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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7  - JDBC technology와 BMP(Bean 

Managed Persistence) 
 

지금까지의 샘플 코드에서는 SQL 코드를 쓰지 않아도 백그라운드의 Cloudscape 데이타

베이스와 데이터의 저장 읽기 처리를 자동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컨테이너가 엔티티 

Bean 을 대신해 데이터의 저장과 읽기을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입니다. CMP(Container 

Managed Persistence)이라고 하는 용어는, 컨테이너가 데이터의 저장과 읽기를 처리 하

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레슨에서는 디폴트로 되어있던 CMP를 오버라이드(override)

하여 BMP(Bean Managed Pers istence)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BMP는 CMP 를 

오바라이드 해 컨테이너가 만든 SQL이 아닌 직접 지정한 SQL 커멘드를 사용하는 엔티

티 또는 세션 Bean 메소드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또한 BMP는 퍼포먼스를 

향상 시키거나 복수의 Bean 에 포함되는 데이터를 데이타베이스 테이블의 1 개의 행에 

맵핑해야할 때 꼭 필요합니다.  

이 레슨에서는 BMP를 사용하도록 샘플 J2EE 어플리케이션의 엔티티 Bean 을 수정합니

다. 

Bean 의 라이프 사이클  

「Lesson 3 」의 「BonusBean 」의 섹션에는 Container Managed Bean인 BonusBean 클

래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클래스는 보너스의 값을 돌려주는 getBonus, 사회 보장 번

호를 돌려주는 getSocSec, 및 건네받은 bonus 와 socsec 의 값을 사용해 엔티티 Bean 를 

생성하는 ejbCreate 메소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데이터를 저장 하는 데이

타베이스 테이블의 레코드의 작성등의 처리를 자동으로 수행해 메모리내의 데이터와 

테이블내의 레코드 데이터를 일치하도록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BMP를 사용하는 경우

는 이러한 동작을 모두 개발자 자신이 코딩해 줘야 합니다.  

즉 JDBC 및 SQL 의 코드를 추가해 컨테이너 관리 빈 샘플에서는 비워두었던 메소드들를

 구현해줘야 합니다.  

세션 빈과 엔티티 Bean는 비즈니스 메소드들과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이 샘플에서는 CalcBean 은 calcBean 및 getRecord 라고 하는 2 개의 비지니스 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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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가지고 BonusBean은 getBonus 및 getSocsec 라고 하는 2 개의 비지니스 메소드를 

가집니다. 또 CalcBean 와 BonusBean 는 다음과 같은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를 가집니다. 

비지니스 메소드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불려 가는 메소드이고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는 B

ean 의 컨테이너에 의해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o setEntityContext: 컨테이너는 우선 이 메소드를 호출해, EntityContext 오브젝트

를 엔티티 Bean 에 건네줍니다. EntityContext는 컨테이너에 의해 동적으로 업

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엔티티 Bean 가 그 라이프 타임 내에 여러 클라이언트

에 의해 불려 가는 경우에서도, Context는 각각의 호출에 대응한 현재의 데이

터를 유지하게 됩니다. 세션 Bean 는 setEntityContext 메소드에 대응하는 setSe

ssionContext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o ejbCreate: 클라이언트가 Bean 의 홈 인터페이스의 Create 메소드를 호출할 때 

컨테이너는 이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홈 인터페이스내의 각각 Create 메소드

드는 같은 파라메터와 리턴값을 가진(signature) ejbCreate 메소드와  연결되게 

됩니다.  

o ejbPostCreate: 컨테이너는 ejbCreate 메소드의 실행이 완료 한 후에 이 메소드

를 호출합니다. 대응하는 생성 메소드와 같은 인수를 가지는 모든 ejbCreate 메

소드에 각각 대응한 ejbPostCreate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다만 ejbPostCreate 는

 반환값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ejbPostCreate는 Bean 가 생성된 후에 클라이언

트가 이 Bean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기 전에 필요한 특수한 처리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특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엔 이 메소드를 그냥 비워

 둡니다.  

o ejbRemove: 클라이언트가 Bean 의 홈 인터페이스의 삭제 메소드를 호출할 때 

컨테이너는 이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 튜토리얼의 샘플 J2EE 어플리케이션

에서는 홈 인터페이스에 삭제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o unsetEntityContext: 컨테이너는 ejbRemove 메소드가 호출되어 엔티티 Bean 가 

