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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JB 기반의 시스템 개발은 RPC 기반의 시스템 개발이나 MTS, CORBA 기반의 시스템 개발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다.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containter-managed Entity Bean 을 사용해

야 하며 트랜잭션에 대한 처리를 분석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자료 사전와 클래스 다이아

그램, 소스 사이의 일관성 유지가 개발시 많은 부담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스 자동 생성 도

구와 CASE tool이 필요하다. 

 

 

 

1. 서론 

최근 EJB 기반의 IT 시스템 개발이 각광을 받고 있

다. 웹 기반 서버 개발이 붐을 이룸에 따라 EJB 는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최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웹 어플리케이션 구현

시 가장 큰 문제인 트랜잭션 처리와 보안, 부하분산 

등의 문제를 EJB containter 자체에서 해결해 줌으로써 

개발자들은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만 집중하면 된다. 

또한 객체지향, 컴포넌트 소프트웨어를 지향함으로 개

발 후의 유지 보수를 위해 적합하다.[4] 

그러나 EJB 기반의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정확

한 방법론과 개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

서는 EJB 기반의 시스템 개발 절차가 기존의 2-tier 나 

3-tier 의 개발 절차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EJB 와 공통적인 개념을 가진 MTS, 

CORBA 기반의 시스템 개발에 비해 어떤 장점을 가

지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EJB 기반의 개

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와 문제점, 요구되어 지 
 

 

는 CASE 도구에 대해 설명한다.  
 

2. 2-tier에서의 개발 절차 

 

2-tier 로 시스템 개발 시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설

계가 개발 성공의 열쇠가 된다. 클라이언트는 데이터  

서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베이

스의 변경은 클라이언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클

라이언트는 서버의 특정 데이터 베이스에 종속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나 모듈화가 매우 어렵다. 
 

3. 3-tier에서의 개발 절차 

3-tier 아키텍쳐는 2-tier 에서 발생하는 특정 데이터

베이스 종속적인 문제와 유지 보수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제안되었다.[1] 3-tier 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별도로 비즈니스 로직을 다른 tier 로 분리함으로써 

client 와 로직, 데이터가 분리되고 모듈화가 가능해 진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비즈니스 로직에서 특정 데

이터 베이스에 종속적인 SQL 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듈화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또한 2-tier

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데이터 베이스와 비즈니스 로

직, 클라이언트에 대한 많은 문서와 설계도를 관리해

야 한다. 만일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설계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2-tier 보다 시스템이 더 복

잡해 지고 유지보수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3-tier 개

발시는 개발 절차를 준수하고 방법론을 정확히 지켜

야 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나 구현 코드의 표준을 준

수해야 변경시 유지 보수가 용이하게 된다. 일반적으

로 3-tier 개발시는 자료 사전 작성, 데이터 베이스 설

계, 업무 로직 개발, 클라이언트 개발로 진행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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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단계마다의 표준을 준수하고 많은 문서를 관리하

기 위해 CASE 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자료 사전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DDL 문과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코드는 자동 생성한다. 필요한 문서 자체도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마다 출력하게 한다. 이런 

CASE 도구는 3-tier 개발에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4. 객체 기반의 3-tier 개발 절차 

ENTERA나 TEXIDO, TOPEND와 같은 RPC 기반의 

3-tier 개발은 CASE 도구와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효

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그러나 RPC 기반의 3-tier 

개발은 구조적 방법론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객체 기반의 3-tier 개발은 객체 중심으로 시

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모듈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비즈니스 로직을 컴포넌트화 하여 

업무 노하우가 들어 있는 비즈니스 로직을 상품화 할 

수도 있다.  

객체기반의 3-tier 개발을 위한 기본 아키텍쳐로는 

MTS 와 CORBA, EJB 등이 있다. 객체 중심이므로 방

법론은 객체 지향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

서는 구현된 사례를 중심으로 EJB 기반의 개발 절차

를 설명하고자 한다. 
 

5. EJB 기반의 개발 절차 

우선 3-tier 개발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분

석, 설계를 표준화 하기 위해 자료 사전를 작성한다. 

