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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endent Value Object" 

와 큰 단위의 BMP 엔티티 빈 
 

 

 

 

성능과 효율성의 장치는 CMP뿐만 아니라 BMP를 사용한 큰 
단위의(coarse-grained) 엔티티 빈을 구축하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을 
요구한다. 

 

종속 객체는 CMP 엔티티 빈 의 큰 단위의 엔티티 빈을 구축하기 위한 
자동적인 방법 제공한다. 그러나, EJB 2.0 스펙은 BMP 엔티티 빈을 
위한 동등한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엔티티 빈이 큰 단위가 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성능을 
최적화시키는 길이다. 이것은 비즈니스 객체를 엔티티 빈이 아닌 
평범한 자바 클래스로 모델링하는 것을 통해, 원격 객체간 통신과 
엔티티 빈에 관련된 트랜잭션에 따른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평범한 클래스들은 일반적으로 부모 엔티티 빈에 종속되는 
생명 주기를 가지게 되고, 그들 자신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한 
식별자(identity)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클라이언트에 의해 원격으로 
참조되지도 않는다.  

BMP 개발자는 종속 비지니스 데이터를 “Dependent Value Object”라고 
하는 평범한 자바 클래스로 모델링 해야 한다. “Dependent Value 
Object”는 여러분의 엔티티 빈 안에 저장되며, 엔티티 빈에 의해 생성, 
수정 및 삭제된다. BMP 개발자는 반드시 “Dependent Value Object”에 
대한 영속성 코드를 명시적으로 작성해주어야 한다. 

“Dependent Value Object”는 “Value Object”와 비교했을 때 둘 다 
일반적인 자바 클래스라는 것과 네트워크 상을 통해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Value Object”와는 달리 
“Dependent Value Object”는 생명 주기가 엔티티 빈에 의해 관리되는 
영속적인 객체이다. 반면에 “Value Object”는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며, 일

  

 
반적으로 데이터가 한번 

읽혀지게 되면 사용이 종료되고 폐기된다. 

엔티티 빈은 “Dependent Value Object”를 일 대 일 또는 일 대 다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esume을 생각해보자. Resume 
엔티티 빈은 Address “Dependent Value Object”를 한 개만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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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면, Job Entiry 객체의 경우에는 여러 개가 필요하고, 이는 그림 
. 1. 에서 보이는 것처럼 Collection 으로 Resume 엔티티 빈에 저장된다

 

 
그림 1. A

MP로 ""Dependent Value Object"" 를 구현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된다. 

 

④ 생명 주기가 지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jbStore 에서 
ndent Value 

bject", 등 저장)  

"Dep  운 방법 중 나는

e nde ject"를 러분의 엔티티 이 핑

있는 테이블의 QL BLO 로 직열화해 버리는 이다. 하지만,
만일 "Dependent Value Object"의 Colle
Collection이 위의 컬럼으 . 좀

   JDBC  
애프리뷰트마다  매핑하는 방식으로 "Dependent Val

 것이다. "Dependent Value Object"를 이런

방식으로 t  bject"  SQL 
검색으로 접근할 수 있고,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상에서 "Dependent 

ddress 와 Job Entry 종속 객체의 ResumeBean 클래스 다이어그램 

 

B
아니다. 좋은 구현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Dependent Value Object"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매핑

② "Dependent Value Object"가 변경이 불가능 해야 한다. 

③ "Dependent Value Object"가 수동적으로 로딩하여야 한다. 

   
업데이트를 캐싱, 단 새로 생성되거나 수정된 "Depe
O

⑤ 영속성 로직이 비즈니스 로직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endent Value Object"을 저장하는 가장 쉬  하  
간단히 "D pe nt Value Ob 여 빈 매 되어 

S B 컬럼으  것  
ction을 다룬다고 하면, 전체 

 SQL BLOB 로 통째로 직열화 될 수도 있다  
더 나은 다른 방법은 를 사용하여 하나의 객체에 대해 

컬럼 ue Object"를 
분리된 테이블에 저장하는   

저장하는 것을 통해 "Dependen  Value O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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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Object"에 대해 직접적으로 리포팅이나 유지보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일 Dependent Value Object"가 BLOB로 저장이 된다면 
이러한 작업은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의 Resume 예제로 돌아가 보자. 
Resume 엔티티 빈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resumes 테이블에 
매핑되는 반면, Address "Dependent Value Object"과 Job Entries는 
그림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addresses 테이블과 jobentries 
테이블에 매핑된다. Addresses와 job entries가 "Dependent Value 
Object"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 Resume 엔티티 빈 밖에서 스스로를 
구별하는 고유의 식별자를 가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Depende

