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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Delegate

“Session Façade”나 “Message Façade” 을 사용할 때, 클라이언트는
EJB 계층과 높은 결합도가 발생하고, 개발, 런타임에도 프로젝트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의존성이
발생한다.
어떻게 클라이언트와 “Session Façade” 사이의 중개자가 EJB 계층에서
클라이언트와 결합도를 쉽게 줄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잘 설계된 EJB에서, 유스케이스는 “Session Façade” 패턴이나
“Message Façade” 패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션 빈이나 메시지
드리븐 빈의 계층에서 분할되어야 한다. 이 계층과 상호작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직접 호출하는 것이다. 즉,
프리젠테이션 계층은 세션 빈의 EJBHome, EJBObject 와 직접 상호
작용하고, 메시지 드리븐 빈과 작업할 경우에는 JMS 메세지를 보낸다.
아이러니하게도, 직접 EJB API에 접근하는 프로그래밍은 EJB
애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하는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 계층과 EJB 계층간의 높은
결합도를 발생하는 문제의 주위를 맴돈다.

① 클라이언트 개발자와 서버 개발자간의 역할 분리를 감소시킨다.
대형 프로젝트에서, 개발 속도와 효율적인 프로젝트 완성은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Servlet/JSP) 개발자와 서버
사이드 EJB 개발자의 능력에 의존한다. 팀 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일반적인 의존성은 완전하게 컴판일된 세션 빈 계층의
가용성이다. 두 팀간의 심한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그들의 코드를
컴파일하고 테스트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는 “Session
Façade” 구현에 의존한다.

② 클라이언트에 낙관적 동시성
recovery) 에 대한 책임이 있다.

회복

(optimistic

concurrency

자주 트랜잭션은 서버 또는 데이터 베이스 레벨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낙관적 동시성 충돌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클라이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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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RolledBackException
TransactionRolledBackLocalException을 잡을 수 있다.

또는

어떤 경우의 유스케이스 (idempotent operation같은 경우)는, 최종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까지 이 에러를 전하고, 사용자에게 다시 한번
시도해 볼 것을 요청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대신에
클라이언트 코드는 자동적으로 트랜잭션을 다시 실행시켜야 한다.
EJB API와 직접 상호작용하도록 코딩하였을 때 클라이언트 코드는
명시적으로 이러한 트랜잭션을 잡고 트랜잭션 코드를 재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클라이언트 개발자에게 큰 책임을 맡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코드가 복잡하게 된다.

③ 복잡한 에러 처리로 클라이언트 로직이 복잡해진다.
RemoteExceptions, EJBException(로컬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컴포넌트를 찾을 때, 던져진 예외를 포함하고 있는 EJB를 찾아서
사용할 때 등등, 클라이언트는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에러를
잡아내고 대응하는 능력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특히, Remote 또는
EJBException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앞서 언급한 낙관적 동시성 충돌
같은)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며, 예외를 분석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난잡한 코드를 클라이언트측에 구현해야 한다.
④ 직접적으로 EJB 와 JMS API와 클라이언트에 결합이 발생한다.
간단한 유스케이스를 실행할 때 조차도, 클라이언트는 “Session 또는
Message Façade” 계층에 구현된 비지니스 로직을 찾고, 생성하고,
실행하고,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EJB 또는 JMS 관련 코드를 로드해야
한다. 이것은 일관성 있는 클라이언트 코드의 작성을 어렵게
하며(매우 상이한 API에 의해 실행되는 다른 형태의 비지니스
서비스), 가장 간단한 유스케이스조차도 복잡하게 하고 전체의
유지보수성을 낮춘다.
“Session/Message Façade” 패턴의 성능이나 유지보수 측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명시적으로 이 계층을
사용하는 것은 높은 결합도를 발생하며, 프로젝트 개발과 클라이언트
코드의 전체적인 유지보수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Business Delegates” 계층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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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화한 코드로 EJB API 의 복잡도를 감추는 일반 자바 클래스는
“Session 과 Message Façade”의 EJB 계층에 호출을 검색하고,
위탁하고 복구한다.
“Business Delegate”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의 중재역할을 맡는
일반 자바 클래스이다. 클라이언트는 로컬에서 “Business Delegate”의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 다음 직접 ”Session Façade”에 동일한 명세를
가진 메소드에 직접 위임되거나, JMS 메세지를 생성하여
”Messag Façade” 에 전달한다.
“Business Delegate”는 “Session Facade” 상의 세션 빈에 일대일
대응되거나 다수의 메시지 드리븐 빈에 감싸도록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럼 메시지 보드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보자. 여기서
우리는 유스케이스 (postMessage, addReply 등등)를 ForumServices
세션 빈에 도출할 수도 있고, 각 유스케이스는 분리된 메시지 드리븐
빈을 이용해서 비동기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그림 1.은 “Business
Delegate”가 어떻게 양쪽 아키텍쳐에 맵핑되는지를 보여준다.

ForumServices
Delegate

ForumServices
SessionBean
delegates to
postMessage
addReply
createForum

postMessage
addReply
createForum

ForumServices
Delegate
postMessage
addReply
createForum

PostMessageMDB
sends JMS Messsage to
sends JMS Messsage to
AddReplyMDB
sends JMS Messsage to

createForumMDB

그림 1. 앞에 “Business Delegate”를 가진 “Session/Message Façade”
각 경우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코드는 오직 “Business Delegate” 와
상호 작용할 뿐이며, 그 자신이 위임에 의해 실행되는 과정이나 API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Business Delegate” 에서 메소드가 실행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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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소드 호출을 EJB에 위임한다.
“Business Delegate” 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되는 모든 파라미터를
받고
“Session Façade” 의 메소드 호출로 위임하거나,
파라미터들로부터 JMS 메세지를 생성하여 메시지 드리븐 빈에
전달한다.
② EJB관련 시스템 예외를 숨긴다.
RemoteException, EJBException 또는 JMSException같은 API 관련
시스템
예외는
“Business
Delegate”내에서
잡게
되고,
BusinessDelegateException 같은 ejb 관련 예외가 아닌 예외로 다시
던져진다.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예외는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된다.

