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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다계층 분산처리 구조는 정보를 시기 적절하게 분

배해 주고 유지 보수비용을 최소로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의 환경 계층의 클라이언트. LAN , 2 /

서버 또는 메인프레임까지 대부분의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다계층 클라이언트 서버는 현존하는 데이터. /

베이스, 툴 컴포넌트 안에서 분산 컴퓨팅 구조로 통,

합시킬 수 있고 네트워크 부하를 줄일 수 있으며 많, ,

은 서버 상에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줄 수 있

는 로드 밸런싱을 조절하고 제어 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컴포넌트 기반 분산처리에 대한 이

론적 고찰을 통하여 분산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어플리

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분산 계3-

층 환경에서 컴포넌트를 서비스하는 애플리케이션 서

버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관련 연구.Ⅱ

계층의 장점과 한계2.1 2-

계층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에서 애플리케이션2 /

로직은 클라이언트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안이나 데

이터베이스 안에 위치하는 구조이다. 계층의 장점은2-

구조가 단순하고 소규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 계층의 한계는2- 서버측의 데이터

조직에 대해 알아야 하고 확장성이 결여되며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어렵다.

Monolithic databaseDB front end

그림( 2.1 계층 구조) 2-

계층 클라이언트 서버2.2 3-

계층에서 클라이언트에서는 를 제공하고 원격3 GUI

서비스나 메소드를 통해 서버와 상호 작용한다 애플.

리케이션 로직은 중간 계층에 나타난다 계층에서 중. 3

간 계층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베이스와 분리해 관리하고 전개할 수 있다.

분산환경에서 컴포넌트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설계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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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계층 분산처리 구조는 정보를 시기 적절하게 분배해 주고 유지 보수비용을 최소로 줄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계층 클라이언트 서버는 현존하는 데이터베이스. / , 툴 컴포넌트,

안에서 분산 컴퓨팅 구조로 통합시킬 수 있고 네트워크 부하를 줄일 수 있으며 많은 서버, ,

상에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줄 수 있는 로드 밸런싱을 조절하고 제어 할 수 있게 한

다 본 논문에서는 컴포넌트 기반 분산처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분산환경에서 효.

율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분산 계층 환경에서 컴포넌트3-

를 서비스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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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로직은 이제 고유의 분리된 계층을 가지고

하나 이상의 서버 상에서 실행할 수 있게된다.

계층 계층 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3- ( ) .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에 적합하다.∙

대부분의 코드가 서버 상에서 실행된다.∙

네트웍 트래픽을 최소화한다.∙

클라이언트는 비즈니스 로직만을 호출하면 된다.∙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이언트에 노출하지 않는다.∙

Monolithic database

Intermediate tier

Monolithic database

DB front end

DB front end

그림( 2.2 계층 구조) 3-

컴포넌트 기반 구조2.3

컴포넌트 기반 아키텍쳐의 혜택1)

컴포넌트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미들 계층을 설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적은 스텝으로 대형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은 컴포넌트들을 재사용할 수 있다.∙

적은 스텝으로 대형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가능하다.∙

쉽고 안전하게 데이터와 기능에 접근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기존 컴포넌트들과 결합할 수 있다.∙

컴포넌트 환경은 노화하지 않는다.∙

서버 컴포넌트 유형2)

컴포넌트에는 상태 없는 컴포넌트와 상태(stateless)

있는 컴포넌트의 두 가지가 있다(stateful) .

상태 없는 컴포넌트∙

상태 없는 컴포넌트가 호출되면 어떤 인스턴스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후에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다.

상태 있는 컴포넌트∙

상태가 있는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들이 유일한 객

체 구분자를 사용하는 특정 객체 서비스를 요청한다.

중간 소프트웨어는 특정 개체 요청을 전달한다 만일. ,

이미 메모리 내에 있지 않다면 인프라스트럭처는 객,

체의 상태와 방법을 찾고 로드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서버2.4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개요1)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계층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3 /

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중간계층 프로세스들

을 실행하는 프레임웍 을 제공한다(framework) .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 라고 부리‘ (services)'∙

는 코드 조각으로 분할함으로써 이를 수행한다.

