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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메시징을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서비스 중단 또는 구현 변경 사항으로부터 각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고, IT 조직들은 시스템의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여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메시징 플랫폼인 Red Hat® AMQ는 높은 성능을 구현할뿐 아니라,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프로토콜과 호환되며 광범위한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능을 통해 

이머징 기술을 레거시 시스템과 손쉽게 상호운영할 수 있으며, 기업은 기존 투자를 활용하고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한 리소스를 무료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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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ed Hat AMQ는 작은 공간을 사용하는 고성능 오픈소스 메시징 플랫폼입니다.

지원 표준

 •JMS(Java™ Message Service) 1.1과 2.0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SSL(Secure Sockets Layer)

 •UDP(User Datagram Protocol)

 •Stomp(Streaming Text Oriented Messaging Protocol)

 •NMS(Network Management Systems)

 •MQTT(MQ Telemetry Transport)

 •AMQP(Advanced Message Queueing Protocol) 1.0

 •멀티캐스트 전송 프로토콜

유연한 다중 언어 연결성 

시스템을 통합하여 시장 수요와 

이머징 기술에 맞춤화

글로벌 라우팅

변경 발생시 자동으로 

리라우팅되는 토폴로지를 통해 

무제한적인 이중화(redundancy)

최대의 처리량 및 성능 

리액티브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와 결합된 비동기식 

아키텍처로부터 성능 향상

개방형 표준 

다른 메시징 클라이언트 및 제품 

간 상호운영성을 지원하여 벤더 

종속 방지

통합 메시징 솔루션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모바일, 

사물 인터넷(IoT) 환경 간 비용 

효율적인 간소화된 통합

RED HAT AMQ 7로 오픈소스 표준 메시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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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오픈소스 기술로 투자 최적화 및 보호

사물 인터넷(IOT) 환경 연결

Red Hat AMQ는 뛰어난 보안 기능으로 광범위한 장치,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간에 정보를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전달합니다. 유연한 모듈식 메시징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구성으로 손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으므로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구성을 사용하여 인프라 전체에 브로커 네트워크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Red Hat AMQ는 MQTT 또는 AMQP를 지원하여 수천 개의 검사, 분석 및 제어용 임베디드 기기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Red Hat AMQ는 기업이 모든 자산을 연결하여 스마트 솔루션의 효율성 개선, 위험 감소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Red Hat AMQ에는 상호 연결된 라우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여러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지리적 영역에 걸친 메시징 경로의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보안과 VPN(Virtual Private Network) 경계를 넘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트래픽을 최적화하는 라우터를 통해 예비 경로(redundant 

path)를 제공합니다. 이중화는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고객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라우터는 클라우드 

공급업체 전체에 분산될 수 있으므로, 오류 발생시 한 공급업체의 트래픽에서 다른 트래픽으로 자동 변동이 

일어납니다.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표준 결제 게이트웨이를 생성하고, 운송 변경 사항과 

사고에 대한 업데이트를 전송하며, 글로벌 퍼블리시 및 서브스크립션 피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리액티브 기술을 통해 성능 향상

논블로킹(nonblocking) 리액티브 리스너는 응답성과 리소스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 

고가용성 및 관리 용이성을 갖춘 유연하고 신뢰성 높은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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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ed Hat. “Sonic MQ 및 IBM WebSphere에서 Red Hat JBoss A-MQ로 마이그레이션한 E*TRADE” 2014. 
https://www.redhat.com/ko/resources/etrade-migrates-red-hat-jboss-mq-sonic-mq-and-ibm-websphere

"Red Hat AMQ를 
통해 라이센싱 비용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안정성, 확장성,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E*TRADE, 시스템 엔지니어링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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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소개

Red Hat은 세계적인 오픈소스 솔루션 공급업체로서 커뮤니티 기반의 접근 방식을 통해 신뢰도 높은 고성능 
클라우드, Linux, 미들웨어,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 세계 고객에게 높은 수준의 지원과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권위있는 어워드를 다수 수상한 바 있습니다. Red Hat은 기업, 파트너, 오픈소스 
커뮤니티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며 고객들이 IT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공개하여 혁신적인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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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자산 활용

개발팀 전체에 메시징 서비스를 확장하세요. AMQP와 MQTT를 지원하는 Red Hat AMQ 클라이언트가 없는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메시징 서비스로 개발 및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메시징 플랫폼을 

기업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선도적인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로 성공하기 위한 기반 구축

Red Hat은 엔터프라이즈급 메시징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배포 프로젝트를 통합하고 엄격한 

품질 보증 테스트를 통해 패키징하여 IT 조직에 제공합니다.

Red Hat 제품은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에 의해 지원되므로 IT 조직은 애플리케이션 구축에 도움을 받고 연간 

서브스크립션을 통해 제품의 연장 라이프사이클 동안 Red Hat 리소스와 전문 지식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Red Hat Customer Portal에서 제공하는 광범위한 지식 베이스는 인증 파트너 및 서비스 제공사의 

에코시스템, 보안 리소스, 그리고 Red Hat 전문가와 동료들과의 협업을 향상할 수 있는 업계 선두의 기술 

지원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Red Hat은 Apache PMC(Project Management Committee) 의장들과 프로젝트 멤버들 중 다수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Apache 전문가 2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군의 방향성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며 애플리케이션 통합 프로젝트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리소스

다운로드 

Red Hat Products for 

Developers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세요. https://

developers.redhat.com/

downloads/

학습 

웨비나에 참석하거나, 튜토리얼, 

데모, 기타 기사 및 리소스를 

확인해 보세요. https://

developers.redhat.com/

기여 

블로그 작성, 사용자 그룹 참여, 

코드 기여, 또는 출시 예정 

릴리스의 테스트로 기여하세요. 

http://activemq.apache.org/

contribu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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