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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   HTML  .원원 원원원 원 원원 원 원원원원
 C/S     종종의 종 종종 종종종종 종종종 종종

   로로로 로로로로종로종 로로로 로로

HTTP  HTML  ?와 와와로 와로와와
Business Logic   Applet종 이이

  UI   : Intranet  화화종종 화화화 원 화화 종 화화

 Scalablity    .그그그 원 그그그 그화종 그원

DHTML, JavaScript,  Applet  Thin Client .화적화 의 적로

Web Computing   의 의로의원 의로의의



Internet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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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스스의의의의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1990-97  年年年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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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Client Web Server Database 
Server

Business Logic

Return Results

Additional  
Logic

Static
CGI Scripts
확확확화확



Interactivity
2003 ,     ,  「 년년년 「「「의 「종「 「유종 「화「종 「와 의「의

    ,  마마마마마 마마종와 마마원 마원 마마종의로원 의마마로마종 년
  ,       금년년의 금「종 원종 종 마종의원 금원 종금의 금의 금금로 금확

. 0.9   Gartner Group 1999 Oct.)진원 진종진유진 진 진 진 진

  Publishing(  Contents)  One-to-One (마마 마화 종원 마마마 정
 Contents)화 와로

 종고 고로
 Web Application  ' '    .은 유은금원 종은그 금 은원

    확어 어종종의 어어원 로어어로년

WWWWeeeebbbb    AAAApppppppplllliiiiccccaaaattttiiiioooonnnn     의의의의 의의의의의의의의WWWWeeeebbbb    AAAApppppppplllliiiiccccaaaattttiiiioooonnnn     의의의의 의의의의의의의의



Scalibility
 3 ,    (   Web 「「와로 년「 의「종 종금와로어「 원원 「「의「 「

form  )    35%   (종 의화 에의의 에은 유에에 에종종에 에원 종진유
=0.7)  Gartner Group 1999 Oct.)진 진 진

      투「와 로스어원 금「화종와원 투종로마종로 어종의 에년원 어
어의의

 개마 개개유
Server-side program   /Debug  ?  원 을을화와로 개마 종원 을을은

   마 「웹원 웹화종원 개마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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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신유 종종유
Network      은저의 마종년 저원 종금와로어「 마종원 저와화와

 fail-over, Availability확투２의

Connectivity
 Business speed  ,    IT 「화종원 원 「와변종 「원의 변종원원 의변

   .「개의 자종종 자금 로화

 Data, Host System  Connector의변 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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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Application Server ?Web Application Server ?Web Application Server ?Web Application Server ?Web Application Server ?Web Application Server ?Web Application Server ?Web Application Server ?

Web Application       종 년화 에에종 에종「종 「와 말확화 마개
 Middleware념의

Transaction/Database    Document 마２의 종종 ２스２로
 Web   ..마２의 마종의 「금원 중그화와

Java     종 의화 투종로마종로 「에 의진
Servlet, JSP, EJB



Web Application ServerWeb Application ServerWeb Application ServerWeb Application ServerWeb Application ServerWeb Application ServerWeb Application ServerWeb Application Server

IBM Websphere
BEA Weblogic 
Inprise Application Server (JBuilder, Visibroker...)
IONA/Symantec (OrbixHome + Visual Cafe)
Sun/Netscape (NetDynamics + NAS)
Microsoft (not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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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Francisco framework 
 Component Architecture  EJB  . EJB차의차종원원 원 로 종차 차

 Websphere  은 은종원 종정

Websphere studio v 3.0
 JSP Visual 금최의 개마웹

VA for Java Pro 3.0
SQLJ, DB2 stored procedure  「에의진

Websphere  유２ 연화

Linux  VA for Java차



Web Application: WebSphereWeb Application: WebSphereWeb Application: WebSphereWeb Application: WebSphereWeb Application: WebSphereWeb Application: WebSphereWeb Application: WebSphereWeb Application: WebSphere

WebSphere Studio  로로로로 개개개개마마마마

Tier 1 - Web Client Tier 2 - Web Server

HTTP

WebSphere 
Application Server

Servlet

JSP

Beans, EJBs,
business logic

 VisualAge for Java & 
WebSphere Studio  로로로로 개개개개마마마마

WebSphere Studio  로로로로 개개개개마마마마

 VisualAge for 
Java  로로로로 개개개개마마마마

Tier 3 

  Data



Web Application  現現現現現現現現 의의의의現現現現의의의의 現現現現화화화화  Web Application  진진진진화화화화종종종종원원원원 종종종종
  자자자자의의의의화화화화 의의의의진진진진로로로로 의의의의現現現現

