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HAN [session manager] 소개
(Web Application Advanced Clustering)



WAS 클러스터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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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Clustering 필요성



WAS 세션 클러스터링 이슈



세션 클러스터링과 KHAN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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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클러스터링 이슈 회의



세션 클러스터링 구성 방식 별 차이점



웹 페이지간 정보 유지 방안 - Cookie vs. Session



웹 시스템 일반 구성



웹시스템 클러스터링 아키텍처



Http-Session Clustering이란?



세션 클러스터링



WAS 클러스터링의 필요성



주요 WAS 의 세션 복제



JBoss Deployment Architecture



KHAN [session manager] - 주요 기능



Session Clustering과 Grid Computing의 필요성



KHAN [session manager]



WAS 세션 복제 방식



WAS 세션 복제 ( Data Grid 방식)



• 세션 정보를 데이터그리드에 저장하여 WAS 의 부하를 감소

• 세션 수가 증가하더라도 데이터그리드를 추가하여 확장

WAS 와 Data Grid를 이용한 세션 클러스터링 비교



KHAN [session manager] –
Data Grid 를 통한 WAS 고가용성 구현



WAS 클러스터링 vs. KHAN [session manager]



WAS Clustering vs. KHAN [session manager]



Opennaru, Inc. ©   2016 | All Rights Reserved.       - Confidential -

[ ]



KHAN [session manager] – Architecture



KHAN [session manager] – Datagrid 기반 세션 클러스터링



• 이 기종의 WAS 와 웹 애플리케이션 간의 세션 정보를 공유

• 지원하는 WAS - WebLogic Server / Tomcat / JBoss 

KHAN [session manager] - 다른 WAS 제품 간의 세션 클러스터링



KHAN Session Manager 가 필요할 때 - Use Cases



• Servlet 표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코드 변경은 없음

• Servlet 표준 web.xml에 설정 추가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지원



주요 기능



주요 기능



주요 기능



Opennaru, Inc. ©   2016 | All Rights Reserved.       - Confidential -

[ ]



데모 시스템 환경 구성



세션 클러스터링 테스트



애플리케이션 부하 테스트 및 모니터링

• 샘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하 테스트

• 부하 테스트 상황에서 KHAN [session manager]가 제공하는 MBean의 정보 모니터링



인구주택총조사 시스템 인스턴스 구성도



적용사례 : 모 쇼핑몰 사이트 구축 사례



세션 클러스터링 적용 가이드



클러스터 HTTP 세션 복제 실패의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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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남는 종(種)은 강한 종이 아니고,   

또 우수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 ”

- Charles Darwin, 1809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문의

콜 센터 ：02-469-5426 ( 휴대폰 : 010-2243-3394 )

전자 메일：sales@opennar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