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y?
InterMax
이전과 달리 3Tier 이상의 시스템이 많아지면서 더욱 복잡해진 IT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빠르게 반영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대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구간 운영자들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표준적이고 통합적인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 WAS만이 아닌 WEB/TP/닷넷 등 여러 환경을 통합하여 모니터링하고, 구간별 성능 측정 및 

원인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품소개

특장점

InterMax(인터맥스)는 강력한 WAS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하는 APM 솔루션일 뿐만 아니라, 최초 사용자 요청부터 WEB, WAS, 

TP, DB, 외부 구간 연계 등 전 구간의 성능을 구간별 응답시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End-to-End 거래 추적 솔루션입니다. 

다양한 성능 지표의

실시간 감시

트랜잭션이 유발한 객체의

메모리 누수 추적/분석

비즈니스 거래 전 구간에

걸친 거래 추적 가능 

일별 SQL 및 트랜잭션 수행의

변동 현황 분석

WAS의 액티브 트랜잭션과

DB의 세션 정보를 동시에 파악

액티브 트랜잭션과 상태 정

보를 초 단위 수집/저장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전체 노드

현황을 실시간 제공

DB 모니터링 전문 솔루션인 

MaxGauge와 동일한

DB 성능 정보 제공

통합 성능 모니터링

메모리 누수 추적

End to End

순위 분석이 가능한
랭킹 분석

WAS-DB 실시간 연계

초 단위 트랜잭션
스냅샷 정보

토폴로지 뷰

데이터베이스
전문 모니터링

End-to-End 거래 추적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솔루션
인터맥스



통합 모니터링 대시보드 비즈니스 트랜잭션 모니터링

 · 다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 대시보드

 · 대시보드를 통한 대규모 시스템 통합 모니터링 및 알람 현황 즉시 인지

L 유통사
업무별 주요 성능 지표 중심의 통합 대시보드 구축

S 제조사
공정 단위별 업무 그룹핑을 통한 통합 대시보드 구축

S 금융기관
업무별/구간별 통합 모니터링용 대시보드 구축

K 공공기관
지역별 주요 성능 지표 모니터링용 통합 대시보드 구축

K 공공기관

S 제조사L 유통사 

S 금융기관

 · 모든 노드(instance)에 대한 실시간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여  

    장애 발생 시 알람(이벤트) 발생 및 원인 분석 기능을 제공

 · 실시간 액티비티 현황과 주요 지표 추이, 트랜잭션 패턴  

    차트를 통하여 서비스 현황 파악이 용이

 · 개별(단위) 트랜잭션의 End-to-End 플로우를 통해  

    직관적인 거래 흐름 파악

 · 구간 별 응답시간을 제공하여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구간을 즉시 분석

 · 가장 지연된 구간의 상세 Call Tree를 통한 상세 분석  

    정보 제공

 · 단위 트랜잭션 관점이 아닌 주문 건수, 매출액 현황 등 

    업무 처리에 의미 있는 비즈니스 관점의 모니터링 제공

 · 비즈니스 관점의 구간별 성능 모니터링을 제공하며,  

    각 Tier 별 업무(1레벨-2레벨 등) 레벨의 정의와 구간 별  

    상세 성능 모니터링이 가능함

 · 거래 전문 수집 / GUID 추적 /  거래 지연 trace

 · WEB / WAS / DB / TP / C프로세스 / Java / 닷넷 등 

    모든 구간 모니터링 Agent 제공

 · 실제 사용자 처리 성능 지표인 브라우저 응답시간(Real User 

    Monitor) 기능 제공 : html, Ajax, API Embedded 방식 등

 ·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자동 토폴로지 구성

 · 전체 시스템의 알람 현황 및 트랜잭션 현황을 한눈에  

    모니터링

 · 주요 업무 시스템이나 노드별 그룹핑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운영 모니터링 가능

