리

하는 경우, 수행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등에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분산트랜잭션 정합성 보장

분산트랜잭션 처리 국제 표준 규격인 X/Open DTP을 준수하여 멀티노드, 원격노드, 이기종서버간의 

트랜잭션 연계를 플랫폼 레벨에서 지원합니다.

고성능

멀티플렉싱(Multiplexing) I/O 처리

대규모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처리가 용이한 이벤트 

기반의 Multiplexing I/O 기법을 통해 시스템 자원의 

소모를 최소화하며 내부처리속도를 최적화합니다.

멀티 쓰레드(Multi thread) 지원

멀티 쓰레드 및 멀티 컨텍스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Tmax 6 고유의 프로세스 기반 멀티플렉싱 기법과 

쓰레드 아키텍처 지원은 서비스 시스템의 성능을 

배가시킵니다.

자동 자원 관리

서비스 과부하 정도에 따라 자원을 자동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큐의 상태에 따라 동적 프로세스 

기동/종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성능 확보 및 

시스템 리소스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동 자원 관리

서버 A

서버 A

서버 A

서버 A

서버 A

서버 B

서버 B

서버 B

서버 B

서버 B

대량 서비스 요청

소량 서비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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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편의성

하이브리드 메세징 시스템(Hybrid Messaging System)

메시징 시스템이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느슨한 결합(loosely coupled)을 가능케 하는 통신 매개체입니다. 

Tmax 6는 하이브리드 메세징 시스템을 추가하여 MOM(Message Oriented Middleware) 기능을 별도

의 모듈로 제공합니다.

편리한 시스템 운영 환경

시스템 운영자에게 손쉽고 직관적인 시스템 관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서버 및 서비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거나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무중단 배포

OS에 제공하는 Dynamic Library Linking 기법을 이용하여 공유라이브러리(Shared Library) 형태로 

개발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무중단 배포 기능과 버전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제공

시스템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연계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별도의 게이트웨이(Gateway)를 

이용하여 편리한 개발 환경과 안정적인 운용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식성

타사 TP-Monitor 어플리케이션 호환

X/Open, OSI 국제 표준을 준수하여 엔진 아키텍처와 메커니즘이 서로 다른 타사 TP-Monitor 
솔루션일지라도 어플리케이션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비표준 전환 또한 지원합니다.

개방형 유연한 아키텍처(Open & Flexible Architecture)

Tmax 6는 표준 기반의 개방형 아키텍처 구조를 채택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유연성이 

극대화된 솔루션입니다.

※ TmaxSoft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Q&A는 개발자 커뮤니티 http://technet.tmax.co.kr의 제품별 코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 TmaxSoft 제품의 무료 평가판 및 라이선스는 개발자 커뮤니티 http://technet.tmax.co.kr의 다운로드 코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Domain Gateway

HOST-Link

X.25 Gateway

WebT

TCP/IP Gateway

RCA(Raw Client Agent)

도메인간 네이밍 서비스 및 2PC 

기능 지원

메인프레임과 연동을 지원하여 

Tmax의 다양한 기능을 

메인프레임과 연동하여 활용 가능

Tmax와 타 시스템을 X.25로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기능

WAS(Web Application Server) 
시스템과의 연계 지원

Tmax와 타 시스템을 TCP/IP
로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기능

기존 통신 프로그램과 TCP/IP로 

연결하여 Tmax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채널 관리 

에이전트



(주) 티맥스소프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29, BS타워 8~9층 

TEL 031-8018-1000    FAX 031-8018-1115    kr.tmaxsoft.com

1997년 6월에 설립된 티맥스소프트는 한국에선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편견을 넘어 강한 믿음과 도전정신으로 글로벌 

대형 SW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하며 빠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06년 이후 당당히 국내 1위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SW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토털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