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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여년간축적해온강력한기술력을 토대로
다양한시스템소프트웨어와클라우드환경에최적화된통합솔루션및전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티맥스소프트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IT 환경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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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황

25주년 억

국내 대표 시스템 SW 전문 기업 총 고객사 수(국내) 매출액(2021년 기준) 제우스,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세계 최초 기술 표준 인증 획득

회사명 티맥스소프트

사업분야

주요제품

대표이사

설립일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솔루션 등

슈퍼프레임, 하이퍼프레임, 제우스, 웹투비, 오픈프레임 등

이형배

1997년 6월 3일

4,000+ 1,18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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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황
미국 대형 금융 기업 및 물류 기업 도입

글로벌 주요 SI 기업과 리호스팅 관련 협력 진행

595+총 595여 개 이상의 글로벌

고객사 및 336개 이상의

파트너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총 고객사 수Russia

China
UK

France

Canada

USAGermany

Turkey
Korea

Spain
Japan

Hong Kong

336
TaiwanIndia

+
Thailand

Malaysia
Singapore

노무라 증권 등 일본 주요 금융 기업 도입

일본 3대 대형보험사 손보재팬 도입 Brasil

글로벌 파트너
Australia

글로벌주요레퍼런스

글로벌주요파트너



티맥스소프트 회사소개서

주요 연혁주요 연혁
2017

2005 02 제 16회 대한민국 SW
1997 2021기업경쟁력대상, 대상 수상

04  가트너 EAS 매직쿼더런트(2Q’05) 
–제우스,티맥스 편입

12  박대연 CTO 은탑산업훈장 수훈

06  티맥스소프트 설립 04  제66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대통령 표창 수상

12 클라우드 최적화 통합 미들웨어 플랫폼
‘슈퍼프레임’ 출시

12 국내 WAS 시장 11년 연속 1위
(2011~현재, IDC)

2019

04 ‘제 18회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2002 2012

05  미국 법인 설립 02  제 11회 대한민국 SW 
기업경쟁력 대상, 
개발/운영 SW 최우수상

2000 20182009

04  WAS ‘제우스’,
웹서버 ‘웹투비’
출시

02  제 17회 대한민국 SW 기업경쟁력대상, 
IT 솔루션 부문 최우수상

07 제우스, 국내 WAS 시장
6년 연속 1위(2003~2008, IDC)

2020
2004

04 클라우드 최적화∙오픈소스 기반
통합 미들웨어 플랫폼 '하이퍼프레임' 출시3 메인프레임 모더나이제이션 솔루션 ‘오픈

프레임’ 출시 / APM 솔루션 ‘시스마스터’ 출시 2014

12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솔루션
‘프로오브젝트’ 출시11  제우스, 국내 WAS시장 1위 등극(2003, IDC)

12  제우스, 세계 상용 최초 J2EE 1.4 인증



사업 영역

모든 IT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환경에는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인터페이스 등 시스템 SW가 필요합니다.

티맥스소프트는 오랜 세월 축적해 온 시스템∙오픈소스∙상용SW 분야에서의 사업 및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환경의 디지털화와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계 리딩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스템
SW

서비스

라이선스
판매

유지보수

R&D

설계〮기술지원, 커스터마이징 등

Middleware Framework

Interface 통합 플랫폼

제품 유지보수, 버전 업그레이드 등

제품 연구, 개발

주요
고객사

티맥스소프트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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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라인 Middleware

Interface Framework

기존 웹서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혁신
적으로 개선하여 성능 및 안정성에서 탁월한 기능
을 제공하는 차세대 웹서버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를 적용해 대규모 확장 및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통합 인터페이스 솔루션

성능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GUI 기반의 편
리한 API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API 게이트
웨이 솔루션

시스템의 분산 환경에서 이기종 컴퓨터간 트랜잭션
처리를 완벽히 보장하면서 부하를 분산시키고 에러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담당하는 TP-Monitor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오픈소스 기반의
미들웨어 플랫폼으로 체계화된 전환 서비스 및 전
문적인 컨설팅 지원

Business Framework

System Management

기업 내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들을 통합 모니터
링함으로써 전산인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애
플리케이션 성능관리 (APM) 솔루션

고성능, 안정성 기능요건을 쉽고 빠르게 구현하고
개발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애플리케
이션 프레임워크 솔루션

Mainframe Modernization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의 이행을 위한 레거시
IT 자산 진단, 분석 그리고 자동화된 전환을 지원하
는 메인프레임 모더나이제이션 솔루션

웹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
는 웹애플리케이션서버. WAS 시장점유율 1위이
자 티맥스소프트의 대표 미들웨어 제품

Middleware Platform

대규모 애플리케이션 확장과 빠른 속도 및 고성능
을 지원하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API 통합을 이뤄 클라
우드 환경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최적화를 지원하
는 통합 미들웨어 플랫폼

오랜 세월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지켜온

강력한 미들웨어기술력을 기반으로

WAS, 웹서버, 프레임워크,

메인프레임모더나이제이션 솔루션 등

다양한 미들웨어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표 제품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오픈소스 솔루션 제공으로,
고객 맞춤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 유지보수, 기술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소스 미들웨어 플랫폼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를 선도하는
플랫폼 통합과 가상화 기술로 티맥스소프트 제품을
통합하여 업그레이드한 통합 미들웨어 플랫폼

오픈소스 X티맥스소프트
높은 신뢰도를 보유한 티맥스소프트만의
오픈소스 검증을 통해 고객 맞춤형 아키텍처를 제공

클라우드최적화
MSA 적용 검토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 내재화가
필요한 고객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환경 맞춤
오픈소스 솔루션 제공

금융∙공공분야에서클라우드네이티브아키텍처를위한

최적의오픈소스플랫폼으로검증받은 ‘하이퍼프레임’