자료 사전는 inception 단계에서 작성되지만 설계가 끝

날때까지 계속 관리되야 한다. 작성된 자료 사전를 기

준으로 유즈 케이스 다이아그램, 클래스 다이아그램, s

시퀀스 다이아그램을 작성한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객체지향 분석 단계와 동일하다. 설계시에는 EJB 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두가지 특성이 설계시에 고려

되어야 한다. 
 

1.Bean의 종류를 결정함 

EJB의 객체는 stateless session Bean, stateful session 
Bean, Bean-managed Entity Bean, container managed Entity 

Bean 이 있다. 먼저 분석된 클래스를 session Bean 과 

Entity Bean으로 분리해야 한다. 분석된 클래스에서 메

소드는 session Bean 으로, attribute 는 Entity Bean 으로 

분리한다. 그 다음에는 Entity Bean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Bean-managed Entity Bean 을 사용하는 경우는 

SQL 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전달해야 한다. 이렇

게 하면 RPC 기반의 3-tier 개발시 발생했던 특정 데

이터베이스 종속적인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 비

즈니스 로직을 데이터 베이스 로직에서 완전히 분리

하기 위해서 container-managed Entity Bean을 사용한다. 

이 경우 SQL 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로직을 비즈니

스 로직에서 프로그램으로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performance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container-managed Entity Bean을 사용하는 것은 객체지

향적인 분석단계를 설계시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일

관성이 있다. 즉 container-managed Entity Bean 을 사용

함으로서 객체지향적인 분석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갭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객체지향 데이터베이

스를 사용하지 않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도 

분석, 설계의 일관성이 유지됨으로 객체지향 방법론을 

적용할 때는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한다

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시스템을 개발해 본 결

과 SQL 문을 직접 사용할때보다 퍼포먼스 문제가 크

게 발생하지 않았다.  
  

2. 트랜잭션의 종류를 결정함 

CORBA 나 MTS 를 사용할 때는 SQL 문을 사용하여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처리를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 설계 자체에서 트랜잭션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없었다. 그러나 EJB 에서는 객체 단위로 트랜잭

션을 처리하기 때문에 분석단계부터트랜잭션을 고려

해야 한다. 트랜잭션의 시작과 끝을 분석 단계에서 명

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본인이 참여한 프로젝트에서는 

트랜잭션 자체를 한 클래스로 두고 트랜잭션이 처리

되는 메소드는 tx 를 이름에 붙여서 일관성을 유지하

고자 했다. 또한 트랜잭션을 클라이언트에서 시작되게 

할 것인지 서버에서 시작되게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설계가 마무리 된 후에는 EJB 구현에 들어간다. 

이 때 Entity Bean 은 데이터베이스 schema 를 가지고 

있는 스크립트 파일에서 자동 생성되게 했다. Entity 

Bean 은 테이블과의 매핑이기 때문에 자동 소스 코드 

생성 도구를 사용하면 코딩 작업을 줄일 수 있다. 

Session Bean의 경우는 시스템적인 기능은 container에

서 처리하기 때문에 소스에는 비즈니스 로직만 나타

나게 된다. Session Bean 은 Entity Bean 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가공하여 저장하는 기능이 대부분이므로 코

딩 자체를 표준화하여 구현하면 작업량을 줄일 수 있

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코딩을 표준화 했다. 
 

1. Entity Bean의 home interface를 얻는다. 

Employee

[PK] employeeID

employeeName : String

password : String

roleID : S tring

managerID : String

verifyEmployee(firs t : boolean) : boolean

regis terEmployee(employee : Employee) : boolean

getRoleID() : String

modifyEmployee(employee : Employee) : boolean

Transact ion

completedTime : String

commondata : JournalCommonData

[PK] transactionID : String

bookSlipID : String

tx_writeInitJournal() : boolean

mak eTrans acti onID(ty pe :  TXType) : Str ing

tx_writ ePostJournal() : boolean

setResultFlag() : boolean

JournalCommonData 

{

term ina lType  : S tring

term ina lID : Str ing

TXCode : byte[]

cust omerID : Str ing

employeeID : String

branchID : Str ing

transactionDate : String

transac tionRequestTim e: Str ing

valueDate : String

}

[그림 1] 트랜잭션이 반영된 클래스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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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ntity Bean 을 생성하거나 조건에 맞는 Entity 

Bean을 가져온다. 