실시간 성능/장애 모니터링 전 구간 거래추적

주요기능

Real-time Monitoring Transaction Path View

Business Monitoring

End-to-End MonitoringTopology View



클라우드 환경 지원

MaxGauge 연동 & 리포트

스펙

아키텍처

 · Cloud Scale In&Out에 따른 Agent 자동 등록, 삭제

 · Agent 명 추가 정보 조합 가능

 · 자동 업무 그룹 Mapping

 · Kubernetes / Openshift / AWS 지원

InterMax 메인 뷰에서 DB 관련 연동 지표를 실시간 

docking 화면을 통하여 MaxGauge과 실시간 연동 

모니터링 가능

Cloud Scale In&Out 지원

MaxGauge 상세 연동

 · 각종 통계 데이터에 대한 고객사 커스터마이징 리포팅 제공

 · 스케줄링을 통한 리포트 자동 생성 및 email 전송 기능 제공

정밀한 리포트 제공

WAS 모니터링

TP/C 데몬 모니터링

WEB 모니터링

InterMax - 수집서버

.NET 모니터링

운영 체제(OS)
AIX 5.x, 6.x, 7.x이상 (32/64bit)
HP-UX 11.x이상(ia 64포함) (32/64bit)
Oracle Solaris 10, 11이상(x86포함) (32/64bit)
Linux 32/64bit (Kernel 2.6.x이상)
Windows Server 2008, 2012이상 지원 (x86/x64포함)

모니터링 대상 WEB
Apache 2.x 이상
WebtoB 4.x 이상
IIS 6.x 이상

수집 서버
OS : Windows 8,10, Server 2003/2008/2012 
        Linux Kernel 2.x 이상(RedHat 권장)(64bit)
DB : Postgresql v9.4.x이상(권장)
        Oracle 11gR2 이상
        MS-SQL 2008 R2 이상
CPU : 8Core (권장) / 4Core (최소)
RAM : 16GB (권장) / 8GB (최소) 
DISK : 모니터링 대상 Instance 수에 따라 다름 
           (최소 100GB 이상)  - 고객사별 산정
JAVA : 1.8 버전 이상

브라우져(PC)
크롬(Chrome) 52이상에서 최적화
해상도: 1600 x 1200

운영 체제(OS)
AIX 5.x, 6.x, 7.x이상 (32/64bit)
HP-UX 11.x이상(ia 64포함) (32/64bit)
Oracle Solaris 2.8, 2.9, 10, 11이상(x86포함) (32/64bit)
Linux 32/64bit (GNU libc 2.5이상), Kernel 2.6.x이상
Windows Server 2003, 2008, 2012이상 지원 (x86/x64포함)

모니터링 대상 WAS
WebLogic 10.x, 11.x, 12,x 이상
WebSphere 6.1, 7.x, 8.x 이상
JEUS 5.x, 6.x, 7.x 이상
Tomcat 5.x, 6.x, 7.x, 8.x 이상
Oracle Application Server (OC4J)
Resin 3.x 이상
Jboss 5.x, 6.x, 7.x 이상
GlassFish 2.x 이상
기타(협의 지원)

지원 DB (JDBC)
Oracle, DB2, MS SQL Server, My-SQL, Postgres, Sybase,
Informix 등 (기타 지원 가능)

운영 체제(OS)
AIX 5.x, 6.x, 7.x이상 (32/64bit)
HP-UX 11.x이상(ia 64포함) (32/64bit)
Oracle Solaris 10, 11이상(x86포함) (32/64bit)
Linux 32/64bit (Kernel 2.6.x이상)

모니터링 대상 TP/C
TMAX 5.x 이상
TUXEDO 10.x 이상
TIBCO 5.x 이상
C 데몬 Application 모듈

지원 DB (JDBC)
Oracle, DB2, Sybase 등 (기타 지원 가능)

운영 체제(OS)
Windows Server 2003, 2008, 2012 이상 (x86/x64포함)

모니터링 대상 .NET
IIS 6.x 이상

Framework 환경
NET Framework 2.x, 4.x 이상

지원 DB (JDBC)
Oracle, MS SQL Server 2008 이상

Lock 연동 정보
(SQL + Transaction)

해당 DB Instance에 대한 상세 
stat/event 지표 및 세션 지표

MaxGauge 연동을 통한 
DB 액티브 섹션 및 DB 지표 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