"

nt 
alue Object"는 또한, 고유의 프라이머리키도 가지지 않게 되고, 대신 

addresses  job entries  resumeID   . 
V

와 테이블의 컬럼에 의해 구분된다

 

 
그림2. EJB 와 종속 객체의 DB 매핑 

j 는

 p t "

 

"Dependent Value Ob ect"  반드시 변경이 불가능하도록(immutable) 
만들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De enden  Value Object 는 set 
메소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CMP에서 종속 객체는 
클라이언트로 전달될 수 없으며, 단지 엔티티 빈에 의해서 
내부적으로만 접근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제약사항으로 인해 엔티티 
빈의 데이터에 대한 모든 갱신 작업이 엔티티 빈 자신의 고유한 
비즈니스 메소드에 의해 수행되는 장점이 생긴다. 하지만, BMP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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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lue Object"가 일반적인 자바 클래스이기 때문에 위의 
CMP에서와 같은 제약 사항이 없다. BMP에서 CMP와 같은 장점을 
가지면서, 동시에 여전히 "Dependent Value Object"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Dependent Value 
Object"가 변경될 수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직접 
“Value Object”를 변경하면 그것이 서버에 반영될 것이라고 잘못 
가정하여 서버를 통하지 않고 직접 “Value Object”를 수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경이 티티 빈 리모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행되도록  수 있게 된다. 

nt Value Object"를 불러오는 불필요한 
작업을  않는다. 특히, 클 이언트가

 

종적인 로딩은 구현하기 쉽다. 여러분의 "Dependent Value Object" 
각각, 또는 Collection의 get 메소드는 다음의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  

 

 "Dependent Value Object"  Collection    
   이 있어야 한다. 

 

 요청된 "Dependent Value Object"(또는 Collection)을 요청한 
호출자에서 전달한다.  

 또 있을 수도 있는 호출(Resume Bean에 

 

하도록 하고, 트랜잭션이 종료되는 

 된다. 즉, 클라이언트의 모든 변 엔  
 할  

수동적인 로딩은 "Dependent Value Object"가 필요할 때만 불려지도록 
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킨다. 수동적인 로딩은 ejbCreate()에 있는 
모든 엔티티 빈 "Depende

하지 라  필요로 하지 않는 종속 
데이터에 대해서는 말이다. 

수

① 내부 나 의 로딩 여부를 알기 
위해 이를 체크하는 과정

② 요청된 종속 데이터가 이전에 로드되지 않았다면, 데이터베이스를 
호출을 통해 로딩한다.  

③

 

"Dependent Value Object"(또는 Collection)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번 
로딩되면, 그것은 차제에

있는 getAddress()와 getJobs()와 같은 메소드)에 대비해서 엔티티 빈 
내부에 캐쉬 될 수 있다. 

BMP 시나리오에서, 지능적 생명 주기 관리는 프로그래머의 책임이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종속 객체의 Collection을 다룰 때 특히 까다로운 
문제로 대두되는 문제이다. 생성, 갱신, 삭제와 같은 "Dependent Value 
Object"의 관리하기 위해 수많은 생명 주기 관리 로직과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로직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한다. 좋은 BMP 구현은 종속 객체가 
변경되거나, 생성/삭제되었을 경우만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트랜잭션 내에서 종속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오퍼레이션(갱신, 삭제 등)이 가능

시점(in ejbStore)에서 엔티티 빈의 종속 객체의 최종 상태을 
데이터베이스에 동기화 시킨다.  

비즈니스 로직에서 영속성 로직을 분리. "Dependent Value Object"에 
대한 생명 주기 관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BMP 개발자들은 
프라이머리 키나 지저분한 플래그를 "Dependent Value Objec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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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함으로써 그들의 영속성 로직을 비즈니스 로직과 혼합해버리는 
선택을 한다. 심지어 비즈니스 로직을 코드와 얽히게 하는 것이 
"Dependent Value Object"의 생명 주기를 따라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BMP에서 "Dependent Value Object"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CMP에서처럼 쉽게 하기 위해서, 개발자는 어떠한 특별한 필드도 
"Dependent Value Object"  

    .

이머리키)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는 원본 객체를 인자로 전달하여 Set이 어떤 객체가 대체되어야 

    . 

