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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배경 및 목표

? Client/Server System에 있어서 2-tier와 3-tier
Architecture 비교

? 3-tier Architecture 적용 사례

? POSCO Client/Server System현상분석

? 3-tier Architecture Migration 방안

? POSCO 적용

? 결론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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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통신과 컴퓨터의 발달로 대형 컴퓨터 중심의 중앙 집중식

컴퓨팅에서 분산컴퓨팅으로 발달

? 초기 2계층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이 점차 확대 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

- 사용자수의 증가에 따른 성능의 급격한 저하

- 타 시스템간의 연계 활용이 미흡

-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성 한계

- 애플리케이션의 분산에 따른 유지관리의 어려움

• 이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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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2-tier Architecture Client/Server System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3-tier Architecture로의

Migration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POSCO  Client/Server

System에 적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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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Server System 정의

•논리적 구성 : Presentation Logic (User Interface),
Application Logic (Business process),
Data management (Database)

•논리적 구성요소의 위치 및 역할에 따라 아키텍처가 결정

ㆍManage display 
ㆍInteract with user
ㆍPerform data  validation
ㆍOperate on retrieved
    data
ㆍGenerate data requests

ㆍProcess user data requests
ㆍSend retrieved data
ㆍProvide cocurrency
    control
ㆍMaintain data integrity
ㆍManage transactions
ㆍProvide storage

Client Server
Network

Requests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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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ier Client/Server System

? 특징

- Presentation Logic, Application Logic, Database가 2계층 이내에 있는

형태로서 현재 대부분의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 아키텍처

Execute
Procedure

Select
Insert Return

Results

(b) 데이타베이스 서버 모델

( Stored Procedure )  
(a) 원격 데이타베이스 접근 모델

(Remote SQL)

클라이언트

서버

Application Logic
Presentation logic Presentation logic

Database
Application LogicDatabase

Return
Results

(Stored procedur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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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ier Architecture 종류

? 원격데이타 베이스 접근 모델

-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애플리케이션 로직이 클라이언트에

위치하고 서버에는 데이타베이스만 위치

- 클라이언트는 Embedded sql (ESQL)을 이용하여 서버의

데이타베이스를 access

- fat client

? 데이타베이스 서버 모델

- 반대로 애플리케이션 로직인 stored procedure (SP)가 서버에

위치하고 클라이언트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만 존재

-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SP를 call한다.

- thin client or fat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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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ier Architecture의 장단점

? 장점

- 개발환경이 단순하여 구현이 용이하다

• 단점

- 사용자수 증가에 따른 네트웍 트래픽의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

- 클라이언트에 분산된 애플리케이션 관리가 어렵다

- 데이타베이스 벤더에 종속되어 확장성이 적다

- 애플리케이션 로직이 프리젠테이션 로직에 포함되어 있어

재사용이 어렵다.

? 적용 업무

- 통계분석 및 리포트 발행 등의 배치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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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애플리케이션을 분리하여 중간 계층인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두고

프리젠테이션 로직과 데이타베이스를 미들웨어로 연결하는

형태로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

••아키텍처아키텍처

3-tier Architecture System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D B 서버

요청

결과

질의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D B 서버

요청

결과

질의

& 미들웨어

( a )  순수형 3계층 모델

( b )  중재형 3계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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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ier Architecture 종류

? 순수형 3계층 모델

- 단순히 물리적으로 3계층으로 분리하여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중간계층에 두는 형태

? 중재형 3계층 모델

-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두어

로직을 분리하고 미들웨어로서 클라이언트와

데이타베이스를 연결하여 부하를 분산하고자 함

- 이질적인 분산환경과 대규모 OLTP성 업무에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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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ier Architecture의 장단점

? 장점

- 애플리케이션의 분산으로 performance 향상

- 서버 기종이나 데이터 베이스에 무관하여 확장성이 용이

- 애플리케이션 집중관리로 유지보수와 재사용이 용이

- 2-phase commit으로 장애에 대한 복구가 용이

? 단점

- 개발환경이 복잡하고 구현이 어렵다

- 미들웨어 및 하드웨어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이 부담

? 적용 업무

- LAN 및 WAN이 혼재된 이질적 분산환경 : 보험, 주문, 재고

- 온라인 트랜젝션이 많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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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ier 3-tier Architecture의 비교

구분 2계층 구조 3계층 구조

장점 ??개발 환경이 용이하다.

??구현이 쉽다.

??변화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
 한다. 

??퍼포먼스,데이타 통합기능이 우수
 하다.

??시스템 확장성이 좋다

??애플리케이션 재사용이 용이하다

??일반관리나 변경관리등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단점 ??사용자가 많아지면 성능이 저하
 된다.

??애플리케이션 수정시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애플리케이션이 RDBMS에 종속되
 고, 재사용이 어렵다.

??개발환경이 복잡하고 프로그래밍이
 어렵다.