삭제된 후에, 이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unsetEntityContext 메소드를 가지는 것

은 엔티티 Bean 뿐입니다. 세션 Bean 에는 대응하는 unsetSessionContext 메소

드를 가지지 않습니다.  

o ejbFindByPrimaryKey: 클라이언트가 Bean 의 홈 인터페이스의 findByPrimaryK

ey 메소드를 호출할 때 컨테이너는 이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홈 인터페이스의 

각 검색 메소드 마다, Bean 는 검색 메소드에 대응하여 동일한 파라미터와 반

환값(Signature)를 포함하는 ejbFind <type> 메소드를 가집니다.  

o ejbLoad 와 ejbStore: 컨테이너는 이러한 메소드를 호출해 빈과 백그라운드의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 시킵니다. 클라이언트가 set 메소드 등을 사용해 Bean 

내의 데이터의 설정(set) 또는 가져올(get)때, 컨테이너는 ejbStore 를 호출해 객

체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다시 ejbLoad를 호출해 오브젝트 데

이터를 데이타베이스로부터 읽어들입니다. 클라이언트가 finder 메소드를 호

출할 때 컨테이너는 ejbLoad 메소드를 호출해 백그라운드 데이타베이스의 데

이터를 사용해 Bean 를 초기화합니다.  

o ejbActivate 와 ejbPassivate: 컨테이너는 이 메소드를 호출해, Bean 의 상태를A

ctivation(활성화)과 Passvate(비활성화) 합니다. 활성화와 비활성화라는 것은 

Swap 디스크와 실제 메모리 간의 Bean의 Swapping을 의미하고 장시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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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클라이언트가 빈을 호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jbPassiv

ate의 구현는 Bean 에 의해 사용된 Connection이나 파일의 Close와 같은 처리

를 포함하게 되고 ejbActivate은 Open 처리 같은 것이 포함되게 됩니다.  

BonusBean 의 코드의 변경  

이 섹션에서는 Bean Management Persistence에 대응하는 BonusBean 의 코드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섹션에서 컨테이너 관리에 의한 Persistence 버전과 비교하면 이 버전에서

는 훨씬 많은 코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Import 문장 

InitialContext, DataSource 및 Connection 인터페이스는 데이타베이스 접속하기 위해서 

임포트 됩니다. PreparedStatement 인터페이스는 SQL Request를 생성하기 위해서 임포트 

됩니다. ResultSet 인터페이스는 query 에 의해 돌려주어진 레코드를 엑세스기 위해서 임

포트 됩니다. FinderException 및 SQLException 클래스는, 검색과 데이터베이스 엑세스의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서 임포트 됩니다.  

 

package Beans;  
import java.rmi.RemoteException; 
import javax.ejb.CreateException; 
import javax.ejb.EntityBean; 
import javax.ejb.EntityContext; 
import javax.naming.InitialContext; 
import javax.sql.DataSource; 
import java.sql.Connection; 
import java.sql.PreparedStatement; 
import java.sql.ResultSet; 
import javax.ejb.FinderException; 
import java.sql.SQLException; 

인스턴스 변수 

이 레슨에서 추가되는 인스턴스 변수에 의해 데이타베이스 접속과 해제가 가능하게 됩

니다. java:comp/env/jdbc/BonusDB라고 하는 캐릭터 라인은 자원 참조(resourse 

reference)명을 나타내, 이것은 Deploy툴을 사용해 엔티티 Bean 를 J2EE 어플리케이션에 

추가 할 경우에도 지정해줘야 합니다. 이 샘플에서는 자원 참조는 테이블 데이터가 저장 

되어 있는 Cloudscape 데이타베이스(CloudscapeDB)의 앨리어스(alias)명 입니다.  