3. 클라이언트에 전달할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Entity Bean의 attribute의 값을 얻는다. 

4. 전달할 데이터를 serializable 한 클래스에 담아

서 전달한다. 

5. Entity Bean 의 값에 새로운 값을 assign 하여 변

경한다. 

6. 1-6 까지의 절차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므로 

exception 처리한다. 
 

본인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는 거의 1-6 의 절차를 

벗어나는 코딩은 없었다. 코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구현시에는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친 적

은 없었고 남은 시간은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는데 집

중할 수 있었다.  
 

6. MTS, CORBA과 개발 효율성 비교 

이상의 개발 절차를 MTS 와 CORBA 기반의 시스

템 개발 절차와 비교해 보자. EJB 가 MTS, CORBA 와 

다른 점은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종속적인 SQL 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TS 를 기반으로 개발할 때는 자료 사전, 설계 자

료, 소스 코드를 관리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컴포넌트

마다 ID 를 관리해야 한다.[3] MTS 의 경우는 CORBA

나 EJB 의 경우처럼 naming service 가 없기 때문에 이

름으로 컴포넌트를 관리할 수 없다. 또한 설치 후에는 

컴포넌트가 설치된 OS 의 registry 를 관리해야 한다. 

MTS 는 EJB 처럼 객체를 packaging 하여 사용하기 때

문에 실행 프로그램 관리는 편하다. 그러나 선언적으

로 트랜잭션이나 컴포넌트의 구성요소를 관리하지 않

기 때문에 구현후 변경 사항 발생시 개발에 대한 부

담감이 증가된다. MTS 도 테이블 변경을 위해서는 

SQL 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베이스

에 종속적이 된다. 트랜잭션은 시작 시점과 완료 시점

을 코드상에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으므로 분석시에 

트랜잭션 처리를 반영할 수 있다.  

CORBA의 경우는 IDL을 기초로 소스 코드를 생성

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구현 

후 인터페이스가 수정되면 코드를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skeleton, stub 소스가 많이 생성되고 

packaing 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스 관리가 어렵다. 

CORBA는 트랜잭션 서비스에 대한 spec를 가지고 있

지만 구현된 제품이 드물기 때문에 , 보통 개발시에는 

SQL 문과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종속적인 트랜잭션을 

사용하며 설계시에 트랜잭션 처리를 반영하기 어렵다.  

MTS, CORBA와 비교해 볼 때, EJB는 선언적인 트

랜잭션, 보안 관리, packaing 을 통해 실행 프로그램을 

관리 하기 편하다는 점, 분석시 트랜잭션 처리를 반영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발이 효율적이다.  
 

7. 개선 사항 

보다 효율적인 EJB 기반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자동화 도구가 필수적이다. EJB 로 개발할 때도 자료 

사전와 데이터베이스, 분석 자료 사이의 일관성 유지

는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RPC 기반의 

시스템 구축시에는 자료 사전와 데이터베이스, ERD사

이의 일관성 유지가 문제였지만 EJB 기반의 시스템 

구축에서는 자료 사전와 클래스 다이아그램, 데이터베

이스, Entity Bean의 소스와 descriptor까지 일관성을 유

지해야 한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관리해

야 하는 문서의 종류가 늘어남으로서 효율성이 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자료 사전와 클래스 다이아그램

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클래스 다이아그램에서 DDL, 

Entity Bean 소스와 descriptor 를 자동 생성하는 도구가 

필요하다.[그림 1] 또한 session Bean 의 경우는 로직을 

표준화 할 수 있으므로 Visual C++의 wizard와 유사한 

기능을 사용하여 소스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8. 결론 

이상에서 EJB 기반의 시스템 개발 절차를 살펴보았

다. EJB 기반의 시스템 개발은 다른 아키텍쳐에 비해 

업무 개발 절차가 빠르고 효율적이다. 그러나 효율적

인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container-managed Entity 

Bean 을 사용하고 분석시에 트랜잭션 처리를 반영하

며 CASE 도구와 소스 자동 생성 도구가 필요하다. 

본인은 다음 연구에서 EJB 기반의 시스템 개발을 위

한 CASE 도구의 기능과 아키텍쳐를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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