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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J2EE프로젝트는
위험하다.
성공적인 엔터프라이즈 자바 프로젝트를 위한
10가지 지침
엔터프라이즈 자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신경쓸 것이 많다. 업체와의 관계, 설계
(design)와 개발(development)에 있어서 만성적인 오버 엔지니어링(over-engineering),
그러면서도 제정신 유지하기(staying sane) 등. 여기에 예측할 수 있는, 혹은 예측할 수도
없는 위험요소들이 따라온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 글을 통해 저자 Humphrey Sheil는 엔터프라이즈 자바 프로젝트를 위협하는 10가
지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본문
개발자, 수석 개발자(senior developer), 설계자(architect) 등 여러 직잭에서 종사하면서
필자는 온갖(정말 잘 된(the good), 좀 안좋은(the bad), 엉망진창인(the ugly)) 엔터프라
이즈 자바 프로젝트를 접해 봤다. 어떤 프로젝트는 성공하고 다른 것은 실패할 때마다
필자 스스로도 왜 그런지 답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성공이라는 것이 프로젝트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J2EE 프로젝트라고 예외는 아니다. 다만 다른 프로젝트와 수
준이 다를 뿐이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엔터프라이즈 자바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10가
지 위험 요소를 선정하여 독자 여러분에게 보여줄 생각이다.

앞으로 소개할 위험 요소에는 단순히 프로젝트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에서부터 프로젝
트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심지어는 프로젝트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도 있다.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 알고 뛰어난 안내자가 있다면 모
두 피해갈 수 있다.

이 글은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필자는 각각의 위험 요소를 아래와 같이 다룰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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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험 요 소 이 름(Danger name) : 위험 요소를 한 줄로 요약한 것이다.
- 발 생 단 계(Project phase ) :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프로젝트 단계
- 영 향 받 는 단 계(Project phase(s) affected) : 대부분의 경우 위험 요소는 이후 프로젝
트 단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 증 상(Symptoms) : 위험 요소와 관련 있는 증상
- 해결책 (Solution) : 합심해서 위험 요소를 피하는 방법과 위험 요소가 프로젝트에 끼
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
- 하 고 싶 은 말 (Notes) : 위험 요소와 관련하여 알리고 싶은 정보이지만 위의 범주에 속
하지 않는 것.

엔터프라이즈 자바 프로젝트 단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알기 위해서는 프로
젝트 단계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

- 업 체 선 정(Vendor Selection) : J2EE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할 도구들의 최
상의 조합을 뽑아내는 단계이다.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부터 즐겨 마실 커피까지.
- 디자인 (Design) : 전형적인 폭포수 모델과 "코딩하고 보자(code it and see)" 방법론
중 필자의 선택은 디자인이다. 필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개발에 들어가기 위해 그 전에
충분한 디자인 단계를 거친다. 그것은 정확히 무엇을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아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proposed solution)을 갖기 위해 디자인 템플릿을 사용한다. 그렇다고 이 단계 동
안 전혀 코딩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성능(performance)이나 모듈화(modularity)는 말로
만 풀기 어렵기 때문이다.
- 개 발(Development) : 이전 단계 동안 작업했던 내용을 보여주는 단계이다. 적절한 도
구를 선택하고 적절한 디자인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물 흐르듯 개발이 되는 건 아니지만
도움은 된다.
- 안정화 /로드 테스트(Stabilization/Load Testing) : 이 단계에 이르면 시스템 설계자
(system architect)와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는 모든 일을 멈추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또한 동시 접속자 수(number of concurrent users), 복구 시나
리오(failover scenarios) 등 시스템 운영 상태(system's vital statistics)가 적절한가 살펴
두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 단계에 이를 때까지 품질(quality)과 성능을 간과해서는 안된
다. 품질이 좋지 않거나(low-quality) 느린(slow) 코드는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 전에 해결
해야 한다.
- 운 영(Live) : 정확히 말하면 프로젝트 단계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무덤에 묻고 비석을
세우는 시점이다. 하지만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잘못된 디자인이나 잘못된 개발 도
구에 의한 지나간 실수라는 유령들(the ghosts of past mistakes )이 무덤에서 뛰쳐 나와
괴롭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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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영향(특히 차후 영향(knock-on effect))을 받는 프로젝트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준비는 이 정도로 하고 앞서 말한 10가지 위험 요소를 살펴 보자.