에 추가해서는 안되고, 영속성 로직을 
비즈니스 로직과 혼합해서도 안 된다  

자 그렇다면, BMP 개발자는 어떻게 해야 지능적 "Dependent Value 
Object" 생명 주기 관리와 비즈니스 로직에서 영속성 로직 분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이러한 세부적인 요소들을 
"Dependent Value Object"의 생명 주기를 추적(track)하도록 설계된 
강력하고 특별한 collection 클래스로 추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림 3.은 
자바 2 Set Collection의 특별한 구현 형태인 DependentValueSet를 
나타내고 있다. Set에 대한 일반적인 오퍼레이션(add, remove등)의 
지원과 더불어 원본 객체와 새롭게 갱신된 객체의 두개의 "Dependent 
Value Object"를 인자로 갖는 update(oldObject, newObject) 메소드를 
포함하는 몇 개의 새로운 메소드가 Collection에 추가되었다. CMP 종속 
객체와 마찬가지로 "Dependent Value Object"가  그들 자신에 대한 
어떠한 식별자(또는 프라

우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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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ValueSet 클래스 

하는 것을 통해 CMP 개발자들은 영속성 
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메소드가 Set 인터페이스의 일반적인 오퍼레이션 및 추가적인 update 
소드와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Dependent Value Object"는 

DependentValueSet 현은 속 객체의 내부적 생

추적하여 생명 주기 관리가 가능 도록 한다 이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하나의 트랜 n Val  b ct"의 여러

개의 오퍼레 션 게  정도로 매우 강력하다. 그리고

"Dep re()   
동기화시킨다. 예를 들어 동일한 ependen
번에 걸 서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은

단지 한 수행되게 된다.  

 지원

 .  

그림 3. Depend

 

DependentValueSet을 사용

로직을 비즈니스 로직에서 분리

메

또한 어떠한 특별한 속성도 그들의 상태를 추적(track)하기 위해 
추가되지 않고 DependentValueSet이 그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로 유지된다. 

구 종 성, 삭제, 수정을 
 지능적 하  .  

  잭션 내에서 "Depende t ue O je   
이 의 수행이 가능하 할  

endent Value Object"의 최종 상태를 ejbSto 에서 단지 한번만 
"D t Value Object"가 여러 

쳐 갱신될 수 있지만, ejbStore()에  
번만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DependentValueSet에 5개의 
부가적인 메소드가 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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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로

tValueSet으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에 
초기화되어 존재하는 객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getObjectToXXX 
메소드는 BMP 개발자가 어떤 객체가 삽입/삭제 또는 갱신되어야 
하는지 찾기 위해  DependentValueSet에 쿼리를 던지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ejbStore()에 있는 이런 갱신 작업들을 처리하기 
위한 "Dependent Value Object"에 특화된 SQL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다. 한번 동기화가 완료되면, DependentValueSet은 
반드시 notified(databaseHasBeenUpdated)되어 다음 트랜잭션을 위해 
자신을 clear할 수 있어야 한다. 

Resume 예제에서, 우리는 job entries Collection을 
DependentValueSet에 저장하였다. 엔티티 빈 리모트 인터페이스는 
job entries에 대한 생성/판독/갱신/삭제(CRUD) 오퍼레이션을 
드러내는데, 이들 각각은 jobentries라고 불리는 DependentValueSet에 
있는 메소드에 위임하고, resumes jobs의 모든 생명 주기 트래킹을 
처리한다. 트랜잭션의 종료 시점(ejbStore())에서, 어떤 job entries가 
생성/삭제/갱신 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해 DependentValueSet을 
쿼리하고 그것에 알맞게 적절한 SQL을 수행한다. 

각각의 Resume은 단지 하나의 Address "Dependent Value Object"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DependentValueSet에 대해 
좀 더 진보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수동으로 object에 
대한 get과 set을 수행할 수 있고, 간단히 isAddressModifed 플래그를 
keep around하여 ejbStore()로 하여금 Address가 트랜잭션에서 set 
되었는지 알게 하고, 만일 그렇다면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하게 한다. 

 

① addObjectFromDatabase(Object)  

 getObjectsToInsert()  

③ getObjectsToDelete()  

④ getObjectsToUpdate()  

⑤ databaseHasBeenUpdated()  

 

addObjectFromDatabase 메소드는 "Dependent Value Object"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초기화로(그냥 초기화..라고만 되어 있어서 '로'를 
붙였습니다. 의미가 틀려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드되었을 경우 
호출되며, Depend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