트랜잭션 사용으로 전체적 조화 속에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처리한다.

트랜잭션을 관리 시스템 교차 경로지정 실행로드, ,∙

밸런싱 실패후 재시작 등을 수행하여 전체적 시스,

템 성능을 개선한다.

사용되는 시스템이나 자원관리기에 구애받지 않고∙

분산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면을 감독할 수 있다.

Client
DBMS

RPC
or

MOM

Client

Client

TP Monitor

Apps

Apps

Apps

DBMS

그림( 2.3 계층 애플리케이션 서버) 3-

2)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작동원리

클라이언트 서버 애플리케이션의 구축 실행 관리/ , ,

를 돕는 사전구축된 프레임웍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서버 측에서 자원 관리기를 캡슐화하는.

서비스라고 불리는 모듈식 재사용 가능한 프로시져를,

제작할 수 있게 한다 자원 관리기는 데이터베이스 관.

리기 연속 큐 또는 트랜잭션 파일 시스템 같은 공유

된 자원을 관리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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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단지 좀더 서비스를 추가함으

로써 고도로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한

다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관련 없는 서비스가. ACID

조화 내에서 함께 작동할 것을 보장한다 는 극. ACID

소성 일관성 격리(Atomicity), (Consistency),

내구성 을 상징한다(Isolation), (Durability) .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또한 자원 관리기를 혼용할

수 있게 해주므로 하나의 자원관리기로 시작할 수 있

고 그 다음 기존 함수 호출들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

면서 다른 자원관리기로 옮길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관리된 재사용 가능한 프로시져

의 풀에 합류한다 달리 말하면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

이질적 서버 자원을 기존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쳐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다.

컴포넌트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설계.Ⅲ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기능3.1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

을 처리한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관리 기능①

트랜잭션 관리 기능②

부하 관리 기능③

고장방지 관리 기능④

세션 및 상태 정보 관리 기능⑤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3.2

본 연구에서는 자바 언어의 특성 중에서 “java is a

라는 특성을 이용network and distributed language"

하여 분산 계층 환경에서 컴포넌트를 서비스하는3-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설계한다 적용 사례는 소프트웨.

어는 주식 거래를 대행하는 로서 클라이StockBroker

언트를 자바 애플리케이션으로 하고 중간계층을 컴포

넌트를 서비스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하는 계층3-

로 구현하였다.

구조 요구사항1)

분산환경에서 계층의 형태로 구성된다3- .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는 컴포넌트로 작성하여 사∙

용자 인터페이스의 뷰 와 모델을 분리한다(view) .

클라이언트와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통신은 최소화∙

하여 경량 클라이언트로 구성된다(thin) .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 로직의 오류를 조기에 발견∙

하여 서버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비즈니스 로직은 컴포넌트로 작성하여 애플리케이∙

션 서버에 의해 제공된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로드 밸런싱을 처리한다.∙

클라이언트에 대응하는 서버가 서비스를 중단한 경∙

우에도 연결 복구 기능을 수행한다(fail over) .

서비스 유형 추출2)

다음의 서비스 유형은 컴포넌트로 제공되어 애플리

케이션 서버에 의해 클라이언트로 서비스된다.

새로운 고객을 추가할 수 있다.∙

기존의 고객을 삭제할 수 있다.∙

기존의 고객의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한 사람의 고객 정보를 볼 수 있다.∙

모든 고객 정보를 볼 수 있다.∙

한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볼 수 있다.∙

고객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보유한 주식을 일부나 모두를 매도할 수 있다.∙

증권사의 모든 주식 정보를 볼 수 있다.∙

한 주식의 가격을 볼 수 있다.∙

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서버 모델링3.3 UML

다이어그램1) Use Case

StockBrokerCustomer StockBroker System  

Add a Customer

Delete a Customer

Update a Customer

View a Customer

View Stock Price

View Customer's Portfolio

Buy Some Stocks

Sell Some Stocks

Sell All Stocks

그림( 3.1 다이어그램) Us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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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에서 클라이언트와 애플리케이StockBroker

션 서버 사이의 기능에 대한 다이어그램을Use Case

보여준다.