위험 요소 1 : 자바도 모르고 , EJB도 모르고 , J2EE 도 모른다.(Not
understanding Java, not understanding EJB, not understanding J2EE)
바로 맞췄다.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듯이 이 크나큰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나누어 얘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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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Description) : 자바를 모른다(Not understanding Java)
발생 단계 :
개발
영 향 받 는 단계 :
디자인, 안정화 , 운영
영 향 받 는 시스템 특 성(System characteristics affected) :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 확장성(scalability), 성능
증상 :
- JDK 코어 API에 있는 클래스와 함수를 중복 구현한다.
- 아래 나열한 것의 일부 혹은 전부가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나열한 것은 일
부에 불과하다)
- 가배지 콜렉터(train, generational, incremental, synchronous, asynchronous)
- 객체가 가배지 콜렉트될 때 -- 빈 참조(dangling references)
- 자바에서 사용되는 상속 메카니즘(과 그 장단점(tradeoff))
- 메소드 오버라이딩(over-riding)과 오버로딩(over-loading)
- 왜 java.lang.String(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클래스로 대신하라)은 성능이 안좋은가
- 자바에서 참조로 넘기기(pass-by reference)의 의미(EJB에서 값으로 넘기기(passby value)의 의미와 비교해서)
- 원시 클래스가 아닌 클래스(nonprimitives)에서 ==와 equals() 메소드의 차이점
- 서로 다른 플랫폼(선점형(pre-emptive )이냐 아니냐 같은)에서 자바는 쓰레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 그린(Green) 쓰레드와 네이티브(native ) 쓰레드의 차이점
- 핫스팟(과 핫스팟 이전의 성능 향상법(performance tuning)이 소용없는 이유)
- JIT와 좋은 JIT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JAVA_COMPILER를 설정하지 않아야 코드가
잘 실행된다든가)
- 콜렉션 API
- RMI
해결책 :
자바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한다. 특히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자바는 언어 이상, 플랫폼(JDK
와 관련 도구)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 아니라면 자바 프로그래머 자격증을 획
득하라.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속한 그룹 모두
에게나 혹은 일부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것도 좋다 . 그러면 작업하는 것이 한층 재
미있어질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가려면 자바 기술과 관련된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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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필자가 근무한 회사에서는 모두 이런 메일링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활
발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이 재직 기간 동안 운영되었다) 당신의 바로 옆 개발자에게 물
어 보라. 그가 가장 좋은 답을 해줄 것이다.

