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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ccess Command 

Beans 
 

 

 

 

 

엔터프라이즈 빈은 영속성있는 데이터 저장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퍼시스턴스 로직과 영속성있는 저장소의 세부사항들을 
엔터프라이즈 빈의 비즈니스 로직과 분리해 디커플하고 캡슐화할 수 
있는가? 

 

(엔티티 빈 없이)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세션 빈 계층을 
프로그래밍하거나 BMP 엔티티 빈을 작성할 때, 공통적인 과제는 
퍼시스턴스 로직을 세션 빈이나 엔티티 빈과 잘 혼합하는 일이다. 세션 
빈의 경우 이러한 작업은 보통 비즈니스 로직과 혼합된 데이터 저장소 
의존적인 접근 코드(JDBC와 같은)를 작성하는 것이며, 엔티티 빈의 
경우에는 ejbCreate(), ejbLoad(), ejbStore() 그리고 ejbRemove() 
메소드에 JDBC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접근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한다. 

 

①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 로직이 뒤섞인다. 비즈니스 로직에 
퍼시스턴스 로직을 혼합하는 것은 유지보수라는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스파게티 퍼시스턴스 코드 사이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구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며, 퍼시스턴스 코드는 하나의 계층으로 
국한되는 대신에 비즈니스 계층으로 퍼지게 된다. 

② 특정한 퍼시스턴스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베이스) 타입에 강하게 
결합된다. (JDBC와 같은) 특정 퍼시스턴스 API를 비즈니스 로직에 
코딩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은 특정 데이터 저장소 타입(OODBMS, 
RDBMS, LEGACY)에 타이트하게 커플링된다. 이는 데이터 저장소 
타입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 나아가 최근의 
데이터 저장소의 사용뿐만 아니라 레거시 통합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서로 다른 두 퍼시스턴스 API들이 비즈니스 로직에 
혼합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코드는 더욱 복잡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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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데이터 스키마의 변경에 취약하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한 
약간의 변경에도 퍼시스턴스 로직과 비즈니스 로직을 수정하고 다시 
컴파일해야 할 것이다. 이는 두 로직이 타이트하게 커플링되어 있기 
때문이다. 

④ 로직이 반복된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모든 EJB에는 반복적인 
JDBC 코딩(데이터 소스 검색, 커넥션 가져오기,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선언, ResultSet의 결과 파싱, 스테이트먼트와 커넥션 
닫기 등)이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커플링과 유지보수로 인한 문제들은 재사용 가능한 
비즈니스 컴포넌트의 작성을 어렵게 한다. 많은 경우, 데이터 저장소 
타입들 사이의 재사용성은 중요하지 않다. 단지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 
저장소(RDBMS, ODBMS, LDAP 등)의 사용이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상세에 대한 퍼시스턴스 로직의 결합도를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결합도이건 아니건, 엔터프라이즈 빈에 대한 
퍼시스턴스 로직의 혼합은 여전히 심각한 유지보수 문제를 
발생시시킨다. 

 

따라서: 

퍼시스턴스 로직을 "Data Access Command Bean"으로 캡슐화하여 
퍼시스턴스 로직으로부터 엔터프라이즈 빈을 디커플링하라. 

 

DACB("Data Access Command Bean")는 엔터프라이즈 빈 
클라이언트에게 간단한 set/get/excute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일반 
자바 빈 스타일의 객체이다. "Data Access Command Bean"은 
퍼시스턴스 로직과 영속성있는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캡슐화하여 EJB 계층 하부에 존재하는 구분되고 디커플된 
퍼시스턴스 계층을 형성한다. 

 

"Data Access Command Bean" 패턴은 클라이언트에게 매우 간단한 
인터페이스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Command” 패턴(Gamma, 
et al., 1994)과 유사하다(그림 1.를 참고하라). 클라이언트는 "Data 
Access Command Bean"을 생성하고,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설정하고, command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하여 get 
메소드를 호출한다. 그리고 command가 값의 복수 레코드를 리턴할 
경우 next 메소드를 호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직원 관리 작업을 처리하는 EmployeeServices 세션 
빈을 살펴보자. EmployessServices는 자신을 생성하고, 조직의 
직원들을 검색하는 메소드들을 제공한다. 세션 퍼사드의 예처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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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은 도메인 모델을 사용하지 않으며 대신 데이터베이스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한다. 

 

EmployeeServices 빈을 퍼시스턴스 로직과 디커플링하기 위해서, 두 
개의 "Data Access Command Bean"을 작성한다. 그 중 하나는 직원의 
생성을 처리하며, 나머지 하나는 같은 이름을 가진 모든 직원들의 
검색을 처리한다. 이러한 DACB들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2.과 
같다. 

 

 
그림 1. 

 
그림 2. 

 

이러한 "Data Access Command Bean"을 사용함으로써, 
EmployeeServices의 코드는 매우 간단해진다. 다음의 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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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Services 세션 빈이 어떻게 InsertEmployeeCommand와 상호 
작용하는가를 보여준다. 