다이어그램2) Use Navigation

클라이언트와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동작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처리된다.

클라이언트와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Use Navigation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다.

Component Application ServerClient

Start Load Balancing

Fail Over

Interface Call

Component
Selection

Business 
Component

Database

Service 
Complete

Business Logic 
Check

Server 
Component

Server 
Component

TCP/IP

RMI/IIOP

TCP/IP

Broker

Service 
Complete

Service Call

Command

State/Error

State/Ok

그림( 3.2 다이어그램) Use Navigation

클라이언트에서 는 주식 거래를 시작한다Broker .∙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부하 균등 및 연결 복구를 처∙

리한다.

요청된 서버 컴포넌트를 선택하여 서비스 객체를∙

얻는다.

클라이언트는 명령을 보내 인터페이스를 요청한다.∙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서비스 요청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을 검사한다.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요청에∙

부응하는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선택한다.

비즈니스 컴포넌트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며 결∙

과와 처리 상태를 클라이언트에 리턴 한다.

다이어그램3) Sequence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객체 상호작용을 표시하였다.

Connection 
HandlerBroker

Command

Business Logic 
Checker

Command

State(Ok/Error)
State(Ok/Error)

Business 
Component

Service Interface

Database

Database Query

Result

Result Object

Result Object

Result

Connection

Load Balancing
Component 

Manager

Component Request
Component Selection

Component Return

Component Return

그림( 3.3 다이어그램) Sequence

다이어그램4) Class

클라이언트의 다이어그램Class①

클라이언트가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접속하고 사용

자의 서비스 요청을 위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Client

Protocol

Command

그림( 3.4 클라이언트 다이어그램) Class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다이어그램Class②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처리하고 부하 균등 및 안전,

복구처리 및 비즈니스 서버의 서비스 컴포넌트를 요

청하기 위해 필요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Server Manager

Business Logic Checker

Connection Handler

Load Balancing  & Fail Over

BizComponent Handler

Connection

BusinessServer

그림( 3.5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다이어그램)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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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서버의 다이어그램3) Class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비즈니스 인터페이스 요청에

대해 각 서비스 컴포넌트를 핸들링하고 데이터베이스

를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GetAllCustomer Database

GetPortFolio

UpdateCustomerDeleteCustomerAddCustomer

BuyShares SellShares GetAllStocks GetStockPrice

ServerInterfaceBusinessServer

GetCustomer

그림( 3.6 비즈니스 서버의 다이어그램) Class

컴포넌트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구현.Ⅳ

의 구현 환경4.1 StockBroker

클라이언트1)

의 클라이언트는 자바 애플릿으로 수행StockBroker

하도록 개발하였다 클라이언트와 애플리케이션 서버.

의 동작은 상위에서 소켓의 객체 입출력에TCP/IP

의해 상호 연동 한다.

애플리케이션 서버2)

의 중간 계층인 애플리케이션 서버는StockBroker

클라이언트의 연결 설정 서버 객체에 대한 부하 균등,

이나 클라이언트에 대응하는 서버가(load balancing)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에도 연결 복구 기능(fail over)

을 수행하며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관리하고 서비스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서버 컴포.

넌트의 동작은 에 의해 서버 객체 서비스를RMI/IIOP

수행한다 서버 객체는 비즈니스 로직을 컴포넌트화하.

여 준비된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관리하고 서비스한다.

동시성 서비스와 부하 조절 기능을 위해 클라이언

트와의 연결에 대해서는 멀티 쓰레드 를(multi-thread)

사용하여 쓰레드 풀 에 의해 접속을 관리한다(pool) .

데이터베이스3)

서버 컴포넌트와 데이터베이스는 JDBC(Java

에 의해 연결하여 하나의 클라Database Connectivity)

이언트에 대해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의 맵핑

이 가능하도록 한다(mapping) .

컴포넌트 구성4.2.

서버 컴포넌트1)

서버 컴포넌트는는 에 의해 제작되어 클RMI/IIOP

라이언트의 요청에 응답하는 구조이다.