하고 싶은 말 :
당신이나 당신 팀의 다른 누군가가 프로그래밍 언어와 플랫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
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엔터프라이즈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실력 있는 자바 프로그래머에게 EJB 와 J2EE는 최적의 환경이다. 하지만 부족한 프로그
래머에게는 최악의 환경일 뿐이다.
설 명 : EJB를 모른다(Not understanding EJB)
발생 단계 :
디자인
영향 받는 단계 :
개발, 안정화
영 향 받 는 시 스 템 특성 :
유지보수성
증상 :
- EJB가 처음 한 번만 동작한다.(레디 풀(ready pool)에 있는 무상태 세션 빈(stateless
session bean)이 특히)
- EJB를 재사용하지 않는다.
- 컨테이너와 비교했을 때 프로그래머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모른다.
- 명세와 맞지 않는 EJB를 만든다.(과다한 쓰레드 생성(fire threads), 네이티브 라이브러
리 사용(load native libraries), 입출력 성능 향상 도모(attempt to perform I/O) 등)
해결책 :
당신의 EJB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말마다 EJB 명세서를 읽으라.(1.1 버전은 314쪽
분량이다) 그리고나서 2.0 명세서(524쪽!)를 읽고 1.1 명세에 비해 2.0 명세의 개선된 점을
인지하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라면 EJB 에서의 적절한 행동(legal action)을 설명하는
부분에 집중하라. 그렇다면 18.1절과 18.2절부터 시작해도 좋다.
하고 싶은 말 :
당신이 사용하는 도구를 만든 업체 관점에서만 EJB를 보지 말라. EJB 모델의 기초를 이
루는 명세와 업체만의 특성과의 차이점을 인지하라. 그렇게한다면 필요한 경우 다른 업
체의 도구나 같은 도구의 다른 버전에서도 당신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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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 J2EE를 모른다(Not understanding J2EE)
발생 단계 :
디자인
영 향 받 는 단계 :
개발
영 향 받 는 시스템 특 성 :
유지보수성, 확장성, 성능
증상 :
- "모두 다 EJB(Everything is an EJB)" 디자인.
- 컨테이너가 제공하는 메카니즘을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트랙잭션 관리(manual
transaction management).
- 커스텀 보안 구현 (custom security implementation). J2EE 플랫폼이 프리젠테이션
(presentation)에서부터 백 엔드(back end)까지 완벽하고 통합된 보안 구조(the most
complete and integrated security architecture)를 제공하는데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해결책 :
J2EE 중요 컴포넌트(key component)에 대해 알아보고 각 컴포넌트가 가지는 편리함과
불편함을 알아두라. 그리고 하나씩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두라. 아는 것이 힘이다.
하고 싶은 말 :
알아야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좋은 자바 개발자가 좋은 EJB 개발자가 되고,
거기서 한 단계 발전하여 J2EE 전문가(guru)가 되는 것이다. 자바와 J2EE에 대해 많이
알수록 디자인할 때와 구현할 때 더 잘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디자인할 때부터 시작된다.

위험 요소 2 : 오버 엔지니어링(EJB든 아니든 )(Over-engineering(to
EJB or not to EJB))
발생 단계 :
디자인
영 향 받 는 단계 :

