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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개발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담은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엔터프라이즈 기술을 처

리하는 코드가 뒤섞여 존재함으로 인해 오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속성의 코드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프

링 프레임워크는 IoC/DI, AOP, PSA 등의 기반기술을 통하여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기술과 POJO라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로직을 담은 코드를 분리한다. 이 연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웹 어플

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POJO 프로그래밍 방법의 적용과 그에 따른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것에 있다.

 

1. 서론

   엔터 라이즈 시스템(Enterprise System)의 개발은 실

패할 험성이 크다. 그 이유는 기술  복잡함과 비즈니스 

로직의 복잡함의 증가에서 기인한다. 첫 번째로 기술  복

잡함이 증가하는 이유는 엔터 라이즈 시스템이 기업 업

무를 처리의 핵심 인 역할을 맡게 되면서 기술 인 제약

조건과 요구사항이 늘어났고 결과 으로 시스템의 기술

인 복잡함이 증가되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로직의 복잡

함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엔터 라이즈 시스

템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 처리가 요구되고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기업의 업무 로세스 역시 수시로 변경

되기 때문에 엔터 라이즈 시스템에서 구 해야 할 핵심

기능인 비즈니스 로직의 복잡함이 증가하 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를 통해 엔터 라이즈 시스템에서 기술  그리

고 비즈니스 인 복잡함의 증가는 피할 수 없고 략과 

기법을 통한 해결방법이 요구된다.[1].

   과거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이한 방법으로 제시된

EJB(Enterprise Java Bena)는 분산객체 구조를 컴포 트 

기반 개발(CBD:Compontent-Based Development) 방법을 

통해 구 함으로써 컴포 트의 특성에 따라 코드를 나

었다[3]. 하지만 기의 EJB는 엔터 라이즈 기술 구 에 

침투 인(invasive) 방법으로 근을 했기 때문에 비즈니

스 로직에서 엔터 라이즈 기술에 한 코드나 규약이  

작성되어져야 했다[2]. 그 기 때문에 EJB를 통해 개발된 

비즈니스 로직은 엔터 라이즈 기술에 제약을 받을 수 밖

에 없었고 이런 제약사항으로 인해 애 리 이션이 객체

지향 인 설계를 통해 개발되는데 제약이 발생했다.

   이러한 EJB의 제약사항을 극복하기 하여 Rod 

Johnson이 2002년 출 한 서인 “Expert One-on-One 

J2EE Design and Developemen”에서 선보인 코드를 기반

으로 스 링 임워크가 등장하 다. 스 링은 EJB의 

단 을 극복하기 해 비침투 인 기술이라는 략을 택

하여 POJO(Plain Old Java Object) 로그래 을 가능  

하는 임워크로 발 하 다. 따라서 스 링 임워크

에서는 POJO 로그래 을 통해 비즈니스 로직과 엔터

라이즈 기술을 분리하여 객체지향 설계의 자유로운 용

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기된 엔터 라이즈 시스템 개발 

실패의 험성을 해결하기 하여 스 링 임워크

(Spring Framework)에 용된 POJO 로그래 을 가능

기술인 IoC/DI(Inversion Of Control/Dependency 

Injection)와 AOP(Aspect Oriented Programming)를 “궁

도경기시스템”의 사용 이스에 용해 보고 그 결과를 정

성 으로 평가하는 것에 있다.

2. 기존연구

   기존의 “궁도경기시스템”은 JSP(Java Server Page)와 

Java Bean으로 개발된 웹 애 리 이션으로 시스템 구

상에 두 가지 문제 이 있다. 첫 번째는 문제 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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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키텍처가 모델1의 구조라는 이다. 모델1 아 텍처

는 JSP 페이지 안에 비즈니스 로직과 젠테이션 로직

이 뒤섞여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뷰의 재사용성이 떨어지

고 복코드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한가지 이상의 기능이 

한 계층에 몰려 있어 작성된 코드를 이해하기 쉽지 않고 

유지보수가 힘들다.

