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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2 – 간단한 Entity Bean 
 
본장에서는 Entity Bean 를 사용해, Lesson 1에서 작성한 샘플을 확장합니다.  

BonusServlet 은 Entity Bean 를 사용해, ID 넘버와 보너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하거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드립입니다. 이 데이타베이스 엑세스 기능을 추가함으

로써 Lesson 1 에서 개발한 씬 클라이언트의 샘플에, 5계층 어플리케이션의 마지막 층을 

추가하게 됩니다.  

J2EE SDK 에는 Cloudscape 데이타베이스가 번들되어 있기 때문에 Entity Bean 으로부터

의 데이타베이스에의 엑세스를 위해서 새롭게 환경을 셋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이 

샘플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데이타베이스의 테이블을 작성하거나 엑세스하기 위한 SQL 
나 JDBC 코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테이블의 작성이나 SQL 의 코드 생성은  어셈

블리와 디플로이먼트시에 디플로이먼트툴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Entity Bean 의 작성 

Entity Bean 는, 데이타베이스의 테이블의 하나의 행에 저장 되어 있는 영속적인 데이터

를 나타냅니다. Entity Bean 가 작성되면 대응하는 데이타베이스의 테이블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Entity Bean 의 데이터가 갱신되면, 데이타베이스내의 대응하는 데이터도 갱신

됩니다. 데이타베이스의 데이터의 작성이나 갱신을 위해서 SQL 이나 JDBC 의 코드를 작

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ntity Bean 의 데이터는 시스템 다운시에도 잃어 버리지 않고 영속적입니다.  

   
o Entity Bean 의 데이터가 갱신되는 도중 크래쉬가 발생할 경우, Entity Bean 의 

데이터는 마지막 트랜잭션 완료  상태로 복원됩니다.  
o 데이타베이스의 트랜잭션의 한중간에 크래쉬가 발생할 경우, 파손한 데이터

에 의한 불완전한 Commit를 방지 하기 위해 트랜잭션은 처음으로 되돌아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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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usHome 

Session Bean 의 코드인 CalcHome 와 아래의  Entity Bean  코드 BonusHome 와의 주된 차
이는, findByPrimaryKey 라고 하는 검색 메소드가 추가되어 있는 점입니다. 이 메소드는 

ID 넘버를 프라이머리 키로서 파라미터에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이 메소드

에게 건네져서 ID 넘버와 일치하는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는 테이블의 행을 참조할 때에 
사용됩니다.  

create 메소드는 보너스와 프라이머리 키를 파라미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BonusServlet
가 홈 인터페이스를 인스턴스화해 create 메소드를 호출하면, 컨테이너는 BonusBean 의 
인스턴스를 작성해 ejbCreate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BonusHome.create 메소드와 

BonusBean.ejbCreate 메소드는 같은 파라메터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너스와 프라이머리 키의 값은 Entity Bean 의 컨테이너에 의해 홈 인터페이스로부터 
Entity Bean 에게 건네집니다. 이미 존재하는 프라이머리 키(ID 넘버)가 지정될 경우, 

java.rmi.RemoteException이 던져지고  이 예외는 BonusServlet가 처리하게 됩니다.  
 
package Beans;  
import java.rmi.RemoteException;  
import javax.ejb.CreateException;  
import javax.ejb.FinderException;  
import javax.ejb.EJBHome;  
public interface BonusHome extends EJBHome {  
    public Bonus create(double bonus, String socsec)  
        throws CreateException, RemoteException;  
    public Bonus findByPrimaryKey(String socsec)  
        throws FinderException, RemoteException;  
}  

Bonus 

홈 인터페이스가 생성된 후에, 즉 홈 인터페이스 인스턴스가 Create 된후에, 컨테이너는 
리모트 인터페이스와 Entity Bean 를 생성합니다. Bonus 인터페이스는 서블릿이 Entity 
Bean 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getBonus 메소드와 getSocSec 메소드를 선언하

고 있습니다.  
 