JSTORM

<9/9>

이런 J2EE프로젝트는 위험하다
Revision: <1.0>

Issued by: <한제택>
<2001/7/26>

개발
영 향 받 는 시스템 특 성 :
유지보수성, 확장성, 성능
증상 :
- 필요이상으로 큰 EJB.
- 자기네들이 만든 EJB가 무슨 일을 하고 각각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개발자.
- EJB, 컴포넌트, 서비스 모두 재사용하지 않는다.
- 트랜잭션 안에서 다시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EJB.
- (만전을 기하기 위한) 너무 높은 수준의 데이타 독립성(data isolation).
해결책 :
오버 엔지니어링은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방법론(extreme programming)으로 해결할 수
있다. 주어진 요구사항을 최소한으로 만족하도록 디자인하고 코딩하라. 그 이상은 하지
마라. 향후 평균 부하 요구치(future average load requirement)나 피크(peak) 타임일 때
의 시스템 활동 같은 미래 예측이 필요하더라도 시스템에 무엇이 필요한 지까지 생각하
지 말라. J2EE 플랫폼에는 확장이나 복구 같은 특성이 정의되어 있고 서버 기반환경
(server infrastructure)에서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소한의 시스템은 한 가지 일을 완벽하게 하는 작은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면
재사용 수준이 높아지며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동작한다. 또한 유지보수성이 강해지며
향후 요구 사항도 쉽게 추가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
또 다른 해결책으로 디자인 패턴을 채택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하면 시스템 디자인이
훨씬 향상된다. EJB 모델 자체도 디자인 패턴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EJB의
홈(Home) 인터페이스는 파인더(Finder)와 팩토리(Factory) 패턴을 사용한 것이다. 리모
트(Remote) 인터페이스는 실제 빈 구현의 프록시(Proxy) 역할을 하며 컨테이너가 호출
을 가로챌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로드 밸런싱(transparent load balancing)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디자인 패턴의 힘을 간과하는 것은 큰 실수다.
필자가 또 강조하고 싶은 위험 요소는 EJB 를 위해 EJB를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하지도
않을 거면서 애플리케이션의 일부에 EJB를 사용한다면, 아무 이득이 없더라도 전체 애
플리케이션에 EJB 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것이 오버 엔지니어링이다. 하지만 지금도 서
블릿과 자바빈으로 잘 짜여진 애플리케이션이 아무런 이유 없이 EJB 로 재작성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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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소 3 : 프리젠테이션 로직을 비지니스 로직으로부터 분리
하지 않다(Not separating presentation logic from business logic)
발생 단계 :
디자인
영 향 받 는 단계 :
개발
영 향 받 는 시스템 특 성 :
유지보수성, 증축성(extensibility), 성능
증상 :
- 크고 거추장스러운 JSP.
- 비지니스 로직이 바뀔 때마다 JSP를 수정한다.
- 디스플레이 요구사항이 바뀔 때마다 EJB와 백 엔드 컴포넌트를 수정해서 재배치시켜
야 한다.
해결책 :
J2EE 플랫폼은 프리젠테이션 로직을 내비게이션(navigation)이나 콘트롤(control) 등 결
국에는 비지니스 로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이것을 모델 2
아키텍처(Model 2 architecture)라고 한다. 이미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 리팩토링
(refactoring)를 하라. 적어도 한 군대 몰려 있는 내용을 잘게 나누기는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바꾸는 작업이란 그와 관련된 위젯(widget)을 사용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차근차근히 리팩토링 작업을 거쳐 시스템이 이와 같은 구
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하고 싶은 말 :
UI 프레임워크(태그립(taglib) 같은)와 연동한 일괄 디자인은 로직 분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로 GUI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려 하지 말라. 사용할 만한 제품은 충분
히 많다. 하나씩 비교해보고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 사용하면 된다.

위험 요소 4 : 개발 장비에서 테스트 하지 않다(Not deploying
where you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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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단계 :
개발
영 향 받 는 단계 :
안정화, 평행성(Parallel), 운영
영 향 받 는 시스템 특 성 :
당신의 온전한 정신
증상 :
- 운영 장비에서 수일 또는 수주 동안 트랜잭션이 지속된다.
- 수많은 의문점과 주요 시나리오를 테스트하지 않은 채 운영하려는 무모함.
- 운영 장비에서의 데이타가 개발 단계나 안정화 단계에서의 것과 다르다.
- 개발 장비에서 빌드 (build)할 수 없다 .
- 애플리케이션이 개발 단계나 안정화 단계, 심지어 운영 환경(production environment )
에서 모두 다르게 동작한다.
해결책 :
위험 요소 4의 해결책은 개발 환경을 운영 환경에 최대한 같게 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시
작한다. 운영하려는 바로 그 환경에서 개발하라. 솔라리스 7에서 JDK 1.2.2 환경에서 운
영할 거면서 레드햇 리눅스에서 JDK 1.3으로 개발하지 말라. 또한 운영하려는 애플리케
이션 서버와 다른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개발하지 말라. 운영 자료(production data)를
가지고 테스트하고 인위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의지하지 말라. 운영 자료 중 기밀을 요하
는 것은 관련된 내용을 없애고 사용하면 된다. 예기치 못한 운영 자료는 다음 사항에 해
가 된다.
- 자료 확인 절차(data validation rule)
- 이미 확인된 시스템 동작(tested system behavior)
- 시스템 컴포넌트 사이의 연관성(contracts between system components)(EJB-EJB와
EJB-데이타베이스가 특히 그렇다)
더 안좋은 사실은 이러한 증상들은 예외(exception)나 널 포인터, 전에는 본 적이 없는 동
작 때문에 일어난다는 점이다.
하고 싶은 말 :
개발자들은 안정화하기 전에는 안전성(secutrity)을 잊곤 한다. ("좋아, 화면이 나오는군,
이제 사용자 인증 부분을 붙이자구.(Yeah, the screens work, now let's add in the user
validation stuff.)") 이 위험 요소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성에도 비지니스 로직을 구성하는
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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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란 복잡한 작업이다.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정책적인 문제(political issue)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는 건 당연하다. 그것이 운영이다. 개발과 안정화
단계는 많은 실수를 만들어내고 운영하기 전에 그들을 해결하는 단계이다. 이 점을 활용
하라! 그러면 운영하는 동안 고생을 덜 하게 될 것이다.
프로젝트 경험이 많을수록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많이 알게 된다. 당신 자신과 당
신의 팀을 위해 엔지니어링 노트를 작성하라. 운영하는 동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
지 않도록.