   두 번째로 문제 은 본 시스템의 기능을 통해 데이터

베이스에 DML 작업 시 트랜젝션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

에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만약 트랜잭션 처

리를 구 하더라도 시스템 아키텍처상 Java Bean에서 처

리가 될 것이고 결국 다른 계층의 코드와 트랜잭션 코드

가 뒤섞이면서 시스템의 복잡을 래한다.

   따라서 엔터 라이즈 시스템에서는 와 같은 문제

들을 극복하기 해 부분 모델2의 3계층 구조로 개발된

다. 3계층 구조는 젠테이션 계층, 서비스 계층 그리고 

데이터 액세스 계층으로 나 어지고 각 계층의 역할에 맞

게 각각의 코드를 분리한다. 이런 계층 간 역할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는 표 으로 Spring, Strust, 

Hibernate, MyBatis 등이 있다[7].

3. POJO 로그래  가능기술 실험

3.1 사용 이스 설계

   본 논문에서는 스 링 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된 

“궁도경기시스템”의 경기 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하는 서비

스를 사용 이스로 다룬다. 경기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웹페이지에서 리자가 Form을 통해 

입력한 경기 정보는 Submit으로 웹에서 서버로 달되고 

서버가 달받은 경기 정보는 하게 처리되어 데이터

베이스에 장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3.1.1 개발 환경

   스 링 임워크 기반 웹 애 리 이션에 POJO 

로그래  가능기술을 구 하고 평가하기 해 표 1과 같

은 개발 환경을 구성하 다.

<표 1> 스 링 임워크 3.1의 개발 환경

구 분 항 목

OS Windows 7 Professional(x86)

IDE Spring Tool Suite 3.2.0

Platform JDK 1.7.0_13

DB MySQL 5.1.46

3.1.2 시스템 아키텍쳐

   “궁도경기시스템”의 아키텍처는 그림1 형태의 도메인 

오 젝트 방식이다. 따라서 사용 이스 역시 아래의 구조

를 따른다.

(그림 1) 도메인 오 젝트 방식의 아키텍처

3.1.3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그림2와 같다. EventService 인터

페이스와 서버 젠테이션 계층은 MVC 역을 나타내

고 서비스 계층은 EventService 인터페이스와 그 구  클

래스인 EventServiceImp로 구성된다. 데이터 액세스 계층

은 EventDao 인터페이스와 그 구  클래스인

EventDaoJdbc로 구성된다. 서비스 계층에는 핵심 비즈니

스 로직이 존재하고 데이터 계층에서는 event 테이블을 

상으로 DML을 처리한다. 그리고 두 계층간의 계는

EventServiceImp가 EventDao를 사용하는 계로 연결되

는데 EventDao는 인터페이스이기에 실재 주입되는 객체

는 EventDaoJdbc 이다.  

(그림 2) 경기 등록 클래스 다이어그램

3.2 사용 이스 구

3.2.1 애노테이션을 이용한 빈 와이어링

   스 링의 DI(Dependency Injection)는 IoC(Inversion 

Of Control)보다 좀 더 의도가 명확한 용어로써 구체 인 

의존 오 젝트와 그것을 사용할 주체, 보통 클라이언트라

고 부르는 오 젝트를 런타임 시에 연결해주는 작업을 말

한다. 스 링 컨테이 는 BeanFactory 인터페이스나 

ApplicationContext 인터페이스를 구 한 설계도를 통해 

정의된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된 객체들을 서로 엮어 주

고, 이들의 체 생명주기를 리한다[2]. 이 설계도는 주

로  Xml 일을 통해 구 되어 진다. 이때 오 젝트들 간

의 계는 개방폐쇄원칙을 용하기 해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한다[1].