이후에 CloudscapeDB 에 BONUS 테이블을 작성하여, 디플로이먼트시에는 jdbc/BonusD

B를 jdbc/CloudscapeDB 에 맵핑합니다. 

  
public class BonusBean implements EntityBean { 
private EntityContext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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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Connection con;  
private String dbName = "java:comp/env/jdbc/BonusDB";  
 
private InitialContext ic = null; 
private PreparedStatement ps = null; 
private double bonus;  
private String socsec;  

비지니스 메소드 

System.out.println 호출을 제외하고는 이 레슨에서는 비지니스 메소드에 변경을 더하지 

않습니다. System.out.println에 의해 비지니스 및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가 호출되는 순서

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ublic double getBonus() { 
    System.out.println("getBonus");  
    return this.bonus;  
}  
public String getSocSec() { 
    System.out.println("getSocSec"); 
    return this.socsec;  
}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  

다음의 메소드에서는 System.out.println를 호출하기 때문에, 비지니스 및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가 실행시 호출 되는 순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jbCreate  

이 레슨에서 사용하는 ejbCreate 메소드의 Signature는 CreateException외에 Remote-

Exception 및 SQLException 를 던지게 됩니다. 이 레슨의 ejbCreate 메소드는 독자적인 

SQL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 (SQL 처리를 컨테이너가 하지 않고 빈 자체가 하는 것을 기억

하라.) SQLException가 필요하고, 이 메소드는 원격 접근을 수행 하기 위해 

RemoteException 가 필요합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메소드가 Primary key의 String 값 돌려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홈 인터페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같은 메소드의 선언은 Bonus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리

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컨테이너는 이 메소드에 의해 돌려주어지는 Primary Key를 사

용해 Bonus 의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public String ejbCreate(double bonus, String socsec) 
        throws RemoteException,  
        CreateException,  
        SQLException {  
    this.socsec=socsec;  



Writing Enterprise Applications with Java 2 Platform, Enterprise Edition - part7 Issued by: <윤준호> 
Revision: <1.0>  <2001/04/29> 

JSTORM  <8/8> 

    this.bonus=bonus;  
 
    System.out.println("Create Method"); 
    try {  
//Establish database connection 
    ic = new InitialContext();  
    DataSource ds = (DataSource) ic.lookup(dbName); 
    con = ds.getConnection(); 
//Use PreparedStatement to form SQL INSERT statement 
//to insert into BONUS table 
    ps = con.prepareStatement( 
        "INSERT INTO BONUS VALUES (?  , ? ) ");  
//Set 1st PreparedStatement value marked by ?  , with 
//socsec and the 2nd value marked by ? ) with bonus 
    ps.setString(1, socsec);  
    ps.setDouble(2, bonus);  
    ps.executeUpdate();  
    } catch (javax.naming.NamingException ex) { 
        ex.printStackTrace();  
    } finally {  
//Close database connection 
    ps.close();  
    con.close();  
    }  
//Return primary key  
    return socsec;  
}  

 

ejbPostCreate  

이 메소드는 ejbCreate와 같은 Signature를 가지지만 이 샘플 프로그램에서는 생성 후의 

처리 또는 초기화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public void ejbPostCreate(double bonus, 
                            String socsec)  
                            throws RemoteException,  
                            CreateException,  
                            SQLException {  
    System.out.println("Post Create");  
    }   
 

ejbFindByPrimaryKey  

BonusBean 의 CMP 버전에는 ejbFindByPrimaryKey의 구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CMP를 지정하여 디플로이먼트시에 Primary Key를 지정할 경우, 컨테이너가 알아서 Pri

mary  Key에 의해 데이타베이스 레코드를 검색하여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이 레슨에서

는 BonusBean 는 BMP를 사용하여 디플로이먼트 되기 때문에, 이 메소드를 구현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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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SQLException도 던져야 합니다. CMP 버전에서는 RemoteException 와 FinderExcepti

on 예외만을 던져주었습니다.  

Find Operation이 ejbFindByPrimaryKey 에 건네진 Primary Key를 사용해 레코드를 검색해 

내면 Primary Key값이 리턴되고  컨테이너는 이 Primary Key 값을 이용해 ejbLoad 메소드

를 호출하여 bonus 및 socsec 데이터로 BonusBean 를 초기화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Primary Key의 Type인 String 값을 돌려줌에도 불구하고 홈 인터페이

스에 포함되는 이 메소드의 선언에서는 Bonus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리턴하고 있는 것

입니다. 컨테이너는, 이 메소드에 의해 돌려주어지는 Primart Key를 이용해 Bonus 의 인

스턴스를 생성합니다.  

