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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용자 요구 사항의 증 로 기존 2계층 아키텍처 기반 시스템에서의 제약 요인을 개선한 다  

계층 아키텍처 기반의 시스템으로 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 은 기존 2계층 아키텍처 기반의 시스템과 다  계층 아키텍처 기반의 시스템에 한 

비교 우 의 분석을 통하여 보다 나은 시스템을 도출하고, 도출된 시스템의 구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계층 아키텍처와 다  계층 아키텍처의 구성 체계를 비교한 후 다  계

층 아키텍처의 비교 우 를 알 수 있었다. 한 이의 구 을 한 주요 개념인 COM+, 컴포 트, 객체 
등을 분석하 으며, 다  계층 아키텍처 기반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시스템 계층, 비즈니스 계층을 구
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

Keyword : 2 Tier, Multi Tier Environment, COM+, Object, Component, OO, OOP

1. 서론

   최근 들어 인터넷과 고속 정보 통신망을 비롯

한 여러 통신망의 발달로 고정된 역에서 작업하던 

사용자들은 공간의 제약없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기존 2계층 아키텍처 환경의 클라이언트/서

버(C/S ; Client/Server) 시스템에서 웹 기반의 다  

계층 아키텍처 시스템으로 환하는 기업이 차 늘

어나고 있으며, 특히 다  계층 아키텍처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에 비하여 상 으로 시스템 

개발시의 유연성  확장성 측면과 유지 보수  

리비 측면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환하는 사례

는 지속화될 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2계층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과 

다  계층 아키텍처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를 분석

하여 다  계층 아키텍처 시스템의 비교 우 를 검토

하고, 보다 비용으로 기존 2계층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을 웹 기반 다  계층 아키텍처 시스템으로 

환하는데 필요한 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계층별 아키텍처 시스템의 비교

   2.1 2계층 아키텍처

C lie n t  1

실 행 파 일 .e x e

O ra c le  D r iv e r

C lie n t  2

실 행 파 일 .e x e

O ra c le  D r iv e r

C lie n t  3

실 행 파 일 .e x e

O ra c le  D r iv e r

S e rv e r

D B M S (O ra c le )

(그림 1) 2계층 아키텍처의 주요 체계

   (그림 1)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사용자가 비즈

니스 로직과 데이터 액세스 코드를 리하는 인터페

이스(Interface)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각각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응용 로그램((그

림 1)의 ‘실행 일.exe’ 참조)이 한 사용자당 한 커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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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보유하여야 하며, 응용 로그램이 종료될 때

까지 해당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응용 로그램의 개수가 증가될수록 데

이터베이스 리 시스템(DBMS ; DataBase 

Management System)의 연결에 따른 라이센스

(License) 비용이 추가 으로 발생되며, DBMS 속 

계정을 만들고 DB 객체 참조에 한 권한을 서버 

시스템에서 개별 으로 설정(Table, Procedure 등)

해야 하므로 사용자 권한 리가 복잡해지며, 클라

이언트 시스템 응용 로그램의 개선  기능 보강

에 따른 로그램 배포시에도 용이하지 않다.

   서버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장  리하는 

DBMS의 역할을 담당하며,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요

청에 의해 응답하고, 제한된 비즈니스 로직, 즉 함수

(Function), 로시 (Prodedure), 트리거(Trigger)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1].

   2.2 다  계층 아키텍처

(그림 2) 다  계층 아키텍처의 주요 체계

   (그림 2)의 다  계층 아키텍처는 크게 클라이언

트 시스템, 비즈니스 로직, DBMS 이상 3부문으로 

계층 분리시켜 해당 계층마다 최 화된 상태의 기능

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유지 보수  리

를 용이하게 지원함으로써 비용을 상 으로 최소

화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  계층 아키텍처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미들티어 상의 애 리 이션 서버 공유,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리, 안정된 분산 데이터 처리 등과 같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 클라이언트 계층

   클라이언트 계층은 2계층 아키텍처 환경의 사용

자 인터페이스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요한 

차이 으로는 최소의 인터페이스 로직만을 내장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여주고 입력하는 역할만

을 담당한다. 웹 기반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응용 

로그램은 웹 라우 에서 실행되며, 웹 라우

는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 로토콜

을 사용하여 웹 서버에 처리사항을 요청하고 웹서버

가 이 요청을 처리한 후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페이지를 사용자에게 다시 달

하여 응답하는 구조로 실행되어 진다. 이를 통해 보

안(Security)의 측면도 제고될 수 있다.

