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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terface

EJB 스펙은 엔터프라이즈 빈 클래스가 리모트 또는 로컬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모든 메소드들을 구현하도록 정의하고 있지만, 빈은 리모트
또는 로컬 인터페이스를 직접 구현할 수 없다.

리모트/로컬 인터페이스 메소드들과 엔터프라이즈 빈 구현간의
불일치를 컴파일시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EJB 개발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에러들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원격 또는 로컬 인터페이스의 비즈니스 메소드 정의와 엔터프라이즈
빈 클래스의 구현이 불일치하는 것이다. EJB 스펙은 엔터프라이즈
빈이 원격/로컬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모든 비즈니스 메소드
시그니쳐들을 적절하게 구현하도록 정의하고 있지만, 그러나
컴파일시에 생길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는 자동적인
방법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여러가지 유형의 에러들이 인터페이스
정의와 구현간의 디커플링으로부터 발생하는데, 메소드 이름의 오타,
파라미터 타입, 예외, 불일치하는 파라미터 등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에러들은 컴파일시에 검출될 수 없기 때문에, EJB 개발자는
수동으로 인터페이스 정의와 빈 클래스 구현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에러는 해당 EJB 서버 벤더가 제공하는 포스트(post)-컴파일 툴을
사용할 때만 검출될 수 있다. 이러한 툴들은 일반적으로 패키징과
디플로잉전에 컴파일한 자바 클래스들을 가져와 EJB 스펙에 맞게
테스트한다. 포스트 컴파일 툴들은 보통 느리고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초기에 에러를 잡기위해 행하는 컴파일을
실행하기 어렵다. 결국 개발 에러들은 개발 프로세스 후에나 발견하게
된다.

하나의 솔루션은 빈 클래스에서 리모트 또는 로컬 인터페이스를 직접
구현하는 엔터프라이즈 빈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표준 자바
컴파일러를 사용하여 메소드 정의와 구현사이의 일관성을 실행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EJB 스펙은 타당한 이유로 이와 같은 실행을
반대하는 충고를 한다. 그림 1. 에서처럼, 리모트 인터페이스는
javax.ejb.EjbObject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로컬 인터페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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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x.ejb.EJBLocalObject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리모트
인터페이스와 로컬 인터페이스는 isIdentical(), getPrimarykey(),
remove() 등과 같은 엑스트라(extra) 메소드들을 정의하는데,
엔터프라이즈 빈 클래스가 아닌 EJBObject 와 EJBLocalObject
스텁들로 구현한 것이다.
<<interface>>
java.rmi.Remote

<<interface>>
javax.ejb.EJBObject
getEJBHome()
getHandle()
getPrimaryKey()
isIdentical(obj)
remove()

<<interface>>
Remote
businessMedthod1()
businessMedthod2()
....

<<interface>>
javax.ejb.EJBLocalObject
getEJBLocalHome()
getPrimaryKey()
isIdentical(obj)
remove()

<<interface>>
Local
businessMedthod1()
businessMedthod2()
....

그림 1. EJBObject 와 EJBLocalObject 인터페이스

빈을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엑스트라 메소드들의 더미 구현을 작성해
엔터프라이즈 빈 클래스를 클러터해야 한다. 게다가 엔터프라이즈 빈
클래스가 리모트 또는 로컬 인터페이스를 직접 구현했다면, 빈을 두
개의 인터페이스 중의 하나로 직접 캐스트 할 수 있으며, 개발자는
클라이언트에 캐스트한 인터페이스의 인스턴스를 보낸다. 이러한
행위는 EJB 스펙에 정의된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참조를 보내기
위해서, 빈은 getEJBObject 또는 SessionContext나 EntityContext
인터페이스의 getEJBLocalObject를 호출함으로써 먼저 자신의 참조를
얻어야 한다.
EJB 개발자들은 엔터프라이즈 빈 클래스에서 리모트 또는 로컬
인터페이스를 직접 구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발자들은 빈
클래스에서 리모트/로컬 인터페이스 메소드 정의와 구현간의
일관서을 확인하는 컴파일 시간을 주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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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즈니스 메소드들을 정의하는 비즈니스 인터페이스(Business
Interface)라고 하는 수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라. 원격/로컬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엔터프라이즈 빈 클래스간의
컴파일 타임 일관성 체크를 강제로 시키자.

비즈니스 인터페이스는 간단한 자바 인터페이스로, 엔터프라이즈
빈이 도출하기 위해 선택하는 모든 비즈니스 메소드들에 대한 메소드
시그니쳐를 정의한다. 비즈니스 인터페이스는 그림 2에서처럼 리모트
또는 로컬 인터페이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빈 클래스에 의해
구현된다. 이러한 수퍼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면, 리모트/로컬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한 메소드 시그니쳐와 엔터프라이즈 빈 클래스
사이의 일관성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를 컴파일시에 발견할 수 있다.

<<interface>>
java.rmi.Remote

<<interface>>
javax.ejb.EJBObject
getEJBHome()
getHandle()
getPrimaryKey()
isIdentical(obj)
remove()

<<interface>>
BusinessRemote
businessMedthod1()
throws RemoteException()
businessMedthod2()
throws RemoteException
....

<<interface>>
Remote

EnterpriseBean

<<interface>>
javax.ejb.EJBLocalObject
getEJBLocalHome()
getPrimaryKey()
isIdentical(obj)
remove()

<<interface>>
Local

<<interface>>
BusinessLocal
businessMedthod1()
businessMedthod2()
....

EnterpriseBean

attribute1
attriute2
...

attribute1
attriute2
...

businessMedthod1()
businessMedthod2()
....
//EJB Methods
....

businessMedthod1()
businessMedthod2()
....
//EJB Methods
....

그림 2. 리모트와 로컬 빈즈를 위한 비즈니스 인터페이스
비즈니스
인터페이스는
javax.ejb.EjbObject
나
javax.ejb.EJBLocalObject를 구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빈
개발자는 더미(dummy) 메소드들을 구현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개발자는 빈 클래스를 리모트 또는 로컬 인터페이스로 직접 캐스트할
수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인터페이스를 보내는 것으로부터 빈
개발자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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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terface” 패턴은 엔터프라이즈 빈이 로컬 인터페이스나
원격 인터페이스에 자신의 비즈니스 메소드들을 노출시킬 것인가에
따라 좀 다르다. 리모트 인터페이스에 노출된다면, 비즈니스
인터페이스에
있는
모든
메소드
시그니쳐들은
java.rmi.RemoteException을 던져줘야 한다. 엔터프라이즈 빈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RemoteException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에 주의하자. 이것은 EJB 스펙에 의해 없어졌다.
대신에, 비즈니스 메소드는 메소드 바디안에서 EJBException을 던질
수 있다. 이때 EJBException은 RuntimeException의 서브 클래스이기
때문에 throws 절에서 EJBException을 선언하지 않는다.

비즈니스 인터페이스를 로컬 인터페이스와 함께 사용할 때, 비즈니스
인터페이스는 어떠한 인터페이스도 구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비즈니스 메소드 시그니쳐는 특별한 규칙없이 작성할 수 있다.
비즈니스 인터페이스는 EJB 개발의 공통 패턴이다. 개발자들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에러를 컴파일시에 잡을 수 있어, 비즈니스
메소드 정의와 구현간의 일관성(consistency)을 보장한다. “Business
Interface” 패턴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EJB들 간의 프록시를 투명하게
생성하기 위해서 클아이언트의 EJB 어뎁터 패턴에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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