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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XEDO - WSL 과 WSH 의 역할
Technical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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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항

TUXEDO client 는 native client 와 /ws (Workstation) client 로 나뉘는데, native client 는 TUXEDO 환경
에 직접 접속하여 서비스를 처리하는 반면 /ws client 는 WSL 과 WSH를 경유하여 서비스를 처리하게 된다.
WSL 과 WSH 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본다.

해 결 안

Client connects to
WSL using known
network address

Initiated with
tpchkauth ( )
or tpinit ( )

WSL assigns
appropriate WSH
for client

WS client 는 보통 TUXEDO 서버가 실행되는 기계와는 다른 기계에서 실행된다. PC 에 설치된 TUXEDO

Performed by
BEA Tuxedo
system on behalf
of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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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프로그램들이 모두 /ws client 들이다. TUXEDO 서버들은 유닉스 혹은 Windows NT 계열에서
message queue 라는 것을 통하여 서비스 요청을 받고 그 결과를 역시 message queue 를 통하여 반환한
다.

WSH connects to
WSH

그런데, /ws client 들은 서버들과는 다른 기계에 있기 때문에 message queue 를 통하여 통신할 수는 없
다. 그래서 사용되는 것이 WSL 과 WSH 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위의 두 프로세스는 TUXEDO 서버와 /ws
client 들 간의 통신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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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ws client WSL
/ws client 는 환경변수 WSNADDR 에 설정된 주소와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WSL 에 socket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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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 서버와의 접속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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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L 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WSH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포토 번호를 /ws client 에게 전송하고
해당 WSH에게 /ws client 가 접속해 올 것이라고 알린다. 이 과정에서 WSL 의 옵션과 현재상황
(WSH 수와 접속된 /ws client 수)에따라 WSH 를 더 띄우기도 하고 허용된 연결 수를 초과한 경우에
는 에러를 반환한다. tpinit 과정에서 WSL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며 WSL 과 /ws client 와의 s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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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은 끊어진다.
3단계 : /ws cli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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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 client 는 WSL로부터 지정받은 WSH 로 socket 연결을 하여 서버 접속에 필요한 인증정보, 즉
usrname, cltname, password 등을 전송한다.

그렇다면 두개의 프로세스는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ws client 와 서버와의 통신은 크게 두가지로 나
눌 수 있다. 하나는 초기 접속(tpinit)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 수행(tpcall, tpcommit 등등)이다. 먼저 tpinit
에 대해 알아보자.

4단계 : WSH �

/ws client

WSH 는 접속해온 /ws client 의 인증정보를 확인하고 TUXEDO 환경에 해당 /ws client 를 등록한
다. 물론, 인증정보가 틀리면 접속을 거부한다.

/ws client 가 서버에 접속하는 과정, 즉 tpinit 은 다음의 네단계를 거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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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접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3단계에서 맺어진 socket 연결은 tpinit 과정뿐만 아니라 /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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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WSH �

AP Server 의 request queue (message queue 통신)

client 가 종료할 때까지, 즉 /ws client 가 tpterm 을 호출하거나 WSH가 요청이 없는 /ws client 연결을 끊

WSH는 요청받은 서비스 이름을 TUXEDO 환경(Bulletin Board)에서 찾아본다. 해당 이름으로 등록

을때까지(WSL의 -T 옵션 참조) 계속 연결되어 이후의 서비스 처리(tpcall, tpcommit 등)에 사용된다.

된 서비스가 없으면 에러(tperrno = 6)를 반환한다(아래 5단계로 간다). 등록된 서비스가 하나만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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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해당 서버로 보내고 여러 개가 있는 경우는 load balancing 이 이루어진다(load balancing 에
다음은 실제 서비스 처리과정에서의 WSH 의 역할을 보자. WSL은 실제 서비스 처리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대해서는 생략하겠다). 서버로 보낸다는 것은 해당 서버가 가지고 있는 request queue 에 넣는다는

client 의 요청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tpcall 의 처리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의미이다.
3단계 : AP Server(서비스 처리)
AP Server 즉 실제 업무 서비스를 처리하는 서버는 자신의 request queue에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
기를 기다리다가 queue에 들어온 요청이 있으면 꺼내어 처리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요청 안에

ATMI

는 서비스 처리 결과를 반환할 곳(해당 WSH 와 /ws client 식별자)이 명시되어있다.
TYPESW(5)

4단계 : AP Ser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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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H 의 reply queue (message queue 통신)

AP Server 는 서비스 처리가 끝난 후에 결과를 반환하는데 지금의 경우는 해당 WSH 의 reply

SYSTEM SOFTWARE
Reply Queue Request Queue

queue 로 결과메시지를 넣게 된다.
SERVER

5단계 : WSH �

tpalloc(3)
initbuf( )

TUXEDO main receiving
buffer

호출한 것이지를 식별하여 해당 /ws client 에게 결과를 보낸다. 역시 위의 socket 연결을 계속 사용

tpcall(3)
service processing

/ws client (socket 통신)

WSH는 자신의 reply queue 에 서비스 처리 결과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 것이 어느 /ws client 가
한다.

decompress

- name mapping

decode

- type validation

postreceive

위의 2단계와 4단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서버 기계가 여러 개이고 요청한 서비스가
WSH 가 있는 기계(A)가 아니라 다른 기계(B)에 있는 경우 2단계는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dispatch service

WSH 는 A 기계에 있는 BRIDGE(A)로 보내고(message queue 통신), BRIDGE(A)는 B 기계에 있는

- route ( )

tpservice(3)

BRIDGE(B)로 보내고 (socket 통신), BRIDGE(B)가 해당 AP Server 로 보내게 된다(message queue 통신).

- load balancing

tpreturn(3)

그리고, 4단계는 위의 과정의 역순이 된다. 또,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는 BRIDGE 대신 도메인 게이트웨이를

presend( )

presend( )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진다.

encode/decode(encdec)

encode/decode(encdec)

compress data

compress data

send

send

postsend( )

postsend( )

- service priortization

WSL 과 WSH 의 역할을 살펴보았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WSL 은 초기 접속(tpinit)시에 WSH 를 할당해주는
역할을 하고, WSH 는 /ws client 의 인증과정과 이후의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추가정보

위의 그림에서는 native client의 경우를 보이고 있다. /ws client의 경우에는 WSH가 /ws client를 대행하여
위와 비슷한 과정을 수행한다.
1단계 : /ws client �

WSH (socket 통신)

client 에서 tpcall 을 이용하여 서비스 요청을 하게되면 TUXEDO 서버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 서비스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WSH 이다. 위의 tpinit 3단계에서 맺어진 socket 연결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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