   2) 비즈니스 계층

   비즈니스 계층은 다  계층 아키텍처에서 새롭게 

제시된 개념으로 비즈니스 인 논리를 앙 집 화

하여 여러 클라이언트 응용 로그램에서 업무 처리

에 따른 서비스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구  가능하

며, 개발시에 더욱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함은 물론 운  리시 유지, 보수 리를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이때 용할 수 있는 미들웨

어로 CORBA, TUXEDO, EJB 등이 있으며, 다  

계층 아키텍처 시스템에서 요한 부분인 COM+가 

용되는 계층이다[2][3].

   3) DBMS 계층

   DBMS 계층은 데이터를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장, 리 등을 수행하는 계층으

로써 데이터를 리하기 해 필요한 필수 과정인 

데이터의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백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용자는 DBMS의 근을 통해 장된 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자료 산출  과거 발생된 사건에 

한 검색 등을 수행한다[4].

3. 다  계층 아키텍처 환경 구 방안

   3.1 구  요소의 이해

   1) COM+

   인터넷의 사용이 폭발 으로 증가하면서 기업들

도 기간 업무 시스템  일부를 웹 환경으로 이 하

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했다. 이는 워크스테이션 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고성능 PC와 충분한 역폭

(Bandwidth)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에 의해 분산 컴

퓨 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기종 

컴퓨 (Distributed Computing) 환경에서 데이터와 

응용 로그램을 분산 운용하면서 로그램간의 상

호 운 성과 사용자에게 분산의 투명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원격 시스템 간의 자원 공유, 개방성, 시스템 

간의 병렬성, 확장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

가 두되었다[5][6].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마이크로소 트

(Microsoft)사에서는 도우 기반의 COM+라는 

임워크를 개발하여 분산 객체를 운 할 수 있도록 

하 다. COM+는 COM(Component Object Model)

과 MTS(Microsoft Transaction Server)가 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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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된 임워크 는 컴포 트 소 트웨어이며,  

객체 지향의 장 과 컴포 트 기반을 내장한 이진 

형식의 소 트웨어 조각으로 구성된 상호 운 성  

로드 밸런싱, 트랜잭션, 보안, 리 등 다양한 장

을 내장하고 있다[7].

   2) 컴포 트(Component)와 객체(Object)

   컴포 트는 일반 으로 객체 지향 언어로 개발되

고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객체

는 반드시 객체 지향(Object Oriented) 로그래 만 

가능하다. 객체 지향 언어로 작성된 한 개의 클래스

가 곧 객체의 단 로 볼 수 있다. 한 한 개의 컴

포 트는 많은 객체를 가질 수 있으며, 여러 객체들

이 서로 연동하여 동작하지만 컴포 트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것은 하나의 컴포 트로 동

작된다.

   이에 비해 객체 개념은 컴포 트 개념으로 용

될 수 있는데 하나의 컴포 트는 객체가 갖는 특성

을 가지므로 한 개의 컴포 트를 한 개의 객체로 볼 

수 있다. 객체는 일반 으로 소스 벨에서 재사용

을 의미하고, 컴포 트는 바이 리 벨에서의 재사

용을 의미하기에 소스 벨에서 객체를 수정할 때에

는 재컴 일(Recompile)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바이

리 벨에서 컴포 트를 변경할 때는 재컴 일의 

과정이 필요없게 된다[8].

   3) 컴포 트 용 과정

   기존의 CORBA 객체  일반 인 객체 지향 

로그래 을 통해 생성된 객체는 재사용을 표방하

으나 실제 컴포 트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문제 이 

제기되었다.

   우선 소스 형태의 클래스/객체는 컴 일을 해야 

하므로 컴포 트로 사용하기 어렵고, 객체들 간의 

계가 복잡한 규모 로젝트에서는 확장성이 떨

어진다. 한 서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로부터 상

속받기 해서는 슈퍼 클래스의 내부를 분석해야 하

므로 클래스의 캡슐화가 보장되지 않으며 확실한 정

보 은폐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객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새로운 패

러다임으로 등장한 것이 컴포 트에 기반을 둔 소

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며, 컴포 트는 여러 객체로 

구성되어 그 내부는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캡슐화

되어 있고 소스 코드 수 이 아닌 실행 일 형태로 

제공된다.

   컴포 트는 포트(Port)를 통해 외부 시스템과 교

류하기 해 한 개의 컴포 트를 사용하거나, 는 

여러 컴포 트를 패키징(Packaging)하여 원하는 애

리 이션을 만들 수 있다. 컴포 트 는 패키징

된 컴포 트는 상 시스템에 배치되어 실제 작업을 

수행한다[9].