package Beans;  
import javax.ejb.EJBObject;  
import java.rmi.RemoteException;  
public interface Bonus extends EJBObject {  
    public double getBonus() throws RemoteException;  
    public String getSocSec() throws RemoteExce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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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usBean 

BonusBean 는 컨테이너 관리 Entity Bea n(CMP)  입니다. 이것은, Entity Bean 와 데이타베

이스의 사이의 엑세스를 위한 코드를 쓰거나 트랜잭션관리를 정의하지않더라도, 컨테

이너가 알아서 데이터의 영속성이나 트랜잭션의 관리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

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써 Entity Bean 의 영속성이나 트랜잭션을 독자적인 방법으로 관
리해야 할 경우, 이하의 BonusBean 의 코드내의 빈 메소드를 구현해 줘야 합니다. Bean 
관리의 영속성이나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아래 문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o 「Writing Advanced Applications」튜토리얼 제 3장                                 

developer.java.sun.com/developer/onlineTraining/Programming/JDCBook  
o 「Java 2 Enterprise Edition Developer's Guide」 제4장                                      

java.sun.com/j2ee/j2sdkee/techdocs/guides/ejb/html/DevGuideTOC.html  

 

BonusServlet가 BonusHome.create 를 호출하면, 컨테이너는 BonusBean.setEntityCotext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setEntityContext 메소드에 파라메터로 건네진 EntityContext 의 인

스턴스는 Bean 에 자기 자신의 레퍼런스를 돌려거나 프라이머리 키를  가져오기 위한 메
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Next 컨테이너는 ejbCreate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ejbCreate 메소드는 데이터를 Bean 의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 하고 컨테이너는 그 데이터를 데이타베이스에 기입합니다. 
ejbPostCreate 메소드는 ejbCreate 메소드의 Next 호출되어 Bean 가 작성된 후에 필요로 
되는 모든 처리를 실행합니다. 이 샘플에서는 이러한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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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빈 메소드들은  Bean 에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나려고 할때 컨테이너가 호출하는 
콜백 메소드입니다. 이중 몇 개는 Bean 관리 엔티티빈의 영속성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고 
그외의 메소드는 그 Bean 에서만 특별히 사용되는 초기화의 처리를 하는 경우에 사용됩

니다. 이러한 초기화는 Bean 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특정의 타이밍에 발생해, 컨테이

너에 의해 Bean 에 통지되어 그 때에 따라 적절한 메소드가 컨테이너로 호출됩니다. 이
러한 빈 메소드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o ejbPassivate 메소드와 ejbActivate 메소드는, 컨테이너가 Bean 를 스왑 인 / 스

왑 아웃 하기 전에 호출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메모리와 디스크의 교환의 사이

에 교환을 하는, 가상 메모리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o ejbRemove 메소드는, 클라이언트가 홈 인터페이스의 remove 메소드를 호출할 

때에, 컨테이너에 의해 호출됩니다.  
o ejbLoad 메소드와 ejbStore 메소드는, 컨테이너가 Bean 의 상태와 데이터베이

스 의 동기화를 하기 전에 호출됩니다. 

 

getBonus 메소드와 getSocSec 메소드는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 되어 있는 데이터를 받을 
때 클라이언트로부터 불려 갑니다. 이 샘플에서는, set<type> (이)라고 하는 이름의 메소

드는 없지만 그러한 메소드가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Bean 의 인스턴스 변수를 변경하

기 위해서, 그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인스턴스 변수에 어떠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해
당하는 데이타베이스의 테이블의 행도 갱신됩니다.  

 
package Beans;  
import java.rmi.RemoteException;  
import javax.ejb.CreateException;  
import javax.ejb.EntityBean;  
import javax.ejb.EntityContext;  
public class BonusBean implements EntityBean {  
    public double bonus;  
    public String socsec;  
    private EntityContext ctx;  
    public double getBonus() {  
        return this.bonus;  
    }  
    public String getSocSec() {  
    return this.socsec;  
    }  
 