비즈니스 컴포넌트2)

비즈니스 컴포넌트는 서버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

호출에 의해 로드되어 특정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

는데 사용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질의 및 결과를

서버 컴포넌트에게 넘기는 역할을 한다.

제공되는 비즈니스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다.

고객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AddCustomer ;①

지정한 주식의 매수 주문 처리BuyShares :②

고객의 삭제 처리DeleteCustomer :③

모든 고객의 정보 출력GetAllCustomers :④

모든 주식의 정보 출력GetAllStocks :⑤

한 고객의 정보 출력GetCustomer :⑥

고객이 보유한 주식 정보 출력GetPortfolio :⑦

주식의 현재가 출력GetStockPrice :⑧

주식의 임의 보유량을 매도SellShares :⑨

고객의 정보를 갱신UpdateCustomer :⑩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구조 및 흐름4.3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구조1)

Client
RDBMS

RMI/IIOP
or

DCOM
or

Socket

Client

Client

ODBMS

ORB

Server

Componenets

Businness

Componenets

Lotus
Notes

Application
Server

RMI/IIOP

그림( 4.7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구조)

제안한 컴포넌트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구조는 그(

림 와 같이 서버 컴포넌트와 비즈니스 컴포넌트를4.9)

분리하여 서버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 호출에 의해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요청되는 구조이며 이때

프로토콜에 의해 컴포넌트간에 연동 하게RMI/IIOP

된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애플리케이션 서버 사이에. ,

도 투명한 네트웍 연결을 통해 서비스를 수행한다 구.

조적으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와 애플리케이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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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부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부분으로 구분된 분산

계층 구조를 가진다3- .

동시성 서비스2) (concurrent)

클라이언트의 동시성 서비스를 위해 애(concurrent)

플리케이션 서버는 쓰레드 풀을 이용하여 클(thread)

라이언트에 대해 멀티 쓰레드 서비스를 수행한다.

서버 컴포넌트의 호출방식3)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요청 개시에 따라 애플리케이

션 서버의 서버 컴포넌트를 얻는 방법은 에RMI/IIOP

의해 처리한다 서버 컴포넌트는 에 의해 다. RMI/IIOP

음과 같이 호출되어 사용된다.

String serverURL = "rmi://" + database + "/StockBrokerServer";

System.out.println("Looking up " + serverURL);

myDB = (StockBrokerInterface)Naming.lookup(serverURL);

서버 컴포넌트와 비즈니스 컴포넌트의 연동(4)

서버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 요청에 대해 개의11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호출하는 방식 자바 빈(java

의 방법을 사용한다bean) .

Class aBeanCls = Class.forName("AddCustomer");

ClassLoader cl = aBeanCls.getClassLoader();

AddCustomer ac =

(AddCustomer)Beans.instantiate(cl, “AddCustomer.ser");

ac.setName(name);

ac.setSSN(ssn);

ac.setAddr(addr);

비즈니스 컴포넌트와 데이터베이스(5)

서버 컴포넌트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쓰레드 풀

을 제공하여 동시성 서비스를 지원하며(thread pool)

서버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 호출에 대해 비즈니스

컴포넌트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 객체를 전달한

다 비즈니스 객체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 객체.

를 전달받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질의를 수행한다.

결론 및 연구 방향.Ⅴ

본 연구에서는 컴포넌트 기반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클라이언트의 연결.

설정 서버 객체에 대한 부하 균등 이, (load balancing)

나 클라이언트에 대응하는 서버가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에도 연결 복구 기능을 수행하며 비즈(fail over)

니스 컴포넌트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서버 컴포넌트의 동작은.

에 의해 서버 객체 서비스를 수행한다 서버RMI/IIOP .

객체는 비즈니스 로직을 컴포넌트화하여 준비된 비즈

니스 컴포넌트를 관리하고 서비스한다.

동시성 서비스와 부하 조절 기능을 위해 클라이언

트와의 연결에 대해서는 멀티 쓰레드 를(multi-thread)

사용하여 쓰레드 풀 에 의해 접속을 관리한다(pool) .

의 백 엔드 인 데이터베이스StockBroker (back end)

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주식 거래 및mSQL2.0

고객의 정보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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