   3.2 구  방안

   다  계층 아키텍처 환경 구  시 클라이언트/비

즈니스/데이터베이스 각각의 계층을 15 : 55 : 30 등

과 같은 비율로 배분하여 간 계층인 비즈니스 계

층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 한다. 다만 구

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 인 요소  개발 여건에 

따라 비율 배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클라이언트 계

층과 데이터베이스 계층의 처리 비율이 높지 않다면 

한 배분으로 구축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

하지 않는다. 한 특정 모듈의 재사용성만을 높이

기보다는 한 배분을 통한 밸런스 조 을 통해 

개발 환경의 최 화를 유지하면서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향해야 한다.

   1)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응용 로그램

   클라이언트 시스템 계층은 웹을 통해 사용자가 

근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고 불요불 한 기능을 

배제한 인터페이스로 구 함을 기본으로 하며, 개발

언어는 델 이(Delphi)로의 ActiveX-Form 기술을 

응용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비즈니스 로직 계층의 연결

시에는 Webconnection, ClientDataSet, DataSource 

객체를 통한 비즈니스 계층의 애 리 이션 서버로 

통신(웹서버와 HTTP 로토콜)하며, 물리 으로 동

일한 치의 COM+ 응용 로그램과 포트로 연동시

켜 비즈니스 로직이 용된 객체와 통신하며, 업무 

처리 로세스를 수행  처리하도록 구 한다.

   ActiveX-Form으로 구 된 로그램은 라우

를 통해 압축된 일인 *.CAB 일로 제공되며, 사

용자의 라우 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자 계층(사용

자 컴퓨터)에서 컨트롤 일인 *.OCX가 지스트리

에 등록되어 업무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응용 로그램 시

   (그림 3)은 개발툴인 델 이를 활용하여 클라이

언트 계층의 ActiveX-Form으로 작성된 웹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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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제 화면이다.

  

   2) 비즈니스 계층

   비즈니스 계층의 구  시에는 어떠한 개발 툴로 

개발하여도 무방하며, 개발시 고려사항은 업무 처리

에 사용되는 기  코드나 업무 처리 단   재사용

이 가능한 로세스를 분석, 설계하여 사용 단 별

로 최 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구

성한다. 한 하나의 객체는 10개 이내의 클래스를 

유지하고 각 클래스마다 처리되는 메소드(Method)

는 15개 내외로 용한다. 이는 여러 클라이언트 

로그램의 업무 처리 수행 시에 과부하의 발생을 억

제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일반 인 개

발 방안이다.

   COM+는 시 활성화(Just in Time Activation) 

기능을 제공하므로 해당 메소드 호출시 로드되었다

가 결과를 응답 후 해제하므로 메모리 사용량 최소

화  처리 속도 향상을 극 화 할 수 있으며, 마이

크로소 트 도우 기반의 IIS(Internet Information 

Server)는 클라이언트 응용 로그램의 요청에 의해 

COM+ 응용 로그램을 호출하고 해당 서비스를 수

행한다.

   COM+ 객체는 업무 처리 로세스를 수행하며 

비즈니스 계층의 DB 속 정보를 통하여 DBMS 계

층과 통신한다.

MS SQL

Sybase

Oracle

비즈니스계층 데이터계층

MS SQL

Sybase

Oracle

비즈니스계층 데이터계층

MS SQL

Sybase

OracleOracle

비즈니스계층 데이터계층

(그림 4) 비즈니스 계층과 데이터 계층 상호 작용

   (그림 4)는 비즈니스 계층에서 수행되는 COM+ 

응용 로그램을 용하여 IIS와 COM+ 응용 로

그램의 상호 작용, COM+와 이기종 데이터베이스간

의 상호 작용을 구 , 용한 계층 간의 상호 작용

을 도식화한 것이다.

4. 결론

   근래의 인 라 스트럭처(Infra Structure)의 발

에 따라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를 만족시킬 안인 웹 기반 다  계층 아키텍처의 

구조가 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2계층 아키텍처 구조와 다  

계층 아키텍처 구조의 차이 을 비교하여 다  계층 

아키텍처 구조의 상  우수성을 검토한 후, 기존 

2계층 아키텍처 기반의 시스템을 다  계층 아키텍

처 기반의 시스템으로 환하기 한 구 방안을 제

시하 다.

   다  계층 아키텍처 기반의 시스템은 2계층 아키

텍처 기반의 시스템에 비해 상 으로 확장 용이성 

 개발 생산성 제고, 네트워크 트래픽으로 인한 성

능 하 최소화, 유지 보수의 용이성, 서버 시스템으

로부터의 빠른 응답 등의 장 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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