   본 사용 이스에서 모든 객체간의 의존 계는 스 링

에서 제공하는 오토디스커버리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주

입되어 진다. 오토디스커버리는 빈 설정 일을 통해 설정

한다. 그리고 그림3과 같이 클래스에 특별한 타입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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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션을 주고 자동으로 빈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러면 스 링은 EventServiceImp의 eventDao와 같이 

@Autowired 부여된 필드에 EventDaoJdbc가 자동와이어

링 된다. 여기서 EventServiceImp와 EventDaoJdbc의 

계는 간에 EventDao 인터페이스를 통한 ‘느슨한 결합’

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 객체 간 계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3.2.2 JdbcTemplate를 이용한 DAO

   스 링은 JDBC를 이용하여 DAO에서 사용할 수 있도

록 비된 다양한 템 릿과 콜백을 제공한다. 그림4와 같

이 템 릿은 재사용을 목 으로 고정된 작업 흐름을 가진 

코드로 만든 틀이고 콜백은 일반 으로 하나의 메소드를 

가진 인터페이스를 구 한 익명 내부 클래스로 만들어진

다. 하나의 템 릿에서 여러 가지 략을 사용하기 해 

내부에서 콜백을 사용한다. 즉, 하나의 공통 인 템 릿에

서 동작에 따라 콜백을 교체해주는 방식이다[1].

(그림 4) 템 릿/콜백의 구조

   사용 이스에서는 그림5와 같이 EventDaoJdbc 클래스

에서 JdbcTemplate을 사용하여 Event 테이블에 경기 정

보를 등록한다. JdbcTemplate는 @Autowired을 통해 DB

커넥션 련 객체인 dataSource를 주입받는다.

(그림 5) JdbcTemplate 선언  빈 주입

   다음으로 그림6과 같이 JdbcTemplate에 update 메소드

를 호출하여 매개변수로 sql 쿼리를 달한다.

(그림 6) JdbcTemplate의 update 메소드

3.2.3 록시 자동생성 방식을 통한 트랜잭션 처리

   스 링은 트랜잭션 같은 부가기능을 처리하기 해서 

AOP(Aspect Oriented Programming) 기술을 제공한다. 

아래의 그림7을 보면 AOP는 핵심기능에 침투해 있는 여

러 가지 부가기능들을 독립 인 모듈인 에스펙트로 구분

하여 핵심기능을 순수하게 그 기능의 구 만을 담은 코드

로 남게 한다. 각 부가기능 에스펙트들은 런타임시 자기가 

필요한 핵심기능의 치에 동 으로 참여한다[1][2].

(그림 7) 핵심기능과 분리된 부가기능

   본 연구에서는 록시 자동생성 방식을 통해 트랜잭션

을 처리한다. 록시 자동생성 방식은 자동 록시 생성기

와 포인트컷을 빈 설정 일에 등록하면 포인트컷 로퍼

티에 지정된 클래스 이름과 메소드 패턴에 매치되는 빈 

클래스에 록시를 생성해 다.

   아래의 그림8은 록시 자동생성 방식의 동작 구조를 

나타낸다. 빈 설정 일에 자동 록시 생성을 담당하는

DefaultAdvisorAutoProxyCreator가 빈 후처리기로 등록되

어 있으면 스 링은 빈을 만들 때마다 후처리기에게 생성

된 빈을 넘긴다. 빈 후처리는 어드바이 의 포인트컷을 통

해 빈이 록시 용 상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포인트컷

은 NameMatchMethodPointcut을 상속받은 객체로써 록

시 용 상 클래스 이름과 메소드 패턴을 지정하여 빈 

오 젝트를 검사한다. MethodInterceptor를 구 하는 어드

바이스 객체는 포인트컷을 통해 걸러진 록시 상 클래

스에 트랜젝션 에스펙트를 참여시킨다[1].

- 1028 -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그림 8) 빈 후처리기를 이용한 록시 자동생성

4. POJO 로그래  가능기술의 정성  평가

   사용 이스를 통해 POJO 로그래  가능기술 총 3가

지 에서 2가지를 구 해보았다.