??미들웨어 및 서버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적용업무 ??통계분석, 리포팅, 배치성업무

??단일데이타베이스의 업무

??로컬 LAN의 부서단위 업무

??전사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통합이
 필요한 업무

??LAN과 WAN이 혼재된 환경

??온라인 트랜젝션이 많은 업무

??동시 사용자수가 많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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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ier Client/Server에 있어서 미들웨어 중요성

•사용자의 컴퓨터와 네트웍상에서 실행되는 응용프로그램간의
통신을 자유롭게 하는 소프트웨어

•3계층 구조의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에 있어서 미들웨어의 중요성
- 애플리케이션간의 부하 조절기능
- Multi-vender, Multi-protocol에 독립적으로 확장성 보장
- 사용자에게 투명성을 제공
- 장애대책 기능 : 장애 발생시 Back-up machine으로 이동하여 수행
- Transaction 우선 순위 설정 기능 : Transaction종류에 근거하여 Scheduling
하므로 항상 일정한 Response Time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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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웨어 종류 및 발전 과정

통신기능 중심

데이타베이스 중심

TP모니터 중심

객체지향 중심

RPC

DCE

Netware

ODBC

IDAPI

CLI

Glue

Tuxedo

Encina

CICS

CORBA

COM/DCOM

1세대 2세대 3세대

Ethernet Era

Client/Server

Intergalactic Era

Client/Server

1982   1986 1990 1994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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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증 보험

- 메인프레임을 완전히 없애고 3계층 구조로 바로 구축

- 본사에 모든 업무를 집중하고 중간에 TP모니터를 두고 100여개

지역에 1700여대의 클라이언트에서 액세스

- 업무유형에 따라 서버를 구축, 애플리케이션 전용 서버는

두지 않음

- 컴포넌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프로그래머 작업의

간소화

- OLTP 미들웨어를 도입하여 애플리케이션간의 부하를 분산

3-tier Architecture 구현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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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

- IBM 메인프레임은 그대로 두고 별도로 3계층 구조로 전환

- 온라인 트랜젝션이 많은 영업 업무는 엔터프라이즈 서버

도입하여 성능과 안정성을 도모 : SUN E5000 

- 모든 업무에 3계층 구조를 일괄적으로 적용

- 기존의 메인프레임 방식의 개발방법 적용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치중한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개발

- 서버 배치의 문제로 업무 및 데이터의 분산이 이루어 지지 않아

특정 서버에 부하가 집중

3-tier Architecture 구현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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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ier Architecture Migration 방안 (1)

Enterprise 
    Servers

3-

Lacal
Servers

2-tier &
3-tier Access

•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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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방안

- 업무 유형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구축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분산 : Load Balancing으로 부하 분산을 유도

-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모듈화하여 컴포넌트 기반의 객체

지향기법으로 구현 : 변경관리나 배포 등의 유지관리의 편이성,

애플리케이션 재사용

- 고도의 성능과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엔터프라이즈

서버 구축

- 부하조절 기능을 이용한 장애 대책을 고려

- 전체 시스템 아키텍쳐를 고려한 시스템 구축 필요 : 통합관리

3-tier Architecture Migration 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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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ier Architecture Migration 방안 (3)

•서버 시스템별 적용업무

- 로컬 서버
? 데이타 발생이 대부분 부서내에서 발생되고 수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무
? 데이타베이스 규모가 50GB 미만의 소형 시스템에 적용한다.  
? 10초 이내의 response time을 요하는 비교적 퍼포먼스가
중요시 되지 않은 업무

? 사용자수가 100인 이하로서 부서 단위 소규모 업무에 적용.    
? 대부분의 데이타가 단일 데이타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는 업무로서
타 부문과 인터페이스가 적은 독립된 업무

? 사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 주요 적용 업무는 대부분이 Batch성 업무로서 통계처리, 
분석업무, 리포트 발행 등의 업무에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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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ier Architecture Migration 방안 (4)

•서버 시스템별 적용업무

- 부문 서버
? 데이타 발생이 여러 부서에서 발생하고 데이타 갱신보다는 검색을
주로 하는 업무

? 데이타베이스 규모가 50~200GB 규모의 중대형 업무
? response time이 3~10초 정도로서 퍼포먼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업무

? 사용자수가 100~500명 정도의 시스템에 적당하다.     
? 온라인 업무가 대부분이지만 리얼성을 요하지 않은 업무
? 주요 적용 업무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메일 서버, 웹 서버, 그룹웨어 등의 업무에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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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ier Architecture Migration 방안 (5)

•서버 시스템별 적용업무

- 엔터프라이즈 서버
? 월 평균 100,000건 이상의 온라인 트랜젝션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
? 부하시간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우
? 데이타 생성 및 수정이 여러 부서에서 발생하는 업무
? 데이타베이스 규모가 200GB 이상
? response time이 3초 이내의 빠른 응답을 필요로 하는 업무
? 클라이언트수가 500명 이상의 대형 업무
?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업무
? 시스템이 가져야 할 우선 순위가 안정성, 정확성, 신속성의 순서
? 주요 적용 업무는 인사, 노무,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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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층 구조 구축시 고려 사항