 

public String ejbFindByPrimaryKey(String primaryKey) 
                throws RemoteException, FinderException, 
                SQLException {  
    System.out.println("Find by primary key"); 
    try {  
//Establish database connection 
        ic = new InitialContext(); 
        DataSource ds = (DataSource) ic.lookup(dbName); 
        con = ds.getConnection(); 
//Use PreparedStatement to form SQL SELECT statement 
//to select from BONUS table 
        ps = con.prepareStatement( 
        "SELECT socsec FROM BONUS WHERE socsec = ?  "); 
        ps.setString(1, primaryKey);  
//Use ResultSet to capture SELECT statement results  
        ResultSet rs = ps.executeQuery(); 
//If ResultSet has a value, the find was successful, 
//and so initialize and return key 
        if(rs.next()) {  
            key = primaryKey;  
        } else {  
            System.out.println("Find Error"); 
        }  
    } catch (javax.naming.NamingException ex) { 
        ex.printStackTrace();  
    } finally {  
//Close database connection 
        ps.close();  
        con.close();  
    }  
//Return primary key  
    return key;  
}   
 

ejb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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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소드는 ejbFindByPrimaryKey 호출이 정상적으로 종료한 후에 호출되어 데이터를 

로드하고 Bean 의 데이터와 데이타베이스의 데이터를 동기 시킵니다.  

 

public void ejbLoad() {  
    System.out.println("Load method"); 
    try {  
//Establish database connection 
        ic = new InitialContext(); 
        DataSource ds = (DataSource) ic.lookup(dbName); 
        con = ds.getConnection(); 
//Use PreparedStatement to form SQL SELECT statement 
//to select from BONUS table 
        ps = con.prepareStatement( 
            "SELECT * FROM BONUS WHERE SOCSEC = ? "); 
        ps.setString(1, this.socsec); 
//Use ResultSet to capture SELECT statement results  
        ResultSet rs = ps.executeQuery(); 
//If ResultSet has a value, the find was successful 
        if(rs.next()){  
            this.bonus = rs.getDouble(2); 
        } else {  
            System.out.println("Load Error"); 
        }  
    } catch (java.sql.SQLException ex) { 
        ex.printStackTrace();  
    } catch (javax.naming.NamingException ex) { 
        ex.printStackTrace();  
    } finally {  
        try {  
//Close database connection 
            ps.close();  
            con.close();  
        } catch (java.sql.SQLException ex) { 
            ex.printStackTrace();  
        }  
    }  
} 
 

ejbStore  

이 메소드는 클라이언트가 Bean 의 데이터를 설정(set) 또는 취득(get)해 오브젝트 데이

터를 데이타베이스에 보내거나 Bean 의 데이터와 데이타베이스의 데이터의 동기를 유

지 할 경우에 호출됩니다.  

 
public void ejbStore() {  
    system.out.println("Store method"); 
    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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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 database connection 
        DataSource ds = (DataSource) ic.lookup(dbName); 
        con = ds.getConnection(); 
//Use PreparedStatement to form SQL UPDATE statement 
//to update BONUS table  
        ps = con.prepareStatement( 
        "UPDATE BONUS SET BONUS = ?  WHERE SOCSEC = ? "); 
//Set 1st PreparedStatement value marked by ?  with 
//bonus and the 2nd value marked by ? ) with socsec 
        ps.setDouble(1, bonus);  
        ps.setString(2, socsec);  
        int rowCount = ps.executeUpdate(); 
    } catch (javax.naming.NamingException ex) { 
        ex.printStackTrace();  
    } catch (java.sql.SQLException ex) { 
        ex.printStackTrace();  
    } finally {  
        try {  
//Close database connection 
            ps.close();  
            con.close();  
        } catch (java.sql.SQLException ex) { 
            ex.printStackTrace();  
        }  
    }  
} 
 

ejbRemove  

이 메소드는 클라이언트가 Bean 의 홈 인터페이스의 삭제 메소드를 호출할 때 호출됩니

다. 이 샘플의 JavaBean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가 컨테이너로부터 BonusBean 를 삭

제하기 위해서 호출할 수 있는 삭제 메소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는 

ejbRemove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컨테이너가 ejbRemove를 호출할 때 ejbRemove는 

socsec 인스턴스 변수로부터 Primary Key (socsec)를 가져와, 컨테이너로부터 Bean 를 삭

제하여 대응하는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삭제 합니다.  