CGI  의 화２
    , Portability, Performance개마 개개유

Not so interactive

  마금그 보로의 現화

   중매화「 마마종의 「에의 확화확

    의「「와종 에화에 을년화 기종「원 마종
  .원의 종종종종 서원

   액액스종 액마종와 액액종 액화진원

Java Enterprise   Web Application 종 의화 개마

Java Servlet/JSP 실차실실

Coding    종년 저원 개마실실의 화화

-> ->개개개개마마마마 실실실실차차차차 개개개개종종종종      의 「 마종의원 금「화의 어이와와로
  년원종원 웹화에 화지지

   Personalize  개개의 유은종 년종 에 Dynamic 
Contents   원 를를에 를유

 의「「와와의 Connector화화

Web Server  의 負負負負負負負負負負負負負負負負  ,  WLM  의진 화화 그원종 종 의
 Application level  화 의 어종로개

WWWWeeeebbbb    aaaapppppppplllliiiiccccaaaattttiiiioooonnnn             의의의의 의의의의現現現現 「「「「화화화화WWWWeeeebbbb    aaaapppppppplllliiiiccccaaaattttiiiioooonnnn             의의의의 의의의의現現現現 「「「「화화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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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종종의의의의종종종종의의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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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ArchitectureComponent Architecture
Host ,  ,   유유유유２２２２ 년년년년연연연연연연연연의의의의마마마마마마마마로로로로 투투투투종종종종로로로로마마마마종종종종로로로로웹웹웹웹화화화화종종종종그그그그Host ,  ,   유유유유２２２２ 년년년년연연연연연연연연의의의의마마마마마마마마로로로로 투투투투종종종종로로로로마마마마종종종종로로로로웹웹웹웹화화화화종종종종그그그그

 ,   확확확확원원원원의의의의실실실실화화화화 그그그그로로로로종종종종금금금금마마마마로로로로어어어어어어어어로로로로년년년년 ,   확확확확원원원원의의의의실실실실화화화화 그그그그로로로로종종종종금금금금마마마마로로로로어어어어어어어어로로로로년년년년

, ,    e-business  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말말말말연연연연ＣＣＣＣ 의의의의의의의의액액액액, ,    e-business  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Ｃ말말말말연연연연ＣＣＣＣ 의의의의의의의의액액액액



e-business 혁혁혁혁마마마마
  World wide , Realtime , netrwork「「「「와와와와２２２２스스스스２２２２의의의의 화화화화 화화화화 화화화화

   금금금금금금금금화화화화유유유유확확확확로로로로 ２２２２「「「「 스스스스에에에에

Java  의의의의확확확확년년년년
 금금금금고고고고화화화화 급급급급금금금금

 , Network, Security, Multi-platform높높높높은은은은 개개개개개개개개유유유유

Component 년년년년지지지지
 vs   조조조조조조조조 고고고고조조조조 어어어어「「「「 개개개개마마마마

Open  vs 독독독독「「「「
OO Technology  의의의의 유유유유로로로로

Why Java? Why Websphere?Why Java? Why Websphere?Why Java? Why Websphere?Why Java? Why Websphere?Why Java? Why Websphere?Why Java? Why Websphere?Why Java? Why Websphere?Why Java? Why Web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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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let
JSP(Java Server Pages)
EJB(Enterprise JavaBeans)



WebWeb

BrowserBrowser
WebWeb

ServerServer
JSPJSP ServletServlet EJBEJB

DBDB

Session보로 Business LogicPresentation

Java Web Computing System ArchitectureJava Web Computing System ArchitectureJava Web Computing System ArchitectureJava Web Computing System ArchitectureJava Web Computing System ArchitectureJava Web Computing System ArchitectureJava Web Computing System ArchitectureJava Web Computing System Architecture



 Servlet  Servlet  Servlet  Servlet  Servlet  Servlet  Servlet  Servlet 

     Java .브와그은종원 브그브 금 그원 원원서 로로그브

CGI  .  CGI      와 유마 종종 종원 개마와와 와종원 종차종원 와의
.그원

CGI : Perl, C  Standard I/O,  Unix Command  말와로 투투 원
wrapping.  .그나년로의 확마

CGI  Request   , DB    원 마원 로로액스종 는종 는고２의 중는 액로원
 . 변원잡잡 화원

Servlet   .  은 의연로종 은은 「유스그개 액로보로



Before ServletBefore ServletBefore ServletBefore ServletBefore ServletBefore ServletBefore ServletBefore Servlet
((((CCCCGGGGIIII))))     의의의의변변변변 의의의의 現現現現화화화화마마마마((((CCCCGGGGIIII))))     의의의의변변변변 의의의의 現現現現화화화화마마마마

의변
(CGI)

HTML 실차

CGI로로그브
(C,C++,Perl etc)

년호

SQL文

HTML

호매

×   / /  .로로액스의 개유 실차 「프원 액프화원

×     액프원원 액액스마원 로로액스종 개유

  액액스종 액마원와 원원
   의 어종종 의와 높원진원

.