    public String ejbCreate(double bonus, String socsec)  
        throws CreateException{  
    //Called by container after setEntityContext  
        this.socsec=socsec;  
        this.bonus=bonus;  
        return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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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void ejbPostCreate(double bonus, String socsec) {  
    //Called by container after ejbCreate  
    }  
    //These next methods are callback methods that  
    //are called by the container to notify the  
    //Bean some event is about to occur  
    public void ejbActivate() {  
    //Called by container before Bean  
    //swapped into memory  
    }  
    public void ejbPassivate() {  
    //Called by container before  
    //Bean swapped into storage  
    }  
    public void ejbRemove() throws RemoteException {  
    //Called by container before  
    //data removed from database  
    }  
    public void ejbLoad() {  
    //Called by container to  
    //refresh Entity Bean's state  
    }  
    public void ejbStore() {  
    //Called by container to save  
    //Bean's state to database  
    }  
    public void setEntityContext(EntityContext ctx){  
    //Called by container to set Bean context  
    }  
    public void unsetEntityContext(){  
    //Called by container to unset Bean context  
    }  
}  

서블릿의 변경 

Lesson 1에서 작성한 BonusServlet의 init 메소드와 doGet 메소드를 수정합니다. init 메소

드는 Session Bean 의 CalcBean 와 Entity Bean 의 BonusBean 를 검색합니다.  

 
public class BonusServletextends HttpServlet {  
    CalcHome homecalc;  
    BonusHome homebonus;  
    Bonus theBonus, record;  
    public void init(ServletConfig config)  
        throws ServletException{  
        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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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tialContext ctx = new InitialContext();  
            Object objref = ctx.lookup("bonus");  
            Object objref2 = ctx.lookup("calcs");  
            homebonus= (BonusHome)  
            PortableRemoteObject.narrow(  
                objref, BonusHome.class);  
            homecalc=(CalcHome)  
            PortableRemoteObject.narrow(  
                objref2, CalcHome.class);  
        } catch (Exception NamingException) {  
            NamingException.printStackTrace();  
        }  
    }  
....  
}  
 

doGet 메소드내의 try 블럭에서 CalcBean 와 BonusBean 의 홈 인터페이스가 생성됩니다. 
보너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calcBonus가 호출된 후, Entity Bean 의 인스턴스와 그 인스턴

스에 대응하는 데이타베이스의 테이블의 행을 작성하기 위해서, BonusHome.create 메소

드가 호출됩니다. 테이블이 작성되면 BonusHome.findByPrimaryKey 메소드가 호출되어 
프라이머리 키(ID 넘버)에 대응하는 레코드를 가져옵니다. Next, 입력된 값, 계산된 보너

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온 데이터를 포함한 HTML 페이지가 브라우저에 돌려주어

집니다.  

catch 절에서는 프라이머리 키(ID 넘버) 중복 예외가 처리 됩니다. 데이타베이스의 테이

블은 같은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는 행을 두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복 된 ID 넘버를 

건네받을 경우 서블릿은 Entity Bean 의 인스턴스를 작성하기 전에 그것을 처리 합니다. 
키 중복의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서블릿은 입력된 데이터, 계산된 보너스, 키의 중복의 
에러를 표시하는 HTML을 돌려줍니다.  

 
try {  
        Calc theCalculation;  
    //Retrieve Bonus and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tring strMult = request.getParameter(  
                    "MULTIPLIER"); //Calculate bonus  
        Integer integerMult = new Integer(strMult);  
        multiplier = integerMult.intValue();  
        socsec = request.getParameter("SOCSEC");  
    //Calculate bonus  
        double bonus = 100.00;  
        theCalculation = homecalc.create();  
        calc = theCalculation.calcBonus(multiplier, bonus);  
    //Create row in table  
        theBonus = homebonus.create(calc, socsec);  
        record = homebonus.findByPrimaryKey(socsec);  
    //Displa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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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rintln("<H1>Bonus Calculation</H1>");  
        out.println("<P>Soc Sec passed in: " +  
                        theBonus.getSocSec() + "<P>");  
        out.println("<P>Multiplier passed in: " + multiplier +  
                        "<P>");  
        out.println("<P>Bonus Amount calculated: " +  
                        theBonus.getBonus() + "<P>");  
        out.println("<P>Soc Sec retrieved: " +  
                        record.getSocSec() + "<P>");  
        out.println("<P>Bonus Amount retrieved: " +  
                        record.getBonus() + "<P>");  
        out.println("</BODY></HTML>");  
    //Catch duplicate key error  
 } catch (javax.ejb.DuplicateKeyException e) {  
        String message = e.getMessage();  
    //Display data  
        out.println("<H1>Bonus Calculation</H1>");  
        out.println("<P>Soc Sec passed in: " + socsec +   
                       "<P>");  
        out.println("<P>Multiplier passed in: " +  
                        multiplier + "<P>");  
        out.println("<P>Bonus Amount calculated: " +  
                        calc + "<P>");  
        out.println("<P>" + message + "<P>");  
        out.println("</BODY></HTML>");  
 } catch (Exception CreateException) {  
      CreateException.printStackTrace();  
 }  

