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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ual Events 구현하기

Contextual Events 기능은 Oracle ADF 바인딩 레이어(binding layer)를 활용하여 종속 작업 흐름 또는
Parent 뷰 내에 등록된 이벤트 핸들러로 이벤트 통보 및 페이로드를 전달한다. 핸들러 상에서 이벤트를 처
리하는 메소드로 페이로드가 인수로서 전달된다. 페이로드 컨텐츠는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 기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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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ual event를 위한 페이로드는 Oracle ADF Faces 또는 Oracle ADF 바인딩 이벤트 객체다.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뷰는 페이지 정의 파일(Page definition file)의 실행 가능한(Executables) 섹션 내 작
업 컨테이너 바인딩을 정의한다. 바인딩은 현재의 브라우저 페이지에 지정된 시간에 초기화된 모든 바인
딩 플로우 계층적으로 연결한다. 이벤트 통보는 초기화된 바인딩 컨테이너 내에 정의된 이벤트 매핑으로
퍼블리싱된다. 이벤트는 로컬 바인딩 컨테이너로 먼저 전달된 다음, 상위(Parent) 및 형제 컨테이너(Sibling
container)로 퍼블리싱된다.

Oracle Application Development Framework의 Contextual Event 기능 활용

이벤트는 먼저 그 구성 내에 이벤트와 Producer 이름을 지정하는 이벤트 매핑에 의해 처리된다. 이벤트 이

Oracle Application Development Framework (Oracle ADF) 뷰(페이지 또는 부분 페이지)는 영역(Region)

름만 포함하고 있지만, Producer 이름에 와일드카드 문자(별표*)를 지정하는 이벤트 맵이 마지막으로 통

내에 노출된 여러 종속 작업 흐름을 호스팅할 수 있으며, 각 영역은 선택적으로 중첩된 영역을 포함하고

보된다. 페이지 정의 파일 또는 adf-config.xml 파일의 구성 변경을 통해 와일드카드 이벤트 처리를 금지시

있다. Contextual Events는 개발자들이 뷰에서 영역으로, 영역에서 뷰로 그리고 영역에서 영역으로 전달

킬 수 있다.

되는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Oracle ADF 기능이다.
이벤트 핸들러(Event Handler) 정의하기

종속 작업 플로우(Bounded Task Flow)를 재시작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옵션이다. 재사용 가

contextual event consumer 를 생성한 다음, 이를 Oracle ADF 라이브러리에 배포하는 것으로

능한 종속 작업 플로우을 개발하거나 데스크톱형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해 UI Shell 패턴

이 컬럼에서 설명하는 예제를 시작하겠다. Oracle JDeveloper 를 실행하고 starter-app 폴더의

템플릿을 사용할 계획인 경우, Contextual Events 기능은 영역 상호 작용을 설정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

OraMagMirrorTaskFlow.jws workspace를 연다. Application Navigator의 MirrorTaskFlow 프로젝트 내

이 될 것이다. 이 컬럼에서는 Contextual Events에 대해 설명하고 그 사용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Application Sources 존(Zone)에서 데이터 컨트롤 패키지(Data control package)의 EventHandler.java 파

연습으로 contextual events를 추가해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보강하도록 하겠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일을 선택하면 소스 코드를 검토할 수 있다. 이 파일은 contextual event의 처리를 위한 2개의 공용 메소

Oracle Database에서 기본으로 지원되는 HR 스키마를 사용한다. 값 변경 이벤트와 텍스트 입력 필드를

드—handleEventObjectPayload()와 handleEventStringPayload() – 를 포함하고 있다. 이벤트에 대응하

연관시키고 실행 이벤트(action event)와 버튼을 연관시킨다. 런타임 시 사용자가 폼(form) 내 특정 데이터

기 위해 이 코드는 javax.el.ValueExpression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부분 페이지 내 읽기 전용 입력 테스

값을 변경할 때마다, 연관된 contextual events가 동일한 페이지 상에 다수의 영역 내에 자동으로 새로운

트 필드를 업데이트하는 매니지드 빈(Managed bean)에 접근한다.

값을 표시하게 된다.

Contextual Events가 바인딩 레이어의 기능이기 때문에 모든 이벤트 핸들러는 이벤트에 대응하여 변경되

시작하기 위해 workspace 를 다운로드하고 OTN(Oracle Technology Network) 의 oracle.com/

어야 한다고 간주되는 뷰의 페이지 정의 파일 내 실행(Action) 또는 메소드 바인딩으로서 나타나야 한다.

technetwork/developer-tools/jdev/downloads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Oracle JDeveloper

Application Navigator 내 EventHandler.java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Data Control

11g(11.1.1.4) 프로덕션 릴리스를 이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o31adf-316027.zip 파일의 컨텐츠를 추출한다.

을 선택한다. 이 단계에서 JavaBean 데이터 컨트롤 내에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노출한다. 그 다음, adf.