위험 요소 5 : 잘못된 업체 선정(Choosing the wrong venders)
발생 단계 :
업체 선정
영 향 받 는 단계 :
디자인, 개발, 안정화/로드 테스트, 운영
영 향 받 는 시스템 특 성 :
확장성, 성능, 유지보수성, 안정성
증상 :
- 개발자들이 도구와 씨름한다.
- 구현 도중 발생하는 해결 가능한, 또는 해결 불가능한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의
핵심 부분이 다시 디자인되어야 한다.
- 도구들이 잘 통합되지 않거나 아예 통합되지 않는다.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IDE, IDE
와 디버거, 소스 관리 도구와 빌드 도구 등)
- 선정된 IDE, 디버거 등을 놔두고 개발자들이 손에 익은 도구를 사용한다.
해결책 :
위험 요소 5를 피해가려면 업체 선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 위험 요소 10의 해결책을 참고
하는 것도 좋다.
IDE 같은 경우는 직접 사용해봐야 평가할 수 있다. J2EE 구현(implementation)은 시스
템 아키텍처를 만족하는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정말로 클러스터링 환경을 원한다면 적어도 석 달은 개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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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발 중간에 사용하던 도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 경우 도구의
중요성에 따라 다르다. 만약 선택한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요구를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
면 때려 치우고 다른 것으로 바꾼다. IDE가 문제라면 최소한의 코딩 표준을 정하고(탭을
사용하느냐 공백을 사용하느냐 정도) 개발자들에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고르도록
하면 된다.
하고 싶은 말 :
특정한 작업에 맞는 최상의 업체와 도구를 찾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
으로 살펴야 한다. 참고로 필자는 지난 1년 동안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플랫폼에 맞추어
IDE를 네 번이나 바꾸었다.