컴파일 

우선 Entity Bean 와 서블릿을 컴파일 합니다. 패스나 클래스 패스의 설정, 소스 코드를 
저장하는 디렉토리에 대해서는 Lesson 1 을 참조해 주세요.  

Entity Bean 의 컴파일 

Unix  

#! /bin/sh  
cd /home/monicap/J2EE  
J2EE_HOME=/home/monicap/J2EE/j2sdkee1. 2.1  
CPATH=. :$J2EE_HOME/lib/j2ee.jar  
javac -d . -classpath "$CPATH"  
Beans/BonusBean.java Beans/BonusHome.java Beans/Bonus.java  

Windows  

cd \home\monicap\J2EE  
set J2EE_HOME=\home \monicap\J2EE\j2sdkee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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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CPATH=. ;%J2EE_HOME%\lib\j2ee.jar  
javac -d . -classpath %CPATH% Beans/BonusBean.java Beans/BonusHome.java 
Beans/Bonus.java  

서블릿의 컴파일 

Unix  

cd /home/monicap/J2EE/ClientCode  
J2EE_HOME=/home/monicap/J2EE/j2sdkee1. 2.1 
CPATH=. :$J2EE_HOME/lib/j2ee.jar:/home/monicap/J2EE  
javac -d . -classpath "$CPATH" BonusServlet.java  

Windows  

cd \home\monicap\J2EE\ClientCode  
set J2EE_HOME=\home\monicap\J2EE\j2sdkee1. 2.1  
set CPATH=. ;%J2EE_HOME%\lib\j2ee.jar; \home\monicap\J2EE  
javac -d . -classpath %CPATH% BonusServlet.java  

플랫폼과 툴을 실행하자 

이 샘플을 실행하기에는, J2EE 서버, 디플로이먼트툴, Cloudscape 데이타베이스를 시작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커멘드를 각각 다른 윈도우로 실행해 주세요.  

 
j2ee -verbose  
deploytool  
cloudscape -start  
 

만약 이것들이 동작하지 않으면, J2EE 디렉토리로부터 이러한 커멘드를 실행해 보세요.  

Unix  

j2sdkee1. 2.1/bin/j2ee -verbose  
j2sdkee1. 2.1/bin/deploytool  
j2sdkee1. 2.1/bin/cloudscape -start  

Windows  

j2sdkee1. 2.1\bin\j2ee -verbose  
j2sdkee1. 2.1\bin\deploytool  
j2sdkee1. 2.1\bin\cloudscape -start  

어셈블리와 디플로이먼트 

어셈블리와 디플로이먼트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o 어플리케이션 파일의 갱신  
o Entity Bean 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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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파일의 갱신 

WAR (Web Archive) 파일에는, BonusServlet와 bonus.html 가 포함됩니다. BonusServlet
를 변경했으므로, 새롭다 서블릿의 코드로 J2EE 어플리케이션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

다.  

 
o Local Applicatons Window: BonusApp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o [Tools]메뉴 : [Update Application Files]를 선택합니다.  
 
노트: 지금까지의 Lesson 로 작성한 BonusApp 어플리케이션은 자동적으로 언인스

톨됩니다. 