- 업무 혁신이나 재설계를 통한 업무기준의 명확화

- 시스템간의 업무 분장 및 데이터 관리기준을 정립

: 데이터 이중관리로 인한 일치성 문제

- 미들웨어 및 객체지향 기법 등의 기술력 확보 필요

- 신기술과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위험 부담이 적은 업무를 기준으로 프로토타입 적용후 단계적

개발

3-tier Architecture Migration 방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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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Client/Server System 현상분석(1)   

    

CCP

IPX

LANC

□ □

서울

F D D I

통신운영과

G/W

 S-4153:SUMITIMO 광LAN

 G/W:이기종간통신장치

 CCU:COMMUNICATION CONTROL UNIT

 IPX:INTERNETWORK PACKET EXCHANGE

 HUB:통신접속장치

 ROUTER:통신접속장치

 LANC:LAN CONTROL

 FDDI:FIBER DISTRIBUTED DATA INTERFACE

포항

TISP

광양
IPX

IPX

?
HUB

Compaq

D/B Server

486 P.C

Print Server

486 P.C

File Server

S - 4 1 5 3

AGS+

F D D I

?
G/W

□ □

ATM

• 현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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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Client/Server System 현상분석(2)   

•메인프레임 기반의 호스트 시스템 +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네트웍 : 조업용 광LAN +TCP/IP기반의 FDDI & ATM

•하드웨어 : IBM 4대, FACOM 4대, 서버 100여대, PC 8000여대

•서울-포항-광양으로 지역적으로 분산

•시스템 특징

- 많은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와 모듈을 가지고 있다.

- 온라인 트랜젝션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 시스템의 우선순위가 안정성이다.

- 업무 및 시스템이 계속적인 증가요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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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Client/Server System 현상분석(3)   

? 아키텍쳐

-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의 초기단계로서 2계층 구조가 90% 로서

사용자수 증가에 따른 심각한 성능저하를 초래

- 빈번한 시스템장애가 발생 : 서버와 DBMS의 안정성 및 경험 미숙

- 시스템 활용성 저하 : 타 서버의 데이터 액세스가 어렵고

호스트와의 연계활용이 곤란

?

? 미들웨어

- 2계층 구조 형태에서의 미들웨어는 D/B 연결용이 대부분으로

DBMS 제품에 종속되어 타 DB를 접근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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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성
- 장애발생 유형이 서버 및 DBMS의 장애가 대부분으로 중복된

장애가 발생

-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장애

? - 애플리케이션 배포는 서버에서 일괄 다운로드

? - 개발시 우선순위는 업무 및 데이타베이스 설계,  하드웨어의
견적

POSCO Client/Server System 현상분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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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3-tier Architecture 적용 (1)   

•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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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유형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분리하고 분산된

서버에 배치하고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쳐를 구분하여 적용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버 기종을 제한

: UNIX계열, 윈도우 계열

•애플리케이션 전용서버 도입을 제한 : 대규모 OLTP형 업무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개선

•컴포넌트 기반의 객체 지향 기법 도입 : C++, Visual Basic 4.0    

•이종의 네트웍 프로토콜을 통합 : 사무용 + 조업용

POSCO 3-tier Architecture 적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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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쳐 구성

POSCO 3-tier Architecture 적용 (3)   

Client Application
 (Visual Basic)

Tuxedo
 (System/ws)

DOS, Windows
TCP/IP

Client

Server Application
 (Visual C++)

Tuxedo
 (System/T)

UNIX
TCP/IP

Local Server

Database

Tuxedo
 (System/Host)

UNIX, MVS
TCP/IP

Enterprise Server

SYBASE

Master
 Database

Client Application
 (Visual Basic)

Tuxedo
 (System/ws)

DOS, Windows
TCP/IP

Client

Database

Server Application
 (Visual C++)

Tuxedo
 (System/T)

UNIX
TCP/IP

Local Server

SYBASE

Local
 Database

Client Application
 (Visual Basic)

Tuxedo
 (System/ws)

DOS, Windows
TCP/IP

Client

Database
(stored procedure)

Tuxedo
 (System/T)

UNIX
TCP/IP

Workgroup Server

SYBASE

Workgroup
 Database

(a) 엔트프라이즈 서버                            (b) 로컬 서버                                 (c) 워크그룹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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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3-tier Architecture 적용 (4)   

•엔터프라이즈 서버
- 물리적 구조와 논리적 구조가 동일한 형태
- 안정성을 요하는 업무
- Performance & Security가 중요시 되는 업무 : 인사노무 및 공정관리

•로컬 서버
- 데이타베이스 서버에 애플리케이션을 두는 형태
- 데이타베이스 서버와 애플리케이션 서버로서의 두가지 역할
- 지역내에서 전 부서에서 활용되는 업무 : 전자메일, 그룹웨어

•웍그룹 서버
- 기존의 2계층 형태
- 부서단위 단독 업무 : 자체 통게분석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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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계획

? 2계층 구조의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

? 2계층과 3계층 구조을 비교 분석, 3계층 구조 구현 사례

? 포스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분석

? 2계층에서 3계층으로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포스코에 실제
적용

? 향후계획

- 포스코 적용안을 실제 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