이는 starter-app와 completed-app 폴더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라.

sample.oramag pageDefs 패키지 내 DataChangeDisplayPageDef.xml 파일 입력을 선택하고 주 메뉴에
서 View -> Structure를 선택한다. Structure 창에서 bindings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Insert Inside Bindings -> Generic Bindings -> methodAction을 선택한다. Create Action Binding 대화 상

Contextual Event 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지정된 이벤트를 제시하는 버튼과 같은 퍼블리셔

자에서 EventHandler 데이터 모음을 선택하고 Operation 목록 내 2개의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중 하나를

(publisher, 또는 producer), 커스텀 페이로드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선택한다. OK를 클릭하고 다른 메소드에 대해 동일한 단계를 반복한다. Structure 창에서, 조금 전 삽입한

그리고 이벤트 처리를 위해 특히 지정된 이벤트 또는 와일드카드 이벤트를 리스닝하는 핸들러(handler, 또

2개의 메소드 바인딩을 확장한다. 그리고 이들 각각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customPayLoad 인수를

는 consumer)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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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옵션 중에서 Contextual Events는 영역 리프레시를 실행하지 않거나 참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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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간(interregion)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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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contextual event consumer를 배

ManagerId 를 선택한다. 이와 같

포하겠다. Application Navigator에서

은 방식으로 기본 페이로드 객체

MirrorTaskFlow 프로젝트를 마우스

(javax.faces .event.ActionEvent)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ploy ->

를 무효화하고 ManagerId 값으

OraMagMirrorTaskFlow를 선택한다.

로 이를 대체한다. O K 를 클릭하

그런 다음, Deployment Action 대화

여 Depar tment sViewPageDef.

상자에서 Finish를 클릭한다. Oracle

x ml 파일 내 t y p e ja v a x . f ace s .

ADF library JAR 파일은 프로젝트의

event.ActionListener 의 새로운

Deploy 폴더 내에서 생성된다.

<그림 1> customPayLoad 인수를 포함한 메소드 바인딩

eventBinding 정의를 생성한다. 이
contextual event는 사용자가 애플리

Producer 이벤트 생성하기

케이션의 Submit Custom Payload 버

이제,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하여 2개의 contextual event producer를 생성하겠다. starter-app 폴더 내에

튼을 클릭할 때 실행된다.

있는 OraMagMirrorTaskFlowConsumerApp.jws workspace를 연다.
먼저, 커스텀 페이로드 없이 producer 이벤트를 생성하여 이벤트 객체가 기본으로 페이로드(Payload)가

eventBinding 은 EL: ${bindings.

된다. Application Navigator에서 View Controller 프로젝트 내 DepartmentsView.jspx 파일을 마우스 더

eventBinding .listener.processAction}

블 클릭한다. 비주얼 에디터(Visual editor)에서 DepartmentName 필드를 선택하고 Property Inspector

을 사용하여 버튼의 ActionListener

를 연다. Property Inspector에서 Behavior 노드를 열고 Contextual Events로 스크롤한 다음, Published

속성에서 참조된다. 개발자들은 eventBinding 레퍼런스를 JUEventBinding으로 캐스팅(Casting)하고

Events 헤더 아래의 녹색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다.

getListener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매니지드 빈(Managed bean) 내 Java 코드에서 contextual event를

Create New Event를 선택하고 Name에 departmentNameChange를 입력한다. 추후 이벤트 핸들러에 이

생성할 수 있다.

<그림 2> 커스텀 페이로드를 포함한 contextual event producer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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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Page Data 옵션을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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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Oracle ADF 라이브러리 내

를 매핑할 때 이 이름을 이용하여 producer 이벤트를 식별할 것이다. Raise Condition 탭을 이용하여 이벤
Oracle ADF 라이브러리의 영역을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하기

서 event producer에 관한 설명을 입력할 수 있으며 이 설명은 producer를 이벤트 핸들러로 매핑할 때 표

이제 이벤트 핸들러 영역을 샘플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해 보겠다. 그 첫 단계는 앞서 만든 Oracle ADF

시됩니다. Raise Condition과 Documentation 탭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 두고 OK를 클릭한다.

library JAR 파일을 담고 있는 Deploy 폴더에 Resource Catalog 파일 커넥션을 생성하는 것이다. 주 메뉴

DCBindingContainerValueChangeEvent는 Oracle ADF–bound 값 변경을 위해 전달되는 이벤트 객체

에서 View -> Resource Palette를 선택한 다음 상단의 폴더 아이콘을 클릭한다. New Connection -> File

클래스입니다.(만약 입력 필드가 Oracle ADF bound가 아닌 경우, 페이로드 객체는 javax.faces.event.

System를 선택해 OramagTaskFlow라는 이름을 가지 커넥션을 연결한 다음, starterapp/mirrortaskflow/
deploy 폴더를 탐색하여 디렉토리 경로에 입력힌다. Application Navigator에서 ViewController 프로젝

Application Navigator에서 adf.sample.oramag.view.pageDefs 패키지 내 DepartmentsViewPageDef.xml

트를 선택한다. 그런 다음, Resource Palette에서 해당 파일 커넥션을 확장하여 OraMagMirrorTaskFlow.

을 선택하고 Structure 창을 연다. bindings -> DepartmentName 노드로 확장하여 이 속성에 대해 생성한

jar 라이브러리를 선택한 다음, ViewController 프로젝트가 Application Navigator 내에서 계속해서 선택

이벤트 정의를 확인한다.