 

public void ejbRemove()  
            throws RemoteException {  
System.out.println("Remove method"); 
try {  
    DataSource ds = (DataSource) ic.lookup(dbName); 
    con = ds.getConnection(); 
    ps = con.prepareStatement( 
            "DELETE FROM BONUS WHERE SOCSEC = ? "); 
    ps.setString(1, socsec);  
    ps.executeUpdate();  
} catch (java.sql.SQLException 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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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rintStackTrace();  
} catch (Exception ex) {  
    ex.printStackTrace();  
    try {  
        ps.close();  
        con.close();  
    } catch (java.sql.SQLException ex) { 
        ex.printStackTrace();  
    }  
}  

 

ejbActivate  

Bean이 장시간에 걸쳐서 사용되지 않을 때, 컨테이너는 Bean을 비활성화 하여 Bean 를 

한때 Temporary 기억장치로 스왑합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Bean 의 어떤 비지니스 

메소드을 호출하는 경우, 컨테이너는 곧바로 그 Bean을 활성화 합니다. 이 메소드는 

EntityContext의 getPrimaryKey 메소드를 호출하여 Bean을 쿼리한 클라이언트가 Primary 

Key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쿼리가 끝나면, 컨테이너는 로드된 Primary Key를 

사용해 Bean 의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public void ejbActivate() { 
    System.out.println("Activate method"); 
    socsec = (String) context.getPrimaryKey(); 
} 

 

ejbPassivate  

Bean이 장시간에 걸쳐서 사용되지 않을 때, 컨테이너는 Bean 의 비활성화 하여 Bean 를 

Temporary  기억장치로 스왑합니다. 그러나 클라리언트가 그 Bean 의 비즈니스 메소드중 

하나를 호출하는 경우, 컨테이너는 곧바로 그 Bean을 활성화 합니다. 이 메소드는 Bean

이 비활성화 상태에 있는 동안 Primary Key을 null로 설정합니다.  

 

public void ejbPassivate() { 
    System.out.println("Passivate method");  
    socsec = null;  
}  

 

setEntityContext  

이 메소드는 컨테이너에 의해 호출되어 Bean의 Context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합니다. 

ejbActivate 메소드는 Context 인스턴스 변수의 getPrimarykey 메소드를 호출하여 비활성

화 Bean 를 활성화상태로 변경 하기 위해 이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public void setEntityContext( 
                javax.ejb.EntityContext ctx){ 
    System.out.println("setEntityContext me 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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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context = ctx;  
}   

 

unsetEntityContext  

엔티티 Bean이 삭제하기 위해 ejbRemove 메소드가 호출된후 컨테이너는 Context 인스턴

스를 null로 설정하기 위해서 이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unsetEntityContext  메소드를 가지

는 것은 엔티티 Bean 뿐입니다.  

 

public void unsetEntityContext(){ 
    System.out.println("unsetEntityContext method"); 
    ctx = null;  
}   
 

CalcBean 및 JBonusBean 의 코드의 변경  

BonusBean 는 독자적인 SQL 코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BonusBean 의 인스턴스를 생

성하는 CalcBean.calcbonus 메소드는 java.sql.SQLException 를 던지도록 변경되어야 합

니다. 다음에 이 변경의 한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public class CalcBean implements SessionBean { 
    BonusHome homebonus;  
 
    public Bonus calcBonus(int multiplier, 
                            double bonus, String socsec) 
                            throws RemoteException,  
                            SQLException,  
                            CreateException {  
 
    Bonus theBonus = null;  
    double calc = (multiplier*bonus); 
    try {  
        InitialContext ctx = new InitialContext(); 
        Object objref = ctx.lookup("bonus"); 
        homebonus = (BonusHome) 
                    PortableRemoteObject.narrow(  
                    objref, BonusHome.class); 
        } catch (Exception NamingException) { 
            NamingException.printStackTrace();  
        }  
//Store data in entity Bean 
    theBonus=homebonus.create(calc, socsec); 
    return theBon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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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onusBean 클래스는 CalcBean에서 던져진 SQLException 를 캐치하도록 변경되어야 합

니다. DuplicateKeyExcpetion는 CreateException의 서브클래스이기 때문에 catch 

(javax.ejb.CreateException e)문장에 의해 예외 처리 됩니다.  