   액액종 액화은 유은종 반
.에증원

로로액스개유

로로액스「프



ServletServletServletServletServletServletServletServlet
WWWWeeeebbbbSSSSpppphhhheeeerrrreeee ((((SSSSeeeerrrrvvvvlllleeeetttt의의의의도도도도도도도도 진진진진WWWWeeeebbbbSSSSpppphhhheeeerrrreeee ((((SSSSeeeerrrrvvvvlllleeeetttt의의의의도도도도도도도도 진진진진

HTML 실차

Servlet
(Java)

년호

SQL文

HTML

호매

○    /   .의연로은은메종메로 로로액스의 개유 「프의 어종종 은원

○   원원보로종 종종

    .액액스종 액마종의 어액 금 그원

, Servlet   스 종 로로로로종로 로로
    로 종에에스로로종 과과과 개마종

.번변종원

Servlet



Test Case  (10   / / / (100：마원마마 로종： 와의진종 년화 ：： ：마 삭화 ：도 의：진

Test  RS/6000 43P AIX4.2.1, Domino Go Webserver4.6.1,WebSphere 1.1,UDB5.0실실：

CCCCGGGGIIII////SSSSeeeerrrrvvvvlllleeeetttt        퍼퍼퍼퍼종종종종퍼퍼퍼퍼스스스스 종종종종퍼퍼퍼퍼CCCCGGGGIIII////SSSSeeeerrrrvvvvlllleeeetttt        퍼퍼퍼퍼종종종종퍼퍼퍼퍼스스스스 종종종종퍼퍼퍼퍼

Servlet  CGI    은 종 년종 「웹화와로 5약 종진

 ：：와종와와 20약 종빠빠원



SSSSeeeerrrrvvvvlllleeeetttt     ............와와와와의의의의 ２２２２스스스스２２２２종종종종원원원원원원원원SSSSeeeerrrrvvvvlllleeeetttt     ............와와와와의의의의 ２２２２스스스스２２２２종종종종원원원원원원원원

  HTML  print   「스 소의은의종 원 종원 소투종 개소

    어「「 「실２ 「스원 금마종종 소디급「

HTML  print       종 現이와로 ：도원확 이원마의 이Ｃ 소투 개유
Wysiwyg HTML  → 종어「말 마종브종

JSP종 의종 Presentation원
 Business Logic로 로로



JSP (Java Server Pages)JSP (Java Server Pages)JSP (Java Server Pages)JSP (Java Server Pages)JSP (Java Server Pages)JSP (Java Server Pages)JSP (Java Server Pages)JSP (Java Server Pages)

Server   Script .  HTML 서종원 를정종원 측확 정화와로 측종년
   .원 개유종 와원 의現

HTML     측종년 이종 ：도원확 원원종원 고로

   HTML  마종「종에원 고로도의 사사화 와 「사

Microsoft  ASP  의 와 유마
Not VB but Java

 Web Application Server  원에화 종 년원

NT      뿐와 원에와 원에화 마년메 원원종원의 를정



SSSSeeeerrrrvvvvlllleeeetttt        JJJJSSSSPPPP     ............은은은은원원원원 와와와와의의의의 ２２２２스스스스２２２２종종종종원원원원원원원원SSSSeeeerrrrvvvvlllleeeetttt        JJJJSSSSPPPP     ............은은은은원원원원 와와와와의의의의 ２２２２스스스스２２２２종종종종원원원원원원원원

JSP Script    ,  들 「의 기종「 퍼실 화확종 이들원

Multithread   Script    종 의화 의 에차 고로 브종

HTML   Script       이종 ：도에 종 종년종안 이원 마의 이Ｃ 소투
 Sphagetti Code개유 →

Not So Object Oriented

Servlet종 JSP원 웹종 HTML 투현

Logic은 Servlet종 종보



SSSSeeeerrrrvvvvlllleeeetttt     JJJJSSSSPPPP로로로로SSSSeeeerrrrvvvvlllleeeetttt     JJJJSSSSPPPP로로로로
WWWWeeeebbbbSSSSpppphhhheeeerrrreeee     ((((JJJJSSSSPPPP의의의의도도도도도도도도 진진진진WWWWeeeebbbbSSSSpppphhhheeeerrrreeee     ((((JJJJSSSSPPPP의의의의도도도도도도도도 진진진진