위험 요소 6 : 선택한 업체에 대해 잘 모른다 (Not knowing your
venders)
발생 단계 :
업체 선정
영 향 받 는 단계 :
업체 선정 이후 모든 단계(디자인, 개발, 안정화/로드 테스트, 운영)
영 향 받 는 시스템 특 성 :
유지보수성, 확장성, 성능
증상 :
- 최악의 경우보다 개발 기간이 33%나 더 걸린다.
- 업체가 제공하는 멋진 기능을 개발자가 다시 개발한다.
해결책 :
업체에 대해 잘 몰라서 일어나는 위험 요소를 피하려면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vendorsupplied support resources)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메일링 리스트나 뉴스 그룹, 릴리
즈 노트(수정된 버그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라면 더욱더) 등에서 매우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업체를 선정했다면 가능한 빨리(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이다) 교
육을 받는다. 다음으로 팀원들이 하던 일을 잠깐 멈추게 하고 개념을 세우도록 한다. 그
후에 몇몇 EJB를 작성해서 배치시킨 후 프리젠테이션 쪽(스윙 GUI나 JSP 같은)에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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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본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개발 환경을 설정하려고 하면 개발 환경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실제로 필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것도 구축하지 않은 채 개발
하던 프로젝트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 팀원들이 완료 일자에 맞추려고 매일 밤 늦
게까지 일하는 상황만 되풀이 될 뿐이다. 그런 상황이 싫다면 거기서 멈춰라. 그것이 나
중을 위해서라도 좋다. "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Our schedule doesn't give us the time)"라
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필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런 시간은 스케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Your schedule doesn't give you the time to not do it.)"
하고 싶은 말 :
업체에 특화된 기술이 J2EE 분야에서 얼마나 통할까? IBM과 BEA 시스템을 예로 들어
보자. 둘 다 EJB 1.1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제공한다. 과연 BEA 웹로직
(WebLogic) 5.1과 IBM 웹스피어(WebSphere) 3.5는 얼마나 비슷할까?
1. 웹로직과 웹스피어는 설정 방법(configure)과 관리 방법(administer)이 다르다.
2. 웹스피어는 GUI환경을 제공하지만, 웹로직은 커맨드 라인 도구만 제공한다.
3. 웹스피어는 통신(communicate)할 때나 CORBA 예외사항을 알려줄 때 IIOP를 사용한
다. 웹로직은 CORBA를 위한 기반 환경(infrastructure)이 없고 기본 프로토콜로 t3 프로
토콜을 사용한다.
4. 웹스피어는 비주얼 에이지(Visual Age)와 가장 잘 맞지만 , 웹로직은 IDE를 가리지 않
는다.
위에 나열한 것은 일부분일 뿐이다. 차이점은 더 많다. 어느 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정
통하다는 것이 모든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정통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
은 IDE, 디버거, 빌드 툴, 설정 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같은 것에도 적용된다. 특
정한 툴에 경험이 있다는 것은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좋은 점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고 다른 도구로 쉽게 옮겨가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하는 툴에 익숙해지려면 시
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위험 요소 7 : 확장성과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하다(Not
designing for scalability or performance)
발생 단계 :
디자인
영 향 받 는 단계 :
개발, 로드 테스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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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향 받 는 시스템 특 성 :
확장성, 성능, 유지보수성
증상 :
-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린 시스템.(리팩토링을 하지 않은 경우)
- 시스템이 서버 상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업체가 제공하는 클러스터링 기능을 활용하
지 못한다.
해결책 :
기획 단계(scoping phase)에서 성능과 확장성 문제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발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요구를 처리할지 알아야 한다. 초당 50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하는데 엔터티 빈이 초당 40개만 처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면, 스토어드 프로시저
(stored procedures)나 배치 작업(batch processes)등 다른 방법을 사용하거나 시스템의
OLTP를 재구성(reworked OLTP aspects of your system)해야 할 것이다.
확장성 문제에는 가능한 한 업체를 참여시켜라. 그들은 자기네 제품의 장단점을 알고 있
으므로 적절한 조언을 해 줄 것이다.
하고 싶은 말 :
확장성과 성능을 고려해서 디자인한다는 것은 위험 요소 2, 오버 엔지니어링과 상충되
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버 엔지니어링에 대해 필자가 제시
한 해결책은 꼭 필요한 것만 구성하는 것이었다. 확장성과 성능은 꼭 필요한 것보다 한
단계 높은 것(upper bound)이다.
만약 확장성이 중요 요소(key requirement)라고 판단되면 엄청난 클러스터링 능력(트랜
잭션 가능한 캐시(transactional cache)를 가지고 있어서 성능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을 가진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찾아야 한다. 그 다음에 서버 구조를 활용할 수 있게 비지
니스 객체, EJB를 구성한다. XP는 이 문제와 상관없다. 하던 대로 꼭 필요한 것만 만들면
된다.
필자는 지금 현금지급기를 떠올리고 있다. 가장 단순한 시스템이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위험 요소 8 : 오래된 개발 방식(Antiquated development processes)
발생 단계 :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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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향 받 는 단계 :
안정화, 운영
영 향 받 는 시스템 특 성 :
유지보수성, 코드 품질(code quality)
증상 :
- 폭포수 모델이라고 볼 수 없는 프로젝트 계획 : "대충 시스템 디자인하고 나서 코딩만 X
나게 하자.(First we design the system from scratch, then we sit down and code it in one
huge chunk of time)"
- 빌드 과정이 없어서 빌드 자체가 악몽이다.
- 빌드 기간이란 할 일이 없이 보낸 개발 기간이다.
- 통합 전에도 기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컴포넌트. 통합 테스트라는 것도 불안정한 컴포
넌트를 묶어 놓고 작업 과정을 쫓아가는 것 뿐.
해결책 :
좋은 소프트웨어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한
XP는