 
public double getBonusAmt() { 
    if(strMult ! = null){  
        Integer integerMult = new Integer(strMult);  
        int multiplier = integerMult.intValue(); 
        try {  
            double bonus = 100.00;  
            theCalculation = homecalc.create();  
            Bonus theBonus = theCalculation.calcBonus( 
                                multiplier, bonus, socsec);  
            Bonus record = theCalculation.getRecord( 
                                socsec);  
            bonusAmt = record.getBonus(); 
            socsec = record.getSocSec();  
        } catch (java.sql.SQLException e) { 
            this.bonusAmt = 0.0;  
            this.socsec = "000"; 
            this.message = e.getMessage(); 
        } catch (javax.ejb.CreateException e) { 
            this.bonusAmt = 0.0; 
            this.socsec = "000"; 
            this.message = e.getMessage(); 
        } catch (java.rmi.RemoteException e) { 
            this.bonusAmt = 0.0;  
            this.socsec = "000"; 
            this.message = e.getMessage(); 
        }  
        genXML();  
        return this.bonusAmt;  
    } else {  
        this.bonusAmt = 0;  
        this.message = "None. "; 
        return this.bonusAmt;  
    }  
}  

데이타베이스 테이블의 작성  

이 샘플에서는 BMP 를 사용하기 때문에, CloudscapeDB 데이타베이스에 BONUS 데이타

베이스 테이블을 작성해야 합니다. CMP 를 사용하는 경우, 테이블은 자동적으로 생성됩

니다.  

쉬운 방법으로 데이타베이스 테이블은 createTable.sql 및 cloudTable.sh (Unix)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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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Table.bat (Windows/NT) 라고 하는 2 개의 스크립트를 사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샘플의 경우, createTable.sql 스크립트는 ~/J2EE/Beans 디렉토리에 저장 되어 있고 

cloudTable.sh (Unix) 또는 cloudTable.bat (Windows/NT) 스크립트는 ~/J2EE 디렉토리에 

저장 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실행하기에는, Beans 디렉토리 로 이동해, 다음의 커멘드를 실행합니다. 

 

Unix:  

../cloudTable.sh  

Windows/NT:  

..\cloudTable.bat  

 

createTable.sql  

이 파일은 이 레슨의 샘플 코드 다운로드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drop table bonus;  
 

create table bonus  
(socsec varchar(9) constraint pk_bonus primary key, bonus decimal(10,2));  
 

exit;   

cloudTable.bat  

이 파일은 이 레슨의 샘플 코드 다운로드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rem cloudTable.bat  
rem Creates BONUS table in CloudscapeDB.  
rem  
rem Place this script in ~\J2EE 
rem To run: cd ~\J2EE\cloudTable.sh 
rem  
rem Change this next line to point to *your* 
rem j2sdkee1. 2.1 installation 
rem  
set J2EE_HOME=\home \monicap\J2EE\j2sdkee1. 2.1 
rem  
rem Everything below goes on one line 
java -Dij.connection.CloudscapeDB= 
jdbc:rmi://localhost:1099/jdbc:cloudscape:  
CloudscapeDB\;create=true -Dcloudscape.system.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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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EE_HOME%\cloudscape -classpath 
%J2EE_HOME%_ib\cloudscape\client.jar;  
%J2EE_HOME%_ib\cloudscape\ tools.jar; 
%J2EE_HOME%_ib\cloudscape\cloudscape.jar;  
%J2EE_HOME%_ib\cloudscape\RmiJdbc.jar;  
%J2EE_HOME%_ib\cloudscape_icense.jar;  
%CLASSPATH% -ms16m -mx32m 
COM.cloudscape.tools.ij createTable.sql  

cloudTable.sh  

이 파일은 이 레슨의 샘플 코드 다운로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bin/sh  
#  
# cloudTable.sh  
# Creates BONUS table in CloudscapeDB.  
#  
# Place this script in ~\J2EE 
# To run: cd ~\J2EE\cloudTable.sh 
#  
# Change this next line to point to *your* 
# j2sdkee1. 2.1 installation 
#  
J2EE_HOME=/home/monicap/J2EE/j2sdkee1. 2 
#  
# Everything below goes on one line 
java -Dij.connection.CloudscapeDB=jdbc:rmi: 
//localhost:1099/jdbc:cloudscape:CloudscapeDB\;  
create=true -Dcloudscape.system.home= 
$J2EE_HOME/cloudscape -classpath 
$J2EE_HOME/lib/cloudscape/client.jar:  
$J2EE_HOME/lib/cloudscape/tools.jar:  
$J2EE_HOME/lib/cloudscape/cloudscape.jar:  
$J2EE_HOME/lib/cloudscape/RmiJdbc.jar:  
$J2EE_HOME/lib/cloudscape/license.jar:  
${CLASSPATH} -ms16m -mx32m 
COM.cloudscape.tools.ij createTable.sql  

JAR 파일의 삭제  

새로운 엔티티 Bean 코드를 적용하여 Bean JAR 파일을 갱신해야 합니다. 두개의 Bean를 

1 개의 JAR 파일에 저장 하고 있는 경우에는, 2BeansJar 를 삭제하고 새로운 JAR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CalcBean 를 추가하는 순서는 「세션 Bean 를 포함하는 JAR 의 작성」

(Lesson 3 ) 로 설명되어 있는 순서와 같습니다.  