③ 로컬에 데이터 캐시한다.
“Business Delegate”는 세션 빈의 메소드 호출에 의한 리턴 값을 로컬
내에 저장하고 있다가 연이은 요청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수 있다.

④ 투명하게 실패한 트랜잭션을 재시도한다.
“Business Delegate”는 실패한 트랜잭션(낙관적 동시성 충돌 같은)의
원인을 찾기 위한 복잡한 에러 처리 코드를 구현할 수 있으며,
“Session Façade”의 메소드를 재 실행시킴으로써 트랜잭션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 “Business Delegate” 는 이러한 미묘하고 복잡한
프로세스로부터 클라이언트를 숨긴다.

⑤ 로컬상에서 비스니스 로직을 실행하거나 클라이언트를 위한 더미
데이터생성.
첫번째 문제로 클라이언트와 EJB API간의 결합을 첫번째 문제로
언급했던 것처럼 클라이언트측 프로젝트팀은 그들의 코드를
컴파일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Session Façade”의 존재에
종속적이다. “Business Delegate”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Session
Façade”의 존재에 관련 없이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 및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Business Delegate”의 원형(Prototype)은
간단히 더미 데이터를 반환하거나, 비지니스 로직이 로컬상에서
실행되도록 작성될 수 있다. 서버측의 EJB가 완성되면, “Business
Delegate” 클래스는 EJB 계층과 함께 작동되도록 수정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클라이언트 개발자와 무관하며,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더이상 EJB 프로젝트 팀에 종속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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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Delegate”를 구현하는 것은 간단하다.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세션 빈에 대해서 동일한 메소드 명세를 가지는 로컬 자바 클래스를
생성한다. 내부적으로 “Business Delegate”는 비지니스 메소드내에서
위에 언급한 어떤 작업이라도 가능하다. 유일하게 다른 부분은
생성자와 세션 빈에 대한 참조부분이다. “Business Delegate”의
생성자내에서
세션
빈에
대한
홈
객를
얻기
위해서
EJBHomeFactory(EJBHomeFacotry 패턴 참조)를 호출하고 세션 빈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멤버 변수로 로컬상에 저장한다. “Business
Delegate”의 비지니스 메소드에 대한 연이은 호출시에 내부적으로
저장된 세션 빈의 참조를 호출한다.

public class ForumServicesDelegate {
ForumServices sb;
public ForumServicesDelegate() throws DelegateException{
try{
PortalControllerHome home = (PortalControllerHome)
EJBHomeFactory.getFactory().lookUpHome
(PortalControllerHome.class, "ForumServices");
this.sb = home.create();
}catch(Exception e){
throw new DelegateException();
}
}
public long addForum(long categoryPK, String forumTitle, String summary,
String imageName) throws NoSuchCategoryException,DelegateException {
try{
return sb.addForum( categoryPK, forumTitle, summary, imageName);
} catch(CreateException e){
throw new Delegate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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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ch(RemoteException e){
throw new DelegateException();
}
}
… //more similarly implemented business methods
}//ForumServicesDelegate

메시지 드리븐 빈의 경우에 “Business Delegate”는 유사한 유스케이스
그룹을 하나의 클래스로 생성한다. 구현은 모든 메소드의 리턴 값이
void 인 것을 제외하면 세션 빈에 대한 예제와 유사하다.
“Business Delegate”에 대한 클라이언트 관점은 간단하다. 메소드가
실행될 필요가 있을 때 간단히 new “Business Delegate”를 생성하고
그 속의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그 이면에서 “Business Delegate”는
생성자 내에서 (EJBHomeFactory를 사용해서) 자신을 초기화하고,
메소드 호출을 위임한다. 그런 후 EJBHome은 EJBHomeFactory내에
캐시되므로 “Business Delegate”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량이다.
“Business Delegate” 변경을 사용하는 의미론이 있는 유일한 시간 는
앞쪽의 상태유지 세션 빈에 그들을 사용할 때이다. 이 경우에
클라이언트는 매 요청시마다 새로운 “Business Delegate”를 생성하지
않는다, 대신에 한번 생성한 후에는 로컬상에 캐쉬하고 있다가 동일한
“Business Delegate” (내부적으로 동일한 상태 유지 세션 빈에 대한
참조를 유지하고 있다) 를 재사용한다. 서블릿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
“Business Delegate”는 ServletSession내에 캐쉬된다. 상태 유지 세션
빈에 대해서 “Business Delegate”를 사용할 경우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동일한 상태 유지 세션 빈을 동시에 호출하는 것(EJBObject는
스레드에 안전하지 않으므로 EJB 스펙에서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도록 클래스와 메소드가
동기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프레임을 사용하는
웹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각 프레임은 같은 상태 유지 세션
빈에 대해 요청을 보내려 할 수 있다), “Business Delegate”를 사용하는
함으로써 해결된다.
언제 “Business Delegate”패턴을 사용해야 하는가? 클라이언트와
서버측 코드 모두 같은 개발자에 의해 작성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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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측 API와 클라이언트 코드간의 결합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 계층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노력을
보상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웹 팀과 EJB 팀이 분리된 큰
프로젝트에 있어서 “Business Delegate”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측
개발자간의 결합도을 제거할 수 있다.
Related Patterns:
“Business Delegate”(S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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