Entity Bean 의 작성 

Entity Bean 를 위한 EJB JAR 파일을 작성하는 순서는, Lesson 1에서 만들어본 Session 

Bean 의 작성 순서와 매우 비슷하지만 몇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트: 본장에서는, Lesson 1 으로 작성한 샘플에의 변경을 최소로 하기위해,  Entity 
Bean 를 Session Bean 와는 다른 JAR 파일에 저장합니다. 이러한 Bean 들은 서로 관
련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JAR 파일에 정리해 디플로이먼트할 수도 있습니다.  
 

[File] 메뉴 

:  
o [New Enterprise Bean]를 선택합니다.  

 
[Introduction]  다이알로그 박스 :  

 
o [Next >]를 클릭합니다.  

 

[EJB JAR]다이알로그 박스:  

 
o [Enterprise Bean will go in field]에 BonusApp 라고 하는 문자열이 표시되

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o 표시명을 BonusJar 에 설정합니다.  
o 컨텐츠 윈도우내의[Add]버튼을 클릭합니다.  

 
[Add Contents to JAR]다이알로그 박스:  

 
o 디렉토리를 열어, 내용을 표시합니다.  
o Bonus.class 를 선택합니다.  
o [Add]버튼을 클릭합니다.  
o BonusBean.class 를 선택합니다.  
o [Add]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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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BonusHome.class 를 선택합니다.  
o [Add]버튼을 클릭합니다.  
o [OK]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1. BonusJar 에의 파일의 추가 

 

[EJB JAR]다이알로그 박스:  

 
o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General]다이알로그 박스:  

 
o 클래스명을 Beans.BonusBean 에 설정합니다.  
o 홈 인터페이스를 Beans.BonusHome 에 설정합니다.  
o 리모트 인터페이스를 Beans.Bonus 에 설정합니다.  
o 표시명에 BonusBean 라고 입력합니다.  
o [Entity]를 체크합니다.  
o [Next >]를 클릭합니다.  

 
[Entity Settings]다이알로그 박스:  

 
o [Container-Managed persistence](을)를 선택합니다.  
o 그 아래의 윈도우의 bonus 와 socsec 를 체크합니다.  
o 프라이머리 키를 클래스 java.lang.String로 설정합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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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아니면 설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Primitive Type (ex: int, float, char 등등) 형태는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 할 수 없습

니다.  
o primary key field를 socsec 로 설정합니다.  
o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Environment Entries]다이알로그 박스:  

 
o [Next >]를 클릭합니다. 이 샘플의 Entity Bean 에서는 프로퍼티(환경 엔트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nterprise Bean References]다이알로그 박스:  

 
o [Next >]를 클릭합니다. 이 Entity Bean에서는 다른 엔터프라이즈 Bean을  참조 

하지 않습니다.  

 

[Resource References]다이알로그 박스:  

 
o [Next >]를 클릭합니다. 이 Entity Bean는, 데이타베이스나 JavaMail Session 오

브젝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Security]다이알로그 박스:  

 
o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Entity Bean 에서는 security roles 의 설정은 

하지 않습니다.  

 

[Transaction Management] 다이알로그 박스:  

 
o [Container-managed transactions]을 선택합니다.  
o 아래의 리스트에 표시되어 있는 create, findByPrimaryKey, getBonus, getSocSec

을 required로 설정합니다. 이것은 컨테이너가 이러한 메소드를 호출하기 전에

 새로운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랜잭션은 메소드가 종료하

는 직전에 Commit를 합니다. 이 트랜잭션의 설정에 대하여는,[Enterprise Java B
eans Developer's Guide]의 제6장을 참조해 주세요. (java.sun.com/j2ee/j2sdkee/te
chdocs/guides/ejb/html/DevGuideTO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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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트랜잭션 관리 

 
o [Next >]를 클릭합니다.  
o [Finish]를 클릭합니다.  

 
Local Applications:  

 
o BonusApp 를 선택합니다.  
o 검사중 윈도우의 [JNDI names] 을 선택합니다.  
o BonusBean 의 JNDI 명을 bonus 에 설정합니다.  
o 리턴 키를 누릅니다.  