사이트(http://directory.google.com/Top/Computers/Software/Object-

Oriented/Methodologies/Extreme_Programming/)를 방문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싶은 말 :
필자는 JUnit으로 단위 테스트를 하고, Ant로 빌드한다. 둘 다 XP 방법론에 입각한 무료
툴이다. 사이트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http://www.junit.org/,
http://jakarta.apache.org/ant/index.html )

위험 요소 9 :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데 실패하다(Failure to
employ frameworks)
발생 단계 :
개발
영 향 받 는 단계 :
개발, 안정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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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향 받 는 시스템 특 성 :
유지보수성, 증축성, 코드 품질
증상 :
- 자주 사용하는 핵심 라이브러리에서 버그 발생.
- 로그에 표준이 없다. 시스템 출력을 알아볼 수 없거나 스크립트로 처리할 수 없다.
- 예외 처리(exception handling)를 제대로 안하거나 일관성이 없다. 필자는 몇몇 사이트
에서 저수준(low-level) 시스템 에러까지 표시되는 것을 보았다.(쇼핑백을 검사하려고 하
는 순간 SQLException의 스택 트레이스가 나타났다) 이럴 때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
는가 ? 데이타 베이스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 ?
아래 작업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어떤 프레임워크에서든 첫번째 목
표로 삼는 것이다.
- 로그 남기기(Logging)
- 예외 처리
- 리소스에 접속 하기(데이타 베이스, 네이밍 서비스 등)
- JSP 페이지 작성
- 데이타 검사(Data validation)
해결책 :
필자는 경량 프레임워크(lightweight frameworks) 광신도이다. 그래서 이미 필자의 자바
월드

첫번때

글,

"프레임워크로

시간을

아껴라(Frameworks

Save

the

Day,

http://www.javaworld.com/jw-09-2000/jw-0929-ejbframe.html)" 에서 엔터프라이즈 자바 환
경에서의 프레임워크에 대해 거론했다. 개발 중이라면 한 번 프레임워크를 채택해보라.
많은 부분을 덜 수 있다. 당장은 예외 처리나 로그 남기기 같은 일에 익숙해지기 힘들겠
지만 길게 보면 이득이 된다.
하고 싶은 말 :
프레임워크와 컴포넌트 기반(component-based) 개발이 일반적인 경우 재사용 수준에 대
해 생각해보자. 첫번째 단계에서 재사용률(reuse factor)은 0.9 이상이다. 프로젝트의 90%
가 프레임워크나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작성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서비스가 늘어날 수
록 재사용률은 떨어진다. 그래서 리소스 사용률을 관리해서 프로젝트에서 적어도 50%
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 문제는 이 프로젝트에도 그 서비
스가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개발자는 도처 있지 않는가,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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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소 10 : 기술적인 요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케팅 요소에
의해 프로젝트 계획과 디자인을 결정하다(Basing project plans and
designs on marketing blurb, not on technical fact)
주 의 (Note) : 많은 사람들(특히 초보자)이 엔터프라이즈 자바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전까지 위험 요소 10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발생 단계 :
모든 단계, 특히 업체 선정
영 향 받 는 단계 :
모든 단계
영 향 받 는 시스템 특 성 :
유지보수성, 증축성, 디자인 품질(design quality), 코드 품질
증상 :
- EJB 자체가 포팅하기 쉽게(portable) 디자인되어 있으므로 기술적인 결정 사항이 무시
된다.
- 실제 제품을 접해 보지 않고 업체 선정.
- 프로젝트 진행 도중 툴을 변경해야 한다.
해결책 :
프로젝트 관계자가 아닌 특권층(anyone with a vested interest outside of your project)은
믿지 말라. 즉, 업체를 믿지 말고(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제외), 업체에서 제공하는 백
서(white papers)를 믿지 말라.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좀 더 실용적인 조언이 필요하
다면