   첫 번째로 IoC/DI 기술을 이용한 자동 와이어링 기능

은 코드에 애노테이션만 지정해 주면 스 링 컨테이 가 

알아서 객체간의 계를 주입하고 리하기 때문에 편리

하다. 그리고 객체들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하기 때문

에 인터페이스를 구 하는 기술이나 사용하는 DB의 설정

이 변경 되더라도 빈 설정 일에서 구  객체 정보만 수

정하면 되므로 코드의 변경이 간편하다. 그러나 모든 객체

를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 하기 때문에 클래스를 무 많

이 생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두 번째로 스 링에서 JdbcTemplate을 사용한 DAO 

코드 작성을 통해 DI와 템 릿/콜백을 사용함으로써 객체

지향  설계가 가능해진 코드가 어떤 장 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 JdbcTemplate에서 필요한 객체는 DI로 주

입하고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나 어 템 릿

/콜백으로 생성하 기 때문에 스 링의 DAO 코드는 템

릿/콜백을 용하지 않는 코드에 비해 확연히 간결하고  

유지보수 한 간편해 진다[1].

   세 번째로 AOP 기술을 사용한 트 잭션 처리를 통해 

엔터 라이 시스템 개발의 문제 인 비즈니스 로직과 엔

터 라이즈 기술 분리의 해결책을 엿볼 수 있었다. 엔터

라이즈 기술을 처리하는 에스팩트로 두고 비즈니스 로직

이 되는 타깃 클래스의 메소드에 동 으로 엔터 라이즈 

기술을 용해  수 있다. 즉, AOP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흩어지고 엉킨 심을 제거하고 횡단 심사(Cresscutting 

conserns)의 분할을 통해 시스템 복잡도 감소, 시스템 

응성 향상시킬 수 있다[6].

   결과 으로 스 링 임워크를 통해 구 된 비즈니

스 로직은 객체 계 설정을 한 애노테이션을 제외하면 

순수한 POJO로 남게 됨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말해 

POJO로 작성된 비즈니스 로직은 객체지향 설계 원칙에 

따라 로그래 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5. 결론

   엔터 라이즈 시스템 개발에서 실패의 험요소인 엔

터 라이즈 기술과 비즈니스  로직의 복잡함을 제거하기 

한 해결책으로 스 링을 통한 POJO 로그래 을 제시

하 다. POJO 로그래 은 3가지 기반기술인 IoC/DI, 

AOP 그리고 PSA를 통해 가능해 진다. 기존연구인 “궁도

경기시스템”은 모델1의 구조로서 각 계층 간의 심에 따

라 코드 분리가 제 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JSP에 비즈니

스 로직의 코드가 섞여 있었고 엔터 라이즈 기술인 트

잭션 역시 구 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기반기술 에 2가지 IoC/DI와 

AOP를 “궁도경기시스템”의 사용 이스를 구 하는 과정

에서 필요한 핵심 인 3가지 기능을 구 해 보았다. 각 기

능은 POJO 로그래  가능기술인 스 링 컨테이 를 통

한 IoC/DI를 기반으로 IoC/DI와 템 릿/콜백 그리고 록

시를 이용한 AOP 까지었다. 스 링 임워크에서 

POJO 로그래 의 궁극 인 목표는 객체지향 로그래

의 기본 원칙을 철 히 지키면서 엔터 라이즈 시스템

에서 기술 , 비즈니스  로직의 복잡함을 해결하고자 한

다. 뿐만 아니라 스 링 임워크는 엔터 라이즈 기술

과 비즈니스 로직의 구 을 도와주는 다양한 기능과 환경

을 제공하여 성공 인 엔터 라이즈 시스템 개발에 도움

을 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 이스를 통해서 POJO 로그래

을 용해 보았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 다. 향

후 연구에는 본 연구를 통해 구 해보지 못한 POJO 로

그래  가능기술  하나인 PSA(Portable Service 

Abstraction) 기술을 용해 보고 기존의 “궁도경기시스

템”을 스 링 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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