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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Transfer RowSet 
 

 

 

 

“JDBC for Reading” 을 사용할 때, 관계 데이터는 클라이언트에서 
“Session Façade” 로 네트워크 계층을 통해서 전송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테이블 형식으로 클라이언트에 어떻게 관계 데이터를 
전송될 수 있을까? 

 

HTML 페이지 또는 애플릿에서 테이블과 같은 일반적인 읽기 전용 
테이블의 데이터를 리스트할 때,  “JDBC for Reading” 패턴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JDBC 호출하도록 세션 빈을 사용하는 것을 
주장한다. 이 실행은 BMP를 사용하던지 혹은 CMP 엔진이 엔티티 빈 
데이터의 벌크 로딩을 지원하지 않거나 엔티티 빈 캐시을 사용할 수 
없다면 성능을 향상할 수 있다. 

 

JDBC 호출을 하는 “Session Façade” 에서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난다. 
클라이언트에서 이 데이터 엑세스를 정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일반적인 해법은 “Data Transfer Objects” 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JDBC for Reading” 패턴에서 사용된 사원/부서를 
생각해 보자.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부서와 함께 회사의 모든 사원 
리스트한 테이블을 출력하고자 한다. 

Employee

Adam Berman
Eileen Sauer
Ed Roman
Clay Roach

Department

Development
Training

Management
Architecture

 
그림 1. 사원 HTML 테이블 

 

“Data Transfer Objects” 는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Custom 
EmployeeDepartmentDTO를 생성해서 데이블에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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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EmployeeDepartmentViewObject { 

public String employeeName; 

public String employeeTitle; 

... 

public String departmentName; 

public String departmentLocation; 

... 

} 

 

 

여기에서,  세션 빈은 사원과 사원의 부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ResultSet 을 얻기 위해 JDBC 호출을 할 것이다. 그 다음 세션 
빈은 ResultSet 에서 수동으로 필드를 추출하고, DTO 를 출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setters 를 호출한다. ResultSet 에서 각 행은 
Collection에 추가한 DTO로 전송될 것이다. DTO의 이 Collection은 
이제 네트워크 이동할 수 있는 묶음（소비를 위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가능한）을 이룬다. 

 

“Data Transfer HashMap” 패턴에서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 전송 
메커니즘으로 DTO를 사용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UI가 DTO 계층에 
높은 결합도는 같는 것뿐만 아니라, 생성되어야 해야 하는 매우 큰 
DTO 계층에 의해서 유지보수성 문제를 초래한다. “JDBC for Reading” 
을 사용할 때,  DTO는 추가적인 문제를 가진다. 

 

① 성능 :. 

ResultSet에 있는 테이블 안에 열을 나타내는 데이타가 있는데 
데이타를 객체의 집합으로 변환하고 다시 그것을 테이블로 변환하는 
것은 중복된 작업이다. 

 

“JDBC for Reading”을 사용할 때, 데이터 전송 메커니즘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테이블 성질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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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계층에서 EJB 계층의 ResultSet 에서 행 관계 데이터를 
직접 정렬시키기 위한 RowSet을 사용하라. 

 

JDBC2.0에서 소개된 RowSet은 인터페이스이며 java.sql.ResultSet의 
서브 클래스이다. EJB 개발자와 관련된 RowSet을 만드는 것은 RowSet 
인터페이스가 ResultSet 데이터를 감싸고 그것을 클라이언트 측에 
정렬하도록 하는 특별한 구현이다. 클라이언트는 ResultSet을 
사용했듯이 RowSet에서 열과 필드를 직접 연산할 수 있다. JDBC2.0은 
CachedRowSet이라고 하는 구현을 소개한다. CachedRowSet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ResultSet 데이터를 
복사해서 이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측으로 가져가도록 한다. 일단 
CachedRowSet이 데이터로 초기화되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은 
닫히고, CachedRowSet은 SQL 쿼리 결과의 복사본을 관리한다. 

 

Employee와 Department 예제로부터, RowSet 사용은 하나의 객체에서 
Employee와 Department 데이터의 완전한 테이블을 가져오고, 그것을 
클라이언트 측에 전달한다. 그림2는 RowSet접근이 “Data Transfer 
Object” 접근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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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 Value Object 대 RowSet 

 

클라이언트 측에서, RowSet으로부터 가져온 데이터는 테이블의 
컬럼과 열에 직접 매핑할 수 있다. 

 

JDBC와 RowSet 사용은 다음과 같은 많은 이점이 있다. 

 

① RowSet은 모든 쿼리 연산을 위한 공통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RowSet을 이용함으로써, 모든 클라이언트는 모든 데이터 쿼리에 대해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유스 케이스이든간에 또는 
어떠한 데이터가 반환되던간에, 클라이언트가 연산하는 인터페이스는 
같다.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특정한 DTO 유스 케이스가 높은 결합력을 
갖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접근에 변화가 필요할 
때 “Data Transfer Object” 는 같이 변경되야 하지만, RowSet 
인터페이스는 똑같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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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복 데이터의 변환을 제거한다. 

RowSet은 JDBC ResultSet 에서 직접 생성할 수 있다. DTO 에서 
ResultSet 으로 변환 단게를 제거한 다음 클라이언트 측에 테이블로 
인쇄한다. 

 

다음과 같은 흥정이 있다. 

 

①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클라이언트는 테이블 컬럼 이름과 같은 영속성 스키마 
세부사항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클라이언트는 속성을 가져오기 
위해 RowSet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한 컬럼 이름을 
알아야한다. 이러한 문제는 “Generic Attribute Access” 패턴에서 
설명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속성 이름 규약을 지킴으로써 줄일 수 
있다. 

 

② 객체 지향적이지 않다 

객체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다소 “Data Transfer 
Object”/엔티티 빈에 기반한 대부분의 J2EE 아키텍쳐에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데이터 묶음을 일반적인 표 객체로 옮기는 것은 
매우 비 객체지향적인 것처럼 보인다. RowSet를 사용할 때, 어떠한 
비즈니스 개념도 반영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데이터 그 자체는 
데이터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비즈니스 개념이다. 

 

③ 쿼리 결과를 체크하는 컴파일 시간이 없다 

클라이언트는 “Value Object”에 있는 getXXX()를 호출하지말고, 
RowSet에 있는 getString(“XXX”)를 호출해야한다.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RowSet으로부터 가져오고자 하는 속성 이름을 틀리게 
타이핑하는 것과 같은 컴파일 시간에 잡을 수 없는 에러들을 
클라이언트 측 개발에 공개하는 것이다. 

 

한가지 기억해야할 중요한 점은 몇 RowSet 인터페이스의 구현이 
업데이트 가능하고 데이터 베이스로 그 변경을 동기화할 수 
있다하더라도, 개발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하기 위해 사용하지는 
말아야 한다. 업데이트는 “Session Façade” 나 “Data Transfer Object” 
의 메소드의 파라메터 전달로 수행하여야 한다. “Data Transfer 
RowSet” 은 “JDBC for Reading” 패턴과 함께 결합하여 읽기 전용 
데이터에만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