 

J2EE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먼트하기 전에, Entity Bean 를 디플로이먼트하기 위한 설
정과 SQL 을 생성 하기 위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정 방법법은 다음과 같습니

다.  

 

Local Applications 윈도우   : 

 
o BonusBean 를 선택합니다.  

 

Inspecting window 윈도우  :  

   
o [Entity]탭을 선택합니다.  
o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Deployment Settings]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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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loyment Settings]윈도우:  

   
o [Database JNDI name] 을 jdbc/Cloudscape 에 설정합니다.  
o 리턴 키를 누릅니다.  
o [Create table on deploy]과[Delete table on Undeploy]가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

인합니다.  
o [Generate SQL now]을 클릭합니다.  
 
노트: 접속 에러가 발생할 경우, 데이타베이스를 실행해 주세요.  
 

 

그림 3. SQL 와 데이타베이스 테이블의 생성 

 
o SQL 의 생성이 완료 되면 EJB 메소드의 리스트에 표시되어 있는 findByPrimary

Key 메소드를 선택합니다. 메소드의 오른쪽에는, SQL 문장이 표시됩니다. SEL
ECT "socsec" FROM "BonusBeanTable" WHERE "socsec"=? 와 같이 표시될 것
입니다. 의문 부호(? )는 findByPrimaryKey 메소드에게 건네진 파라미터를 나
타냅니다.  

o [OK]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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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EE 어플리케이션의 Verify 와 Deploy 

Verify:  
o BonusEar 가 선택된 상태로 [Tool]메뉴로부터 [Verifier]를 선택합니다.  
o 다이알로그 박스가 표시되면 [OK]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제 없이 검사가 종료

했다는 메세지가 표시될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먼트할 준비가 
갖추어졌으므로, Verifier 윈도우를 닫습니다.  

 
노트: Version 1.2 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tests app.WebURI 에러가 발
생할 수도 있지만, 어플리케이션은 정상적으로 디플로이먼트됩니다.  

 
디플로이먼트 :  

 
o [Tool]메뉴로부터[Deploy Application]를 선택합니다. 
 
노트: [Return Client Jar]라고 하는 체크 박스는, 체크하지 말아 주세요. 이 체크 
박스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위한 스탠드얼론 어플리

케이션을 디플로이먼트하는 필요가 있을 때 뿐입니다. 이 샘플에서는 서블릿과 HT
ML 페이지를 사용하므로, 이 체크 박스를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체크 박스를 
체크하면 스탠드얼론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JAR 파일이 작성됩니

다.  
 
o [Next >]를 클릭합니다. CalcBean 의 [JNDI names]에 calcs와 BonusBean 의 [JND

I names] 에 bonus 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만약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설정해주고 리턴 키를 누릅니다.  

o [Next >]를 클릭합니다. 문맥 루트명이 BonusRoot 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해 주세요. 만약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설정한후 리턴 키를 누릅니다.  
o [Next >]를 클릭합니다.  
o [Finish]버튼을 클릭해, 디플로이먼트를 시작합니다.  
o 디플로이먼트가 완료되면 [OK]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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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EE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Web 서버는, 디폴트로 8000 번 포트로 기동합니다. bonus.html 를 열려면 브라우저에 

http://localhost:8000/BonusRoot/bonus.html를 입력합니다. social security number 와 
multiplier 를 입력하고 Submit 버튼을 클릭합니다. BonusServlet가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

해, 계산된 보너스를 포함한 HTML 페이지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Bonus Calculation  
Soc Sec passed in: 777777777  
Multiplier passed in: 25  
Bonus Amount calculated: 2500.0  
Soc Sec retrieved: 7777777777  
Bonus Amount retrieved: 2500.0  

 

bonus.html 에 돌아와, social security number는 변경하지 않고 multiplier 를 2 로 변경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Bonus Calculation  
Soc Sec passed in: 777777777  
Multiplier passed in: 2  
Bonus Amount calculated: 200.0  
Duplicate primary k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