이곳(http://www.javaworld.com/javaworld/topicalindex/jw-ti-productreviews.html)을

참고하라. 사용할 툴은 다운로드해서 소매를 걷어 부치고 프로토 타입을 만들어 보라.
제공되는 예제도 실행시켜 보라(좋은 업체는 예제를 제공한다).
결론을 내려면 시간을 내서(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프로젝트와 맞는 업체와 툴세트를 선
택하라. 선택한 것을 3, 4개로 좁히고 나면 서로 경쟁시켜라. 처음으로 선택한 애플리케
이션 서버와 IDE, 빌드 과정 등을 이용해서 일주일 동안 간단한 개발을 하라. 선택한 툴
로 개발 계획을 만족할 수 있다면 그 툴을 선택하면 된다.
하고 싶은 말 :
얄팍한 J2EE 지식으로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고생을 하게 된다. 처음에 결정하는 사항
이 전체 프로젝트 성패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실력 있는 J2EE 컨설턴트에게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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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자신은 디자인과 개발에 전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위험 요소는 10까지 밖에 없는가 ?
10이라는 숫자는 임의의 숫자일 뿐이다. 위험 요소는 셀 수 없이 많다. 필자도 한 두 가지
정도 더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위험 요소 목록에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
람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멋지게 성공할 거라고 장담한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만족할만한 독자들에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경험
과 계획을 대 신 할 건 없 다 . 경험이 없다면 쌓아라.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울 거라(onthe-go training)는 생각은 하지 마라. 개발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라(be
proactive and source). 디자인하기 전이라면 더욱 좋다. 팀 내부에는 자바와 J2EE에 대해
상담해줄 사람(mentor)을 심어 놓아라. 그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방향을 잡아줄 것이고,
자바에 익숙한 팀원은 더욱 익숙해지게 하고 자바에 미숙한 팀원도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결국엔 다음 주제를 다루고 싶어진다.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사회학적 측면(Social aspects of software engineering)
-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테스트가 완료되는 건 언제인가?)
- 디자인 패턴
- 예외 처리
하지만 아쉽게도 더 이상 필자에게 주어진 페이지가 없다. 위의 주제는 다음 기사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 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결론
분명히 존재한다. 이 열 가지 위험 요소는 엔터프라이즈 자바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따
로 혹은 몇 개가 혼재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미 마주친 사람도 있겠지만. 독자 여러분
이 갈 길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필자는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
을 알려 주었다. 아래 열 가지 위험 요소를 순서대로 되뇌도록.
1. 자바도 모르고, EJB도 모르고, J2EE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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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버 엔지니어링(EJB든 EJB 가 아니든).
3. 프리젠테이션 로직을 비지니스 로직으로부터 분리하지 않다.
4. 개발 장비에서 테스트하지 않다.
5. 잘못된 업체 선정.
6. 선택한 업체에 대해 잘 모른다.
7. 확장성과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하다.
8. 오래된 개발 방식.
9.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데 실패하다.
10. 기술적인 요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케팅 요소에 의해 프로젝트 계획과 디자인을 결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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