HTML

실차

년호

JSP
년호

○      로로로로종로 로로로 종에에스 로로의 로
  로 개마종 종진

JSP

Bean개유

：도

Web Designer

Java 
Programmer

Servlet
SQL文



JJJJSSSSPPPP     SSSSeeeerrrrvvvvlllleeeetttt         와와와와 의의의의 화화화화변변변변 종종종종「「「「의의의의JJJJSSSSPPPP     SSSSeeeerrrrvvvvlllleeeetttt         와와와와 의의의의 화화화화변변변변 종종종종「「「「의의의의

Servlet  print  HTML    종원 의「투로 원 화에화에 호매종원 년
 forward()  JSP  마 의「투로 로 「신

Servlet  HTML    Java 로로그종프원 로 호매그 기종「원 투브
(JavaBeans)  젝의 종 은확

JSP/HTML  <jsp:useBean>  Java 어「종의원 와로 투브젝
  <jsp:getProperty>   의원 트가트종 로 고유트 트트

Servlet  JSP    ,  로 화를「원 과「의 「와종 「념종종 과의로 원
 .「「의 종진종원



SSSSeeeerrrrvvvvlllleeeetttt        LLLLooooggggiiiicccc     ........와와와와와와와와로로로로 원원원원 와와와와들들들들「「「「와와와와SSSSeeeerrrrvvvvlllleeeetttt        LLLLooooggggiiiicccc     ........와와와와와와와와로로로로 원원원원 와와와와들들들들「「「「와와와와

       로로그종프원 연Ｃ 로로종 년종 고조어「 종그종그 소프종년
 저와와 이에원

 Java       연마 로 반소모스와의 소투 금투종원의 소마종은 이들원
   →→의 소투원 →의 이들원

    ,  원로 원서 로로젝의「종 화유종 종진종종 로개화에 투브젝의
    원 실현종의 변화 실실종 자의

실차 실실 「 Component Model로
원의 EJB 년마



EJB Enterprise Java Beans진진진진
진진진진

Web Application Server
(EJB은은은은종종종종진진진진

 종종종종에에에에에에에에스스스스 로로로로로로로로

 의의의의마마마마마마마마로로로로 고고고고로로로로

 액액액액로로로로보보보보로로로로

......  로로로로로로로로젝젝젝젝의의의의마마마마원원원원
   원원원원로로로로 원원원원서서서서 스스스스서서서서「「「「의의의의

 로로로로로로로로그그그그브브브브종종종종 와와와와들들들들확확확확
.  진진진진원원원원 연연연연고고고고진진진진의의의의

Java  소소소소프프프프의의의의
Portability  종종종종금금금금확확확확

.진진진진원원원원

WebSphere Application 
Server

Advanced Ver.　　　　　　　　　　　　　　　　
EJB Server

EJB ContainerEJB Container

Java Java 
BeansBeans

Enterprise Enterprise 
Java BeansJava Beans Bean   은은은은 종종종종에에에에에에에에스스스스로로로로

로로로로와와와와

  연연연연ＣＣＣＣ 로로로로로로로로젝젝젝젝의의의의종종종종원원원원 화화화화
 (유유유유유유유유 「「「「로로로로와와와와 실실실실차차차차실실실실실실실실

+  )  디디디디종종종종컴컴컴컴의의의의 연연연연컴컴컴컴 원원원원
EJB  EJB 원원원원원원원원와와와와 서서서서로로로로

 종종종종의의의의종종종종화화화화화화화화

Standard    차종원원판판투의「원종
    액액스종의 변종원 액액「 화지원 액

 .잡와 와원

Advanced    차종원원 판판투의 「원종
  액액스종원 투투화「 을을진Ｃ액액진

 원화화
  Enterprise Java Beans   원 금고로 마

    금원종 그원 로개투브젝의투투

EJBEJBEJBEJBEJBEJBEJBEJB



EJB (Enterprise JavaBeans)EJB (Enterprise JavaBeans)EJB (Enterprise JavaBeans)EJB (Enterprise JavaBeans)EJB (Enterprise JavaBeans)EJB (Enterprise JavaBeans)EJB (Enterprise JavaBeans)EJB (Enterprise JavaBeans)