그러나 BonusBean 를 추가하는 순서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간단히 설명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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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독립된 2 개의 JAR 파일에 각각의 Bean 를 저장 하고 있는 경우는, BonusBean를 포함한 J

AR 파일을 삭제하고 여기의 설명에 따라 새로운 JAR 파일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순서는 BonusBean 인터페이스 및 클래스를 JAR 파일에 추가한후부터 시작됩니

다.  

 

[EJB JAR]: 

 

o [Add] ([Contents] 윈도우의 근처에 있는 버튼 ) 를 클릭합니다.  

o 디렉토리를 바꾸어 Beans 디렉토리와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o [Bonus.class] 를 선택합니다.  

o [Add] 를 클릭합니다.  

o [BonusBean.class] 를 선택합니다.  

o [Add] 를 클릭합니다.  

o [BonusHome.class] 를 선택합니다.  

o [Add] 를 클릭합니다.  

 

[Enterprise Bean JAR classes]: 

 

o Beans/Bonus.class ,Beans/BonusHome.class  및 Beans/BonusBean.class 가 표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o [OK] 를 클릭합니다.  

 

[EJB JAR]:  

 

o [Next] 를 클릭합니다.  

 

[General]:  

 

o Beans.BonusBean 가 클래스명으로,Beans.BonusHome 가 홈 인터페이스로, Be

ans.Bonus 가 리모트 인터페이스인 것을 확인합니다.  

o 표시명으로서 BonusBean 라고 입력합니다.  

o [Entity] 를 클릭합니다.  

o [Next] 를 클릭합니다.  

 

[Entity Settings]:  

 

o [Bean-managed persistence] 를 선택합니다.  

o Primary Key클래스는 java.lang.String 입니다. 덧붙여 Primary Key는 클래스형

태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Private 형태는 Primary Key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o [Next]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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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Entries]:  

 

o [Next] 를 클릭합니다. 이 엔티티 Bean 에서는 프로퍼티 (환경 엔트리) 를 사용

하지 않습니다.  

 

[Enterprise Bean References]: 

 

o [Next] 를 클릭합니다.  

 

[Resource References]: 

 

o [Add] 를 클릭합니다.  

o [Coded Name] 의 제 1번째 열에 jdbc/BonusDB 라고 입력합니다. [Type]에는 ja

vax.sql.DataSource이 [Authentication]에는 Container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o [Next] 를 클릭합니다.  

 

[Security]: 

 

o [Next] 를 클릭합니다. 이 간단한 엔티티 Bean 에서는 Security Role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Transaction Management]:  

 

o [Container-managed transactions]을 선택합니다.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o 아래의 리스트의 create ,findByPrimaryKey, getBonus 및 getSocSec를 requ ired

로 설정합니다. 이것에 의해 이러한 메소드를 실행하기 전에 컨테이너는 새로

운 트랜잭션을 시작하고 이러한 메소드가 종료하는 직전에 Commit됩니다. 트

랜잭션 설정의 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Enterprise JavaBeans Developer's Guid

e」의 「Chapter 6」을 참조해 주세요.  

o [Next] 를 클릭합니다.  

 

[Review Settings]: 

 

o [Finish] 를 클릭합니다.  

 

[Inspecting] 윈도우: 

 

o 2BeansApp 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JNDI names]를 클릭합니다.  

o CalcBean에 calcs를 BonusBean에 bonus를, 그리고 jdbc/BonusDB 에jdbc/Cloud

scape 를 할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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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의 검사와 디플로이먼트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먼트하기전에 검사(Verifier)를 실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Verifier는 엔터프라이즈 Bean 메소드가 없는 등의 compiler 가 캐치 할 수 없는 어플리케

이션 컴퍼넌트의 에러를 검출합니다.  