 

InsertEmployeeCommand insEmp = null; 

   try { 

      insEmp = new InsertEmployeeCommand(); 

      insEmp.setEmail("me@home.com"); 

      insEmp.setId(id); 

      insEmp.setName("Ed"); 

   } catch (DataCommandException e) { 

      this.ctx.setRollbackOnly(); 

      throw new EJBException(e.getMessage()); 

   } 

 

QueryEmployeeByName command의 이용은 조금 다른데, 이는 
command가 같은 이름을 가진 다수의 직원들을 리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try { 

      QueryEmployeeByNameCommand query = 

      new QueryEmployeeByNameCommand(); 

      query.setName(name); 

      query.execute(); 

      Vector employees; 

      EmployeeDTO anEmployee; 

      while (query.next()) { 

         anEmployee = new EmployeeDTO(query.getId(), 

         query.getName(), 

         query.getEmail()); 

      } 

      return employees; 

   } catch (DataCommandException e) { 

      this.ctx.setRollbackOnly(); 

      throw new EJBException(e.getMess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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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빈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베이스 타입의 상세 사항으로부터 세션 
빈 클라이언트를 완벽하게 결합도를 줄이는 것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예외인 DataCommandException을 data access command가 throw하는 
것에 주의하라.  

 

"Data Access Command Bean"은 그림 3와 같은 상속 구조에서 
구현된다. 모든 "Data Access Command Bean"은 
BaseReadCommand와 BaseUpdateCommand의 두 abstract class 중 
하나를 상속한다. 이들 두 재사용 가능한 클래스들은 퍼시스턴스 
로직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설정, 데이터베이스 실행, 그리고 클린업 
코드 등을 구현하고 있다. 

 

 
그림 3. 

 

"Data Access Command Bean"을 구현하는 것은 간단하다. insert나 
update, 또는 delete 등을 구현한다면, 클래스는 
BaseUpdateCommand를 상속하도록 한다. 또는 질의(query)를 
구현한다면, BaseReadCommand를 상속한다. 이들 abstract 
수퍼클래스들은 "Data Access Command Bean" 개발자가 세부적인 
퍼시스턴스 로직을 개발할 필요가 없도록 해준다. 개발자는 단지 
사용되는 데이터 소스의 JNDI 이름과 실제 실행될 유즈 케이스에 
기반한 SQL 스트링,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즈 케이스에 기반한 get/set 
메소드만을 코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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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InsertEmployeeCommand extends BaseUpdateCommand { 

      static String statement = 

            "insert into Employees (EMPLOYEEID,NAME,EMAIL) values (?,?,?)"; 

      static final String dataSourceJNDI = "bookPool"; 

      protected InsertEmployeeCommand() throws DataCommandException { 

         super(dataSourceJNDI, statement); 

   } 

   public void setEmail(String anEmail) throws DataCommandException { 

         try{ 

            pstmt.setString(3, anEmail); 

         } catch (SQLException e) { 

            throw new DataCommandException(e.getMessage()); 

         } 

   } 

      ... //more sets 

} 

 

"Data Access Command Bean" 패턴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퍼시스턴스 로직과 비즈니스 로직을 디커플링한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퍼시스턴스 로직은 간단한 자바 빈/커맨드 스타일 
인터페이스 뒤로 캡슐화된다. 비즈니스 로직은 더 이상 ResultSet 
파싱과 드라이버/스테이트먼트 트랙킹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퍼시스턴스 계층을 생성한다. (EJB 계층으로부터) "Data Access 
Command Bean"으로 모든 퍼시스턴스 로직을 추출함으로써 양쪽 
계층이 서로 독립적으로 변경되고, 하나의 계층의 다른 계층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을 돕는다. 

데이터 소스에 독립적이다. DACB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OODBMS), 
레거시 어댑터 등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퍼시스턴스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다. 사실, 퍼시스턴스 로직이 하나의 
계층에 국한되어 있다면 데이터베이스간의 마이그레이션은 쉬워진다. 

  어느 티어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이 챕터는 EJB를 주제로 한 
패턴을 다루고 있지만, "Data Access Command Bean"은 어느 
시나리오(EJB, 서블릿, JSP, Taglib 등)에서나 깔끔하고 튼튼한 
퍼시스턴스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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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command 스타일 인터페이스는 모든 
DACB에 일관되게 남아있다. 심지어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 저장소가 
지원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제공된다. 

 

이 패턴의 단점는 다음과 같다. 

 

별도의 계층에 객체를 추가한다. 별도의 계층에 추가된 command 
bean은 다른 계층과 구분된 퍼시스턴스 로직에 작성되어야 한다. 

발전된 JDBC의 특징을 지원하지 않는다. 배치 업데이트와 같은 
특징들은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Data Access Command Bean"에서 
명시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Data Access Command Bean" 패턴은 엔터프라이즈 빈으로부터 
퍼시스턴스 로직을 디커플하는 간단한 확장 방법을 제공하여, 세션 
퍼사드와 BMP 엔티티 빈의 뒤에서 퍼시스턴스를 처리하는 매력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 준다. DACB는 Reading 패턴의 JDBC와 함께 
병렬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command bean의 인터페이스는 
Data Transfer RowSet 패턴을 위하여 RowSet을 직접 리턴하도록 
간단하게 수정될 수 있다. 

 

 

Related Patterns 

Data Access Command Bean (Matena and Stearns, 2001) 

Data Access Object (J2EE Blueprints; Alur, et al.,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