Business Logic  , 의 어지화 연금화

Software  의 「개화
      개마화 연개원 원서 로로젝의종원 종종그 금원
?은원년

Component Model  의 자의유
(EJB / )    스들고확 원원 서로종의 종 어지원 트가 트

     원 는원 화화종소 개개유로 소마종유원 높는

    그그그 원로은 개「와로원의 의액종 트약



MMMMVVVVCCCC    MMMMooooddddeeeellll     JJJJaaaavvvvaaaa로로로로MMMMVVVVCCCC    MMMMooooddddeeeellll     JJJJaaaavvvvaaaa로로로로

MVC(Model / View / Controller)
JSP : View

  .확어에 마「년원 연마화원

Servlet : Controller
  (    query)고로원 의現화원 ２처 처종종 년화

EJB : Model
  (    )로로원 의現화원 ２처 처종 ２개종원 로로



WWWWeeeebbbb    AAAApppppppplllliiiiccccaaaattttiiiioooonnnn            의의의의 의의의의２２２２와와와와 개개개개마마마마WWWWeeeebbbb    AAAApppppppplllliiiiccccaaaattttiiiioooonnnn            의의의의 의의의의２２２２와와와와 개개개개마마마마

Beans

User

Beans
Servlet

BeansDB

HTML

JSP

Model Controller View

VisualAge for Java
NetObjects 
FUSION

NetObjects 
BeanBuilder

Web Development Workbench
Servlet Wizard

NetObjects ScriptBuilder

Applet

Applet

WebSphere 
Studio



        의의의의서서서서 유유유유종종종종화화화화 개개개개념념념념기기기기        의의의의서서서서 유유유유종종종종화화화화 개개개개념념념념기기기기

::::    SSSSeeeessssssssiiiioooonnnn        보보보보로로로로 의의의의진진진진::::    SSSSeeeessssssssiiiioooonnnn        보보보보로로로로 의의의의진진진진

pageA
   ↓
pageB
   ↓
pageC

현소

Web Server

Internet

page A
   ↓
page B
   ↓
page C page A page B page C

WebSphere
WebSphere

Internet

user１
pageA
   ↓
pageB
   ↓
pageC

pageA
   ↓
pageB
   ↓
pageC

pageB
   ↓
pageC
   ↓
pageD

Session Object

user２
pageB
   ↓
pageC
   ↓
pageD

user１ user２

○    (    )「일의 액로와로 급일 측종년「 마마 화유 종진

○     (BackButton )화와 진차원 화확 종진 現화말

○     유은마원 액스「마종에화 측종년원 화화종진
(=Personalization)

×        마종「로어「의 액액스원 「일의 액로와로 원원 금종 은
.원

User Profile



            ::::    의의의의서서서서 유유유유종종종종화화화화 개개개개념념념념 기기기기            ::::    의의의의서서서서 유유유유종종종종화화화화 개개개개념념념념 기기기기

DDDDBBBB        PPPPoooooooollll    는는는는고고고고 의의의의진진진진DDDDBBBB        PPPPoooooooollll    는는는는고고고고 의의의의진진진진
의변

CGI로로액스

SQL文
로로액스개유

로로액스「프

disconnect

Data

connect

SQL文
로로액스개유

로로액스「프

CGI로로액스
connect

Data

disconnect

WebSphere

Servlet/Bean

DB는고

SQL文

SQL文

종종

종종

×   request   CGI process유은로어「의 마원 마개종원
 DB  Connect Disconnect  .로 로 진 원 액프화원

○  Connect, Disconnect    의 어종종 에확 퍼종
 .퍼스종 지은에원



WWWWeeeebbbbSSSSpppphhhheeeerrrreeee    AAAApppppppplllliiiiccccaaaattttiiiioooonnnn    SSSSeeeerrrrvvvveeeerrrr     의의의의WWWWeeeebbbbSSSSpppphhhheeeerrrreeee    AAAApppppppplllliiiiccccaaaattttiiiioooonnnn    SSSSeeeerrrrvvvveeeerrrr     의의의의
    종종종종２２２２화화화화 종종종종마마마마    종종종종２２２２화화화화 종종종종마마마마

Servlet: Multithread, Memory은은
DB Connection Pooling

JSP(JavaServer Page) 

Session  보로 의진

 퍼종퍼스 지은

   어「「로 로로의 로로 개마

 Customize   마종「마원 에화와 화화종진

  마종「과로액액스 웹２

 flow  화와 화확종 종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