 

주의 - Verify 또는 디플로이먼트를 할 때 Save  에러가 발생할 경우는, 모든 것을 셧
다운하고 서버와 툴을 재시작해 주세요.  

Verify : 

o 2BeansApp 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Tools] 메뉴로부터 [Verifier]를 선택합

니다.  

o 표시된 다이얼로그의 [OK] 를 클릭합니다. 윈도우에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종

료한 것을 알리는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o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종료하여 어플리케이션의 디플로이먼트를 할 준비가 갖

추어졌다는 뜻이고 Verifier 윈도우를 닫습니다.  

o  
주의 - 버젼 1.2. 1 소프트웨어에서는,tests app.WebURI 에러가 리턴되는경우가 있

습니다. 이 에러는, Deploy 툴이 WAR 파일의 작성시에 WAR 파일 에 . war 확장자

(extension)를 붙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에러는 문제가 되는 버그

는 아니고, 이 에러가 발생해도 J2EE 어플리케이션은 전혀 문제 없이 디플로이 먼트 
됩니다. 

디플로이먼트 : 

o [Tools] 메뉴로부터 [Deploy Application] 를 선택합니다. [Deploy BonusApp] 

다이알로그 박스가 표시됩니다.  

o 타겟 서버로서 로컬 호스트 또는 J2EE 서버를 실행하고 있는 호스트의 이름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o [Return Client Jar] 체크 박스를 선택 합니다. 이 체크 박스를 선택으로 하면, 엔

티티 Bean 가 필요로 하는 디플로이먼트 정보를 포함한 JAR 파일이 작성됩니

다.  

o [Next] 를 클릭합니다.  

o CalcBean 의 JNDI 명이 calcs 가 되어 있고,BonusBean 의 JNDI 명이 bonus 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 BonusDB 의 JNDI 명이 jdbc/Cloudscape 로 되

어 있는 것도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절한 JNDI 명을 입력하고 Ret

urn 키를 누릅니다.  

o [Next] 를 클릭합니다. Context Root명으로서 JSPRoot 가 표시되고 있는 것을 확

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절한 문맥 루트명을 입력하고 Return 키를 누

릅니다.  

o [Next] 를 클릭합니다.  

o [Finish] 를 클릭해 디플로이먼트를 시작합니다. 디플로이먼트 진행상황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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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다이알로그 박스가 표시됩니다.  

o 디플로이먼트가 완료 하면 [OK] 를 클릭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디폴트로 Web 서버는 8000포트로 실행됩니다. bonus.jsp 페이지를 열려면 브라우저에 

http://localhost:8000/JSPRoot/bonus.jsp을 포인트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Deploy 툴이 JSP 

페이지를 저장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o 사회 보장 번호와 보너스 비율을입력합니다.  

o [Submit] 버튼을 클릭합니다. Bonus.jsp 는 데이터를 처리해 보너스의 계산 결

과를 포함한 HTML 페이지를 돌려줍니다.  

 

데이타베이스에 액세스할 때마다, J2EE 서버 출력이 다음과 같은 메세지를 나타내는 경

우가 있습니다. 이 메세지는 데이타베이스에의 액세스에 필요한 유저명과 패스워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loudscape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는 유저명

과 패스워드는 필요없으므로 이 메세지는 무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메세지가 표시

되어도, 이 샘플은 문제 없이 동작합니다.  

 

Cannot find principal mapping information for data source with JNDI name 
jdbc/Cloudscape  
 

다음은 J2EE 서버의 결과 출력입니다 (위의 메세지를 삭제한 출력)  

  
setEntityContext method  
Create Method  
Post Create  
setEntityContext method  
Find by primary key  
Load method  
getBonus  
Store method  
Load method  
getSocSec  
Store method  
Find by primary key  
Load method  
getSocSec  
Store method  
Load method  
getBonus  
Store method   
<? xml version="1. 0"? >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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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usCalc ssnum="777777777" bonusAmt="300. 0" /> 
</report>  

관련 자료  

엔티티 Bean 와 BMP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문서를 참조해 주세요. 

http://java.sun.com/j2ee/j2sdkee/techdocs/guides/ejb/html/Entity.fm.html   
 

데이타베이스 접속의 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다음의 문서를 참조해 주세요.  

http://java.sun.com/j2ee/j2sdkee/techdocs/guides/ejb/html/Database.fm.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