25 여년티맥스소프트미들웨어기술의집대성

기존 다양한 상용 미들웨어 솔루션의 장점을
극대화해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티맥스소프트의
제품 선택을 통한 주도적인 클라우드 환경 구축 지원

클라우드네이티브위한통합

〮 세계 최초로 API 통합 문제를 해결한 표준화된 서비스 호출 방식
〮 단일 컨트롤러를 통한 표준화와 관리 편의성 제공
〮 플랫폼 가상화를 통한 Agile한 구조 제공

티맥스소프트 회사소개서

오랜 세월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지켜온

강력한 미들웨어기술력을 기반으로

WAS, 웹서버, 프레임워크,

메인프레임모더나이제이션 솔루션 등

다양한 미들웨어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표 제품 세계적인기술력을입증받은국내웹애플리케이션서버계의최강자

WAS(웹애플리케이션서버)는 웹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용,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 프로그램 실행 환경과 데이터베이스 접속 기능을 제공하고,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

1
국내 시장점유율 누적 윈백 수

998
〮 웹서버인 '웹투비'와 연계를 통해 대용량 데이터
처리시 동적으로 부하분산이 가능해 우수한 성능
을 지원
〮 대용량 트랜잭션 및 분산 세션 클러스터링 등 다
양한 기능 강화와 성능 최적화를 구현

대용량웹처리등다양한기능최적화

국제표준취득, 국내SW 기업최초

Gartner Magic Quadrant 등재

〮 세계 상용 최초로 국제 표준인 J2EE 1.4,
Java EE 5, 6, 7을 인증받아 제품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입증
〮 2005년부터 6년 연속 Gartner Magic
Quadrant에 등재돼, 세계적으로 제품의 우수
성 검증

누적 레퍼런스 수

15,419

클라우드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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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지켜온

강력한 미들웨어기술력을 기반으로

WAS, 웹서버, 프레임워크,

메인프레임모더나이제이션 솔루션 등

다양한 미들웨어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업 성과
공공

안정된 제품력 및 실시간 기술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한 IT 솔루션을 제공하며,

코로나19로 인한국가 재난 극복에

기여했습니다.

티맥스소프트의 미들웨어 솔루션은

코로나19로 시행된 세계 최초 온라인 개학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e학습터’

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시스템’에 적용됐습니다.

티맥스소프트 회사소개서

65만명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65만명 이상의
동시접속 병목 해소

전담 요원 배치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무중단 운영 지원

24시간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오픈소스 중심의 통합 미들웨어 플랫폼으로
소상공인손실보상시스템의 성공 구축과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오픈소스∙클라우드 최적화 및

여러 웹서버∙AP∙DB와의 유연한 연동 실현

수만 명의 동시 접속자 발생 시 안정적인 응답 속도 제공
오픈소스 기반의 시스템 구축을 통한 비용 절감

IMS 포탈을 통한 실시간 이슈 관리 및 처리,
'24*365 유지보수 서비스 밀착 제공

신속한 대응력

“기존 WAS, 웹서버 제품을 네이버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시킨 형태로 제공해
신속한 확장 및 안정적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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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금융

기존금융시스템부터

클라우드기반 환경까지,

실시간으로변동하는 금융 IT환경에

최적화된미들웨어를제공했습니다.

오픈 환경

메인프레임 기반의 업무 환경을 오픈 환경으로 전면
재구축해 메인프레임 인프라가 야기하는 TCO 절감

신속한 연계

안정적인 플랫폼 제공 뿐 아니라,

고객이주도적으로원하는환경을

구성할수있도록도우며

기업의 IT 역량내재화를지원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미들웨어 기반을
동일하게 도입해 회사간의 빠른 업무 연계 및 호환 실현

오픈소스

오픈소스 기반의 MSA 설계로 MSA에 최적화된 인프라
및 서비스 아키텍처 표준 체계 확립

클라우드 네이티브

고객사와의 ‘페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임직원들의
클라우드 및 오픈소스 개발/운영 역량 내재화 지원

“신속한 계정계, 승인계 재구축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과 가격 절감을 이뤘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MSA 기반 SW 라이선스 관리 플랫폼을 고객 주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사업성과
엔터프라이즈

물류BPO플랫폼구축사업의

인터페이스솔루션으로도입되어

발주, 입고,출고,재고등 다양한대규모

데이터가포함된 대내/대외시스템의

통합을이뤘습니다.

보험사의 안정적인 미들웨어 인프라

확보를 위한 표준화 WAS로 도입되면서

핵심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등을 실현하고,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확장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티맥스소프트 회사소개서

400만
1회 최대 400만 건의 상품 마스터 정보 분할 처리에 성공하며
대용량 데이터의 안정적인 분할 지원

대내외 통합

내부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외부 비표준 인터페이스 동시 지원

안정적인 미들웨어 인프라 구축

‘제우스’를 보험사 주요 업무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며,
시스템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 등 실현

신기술 확장성∙통합 유지보수 제공

클라우드 인프라 및 시스템 SW 관련 원천 기술, 
오픈 JDK 기반 기술지원 서비스 ‘ProJDK’, 전문인력 등을 통한
기술 지원 및 장애 대응 서비스 신속 제공하며 비즈니스 연속성 기여

“국내 물류 대기업 차세대 택배시스템의 대내, 대외
인터페이스를 통합해 인터페이스 개발 및 운영 환경을 일원화했습니다.”

“복수의 표준화된 WAS 도입을 통해 국내 대형 보험사의
WAS 전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INSURANCE



감사합니다.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29, 티맥스수내타워
제1 R&D 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45, 티맥스타워
제2 R&D 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151번길 20,  월드쇼핑타워 A동 4~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