되어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라이브러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Add to Project를 선택한다.

이제 두번째 producer 이벤트를 만든다. 이것은 커스텀 페이로드를 가지고 있다. DepartmentsView.

Confirm Add ADF Library 대화 상자에서 Add Library를 클릭한다.

jspx 파일을 위한 visual editor에서 Submit Custom Payload 버튼을 클릭하고 Property Inspector’s

visual editor에서 DepartmentsView.jspx 파일을 연 상태에서 Component Palette를 열고 상단의 목록에서

Behavior 섹션 내 Contextual Events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contextual event를 생성한다. Name에

OraMagMirrorTaskFlow.jar를 선택한다. 이를 클릭하여 Regions accordion을 업데이트한다.

commandActionCustPayLoad를 입력한다. Pass Custom Value from 상자에 체크 표시한다. 그림 2와

OraMagazineMirror 작업 흐름을 Component Palette에서 visual editor 우측에 있는 4개의 지정된 패널 상

Summer 2011

Summer 2011

ValueChangeEvent가 될 것이다)

ORACLE KOREA MAGAZINE

ORACLE KOREA MAGAZINE

트가 전달되는 조건을 정의하는 EL(Expression Language) 표현식을 입력할 수 있다. Documentation 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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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실행

다.

View -> Database -> Database Navigator를 선택하고 로컬 HR 스키마에 연결하기 위해 hrconn 커넥션
속성을 편집한다. Application Navigator로 돌아가 DepartmentsView.jspx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으로 클릭하고 Run을 선택한다. 브라우저에 나타난 페이지에서 DepartmentName 필드 값을 변경하고

Producer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는 페이지 정의 파일 내에서 서로 매핑된다. 만약 이벤트 매핑 페이지 정

Submit Default Payload 버튼을 클릭한다. 이는 contextual event를 값 변경 이벤트(Value change event)

의 파일이 producer 이벤트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에 대한 바인딩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별표

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이벤트 핸들러로 브로드캐스팅(Broadcast)한다. 보다시피, Mirror Value는 2개의

(*) 와일드카드 문자가 producer 이름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ValueChange Event Object Payload 영역에서 적절히 변경되었다. ManagerId에 새로운 값을 제공하고

이전 섹션에서 만든 4개의 영역에 대해 contextual event를 매핑하려면 DepartmentsView.jspx page visual

Submit Custom Payload 버튼을 클릭해 실행 이벤트(Action event)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이벤트 핸들러에

editor 내 Binding 탭을 클릭한다. Contextual Events 탭을 선택하고 Subscribers 탭을 클릭한다.

게 통보한다. Mirror Value은 2개의 Command Button Custom Payload 영역에서 적절히 변경된다는 점을

Event Subscribers 헤딩 아래에 있는 녹색 + 아이콘을 클릭하여 Subscribe to Contextual Event 대

유념하라.

화 상자를 연다. Event 필드 옆에 있는 확대(Magnifier) 아이콘을 클릭하고 등록할 이벤트로서

DepartmentName 값과 ManagerId 값을 모두 변경한 다음, Submit Custom Payload 버튼을 클릭하면, 모

departmentNameChange 이벤트를 선택한다. OK를 클릭한다.

든 mirror 값이 업데이트된다. 그 이유는 값 변경 이벤트와 명령 실행 이벤트(command action event) 모두

Publisher 목록에서 DepartmentsViewPageDef.DepartmentName을 선택하고 Handler 목록 옆에 있는 확

가 퍼블리싱되기 때문이다.

대 아이콘을 클릭한다.

이 예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면, 완성된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하고 completed-app 폴더에서

Select Handler 대화 상자에서 OracleMagazineMirror1 작업 흐름 바인딩을 확장하고 handleEvent

OraMagMirrorTaskFlowConsumerApp.jws workspace를 열고 DepartmentsView.jspx를 실행해 어떻게

ObjectPayload를 선택한다. OK를 클릭한다. Subscribe to Contextual Event 대화 상자의 Parameters 탭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에서 녹색 + 아이콘을 클릭한다.
매개변수 Name 필드를 더블 클릭하고 customPayLoad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에 정의된 인수의 이름)를

결론

입력한다. 이벤트 객체를 참조하도록 Value 필드에 ${payLoad} (대문자 L임을 유념)를 입력한다.

Oracle ADF Contextual Events 기능은 매개변수를 전달하여 페이지 및 영역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contextual events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Oracle Application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3개의 추가 서브스크라이버를 추가하여 모든 패널 상자 내 모든 Oracle ADF

Development Framework 11g Release 1 (11.1.1.4.0)을 위한 Oracle Fusion Middleware Fusion 개발자 가이

영역에 대한 이벤트 매핑을 생성한다. 생성한 모든 서브스크라이버에서 customPayLoad 매개변수 이름과

드의 섹션 28.7, “Contextual Events 생성하기”를 읽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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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핸들러를 이벤트로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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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각각으로 끌어 온다. 각 드래그마다 마우스 버튼을 놓을 때마다 나타나는 메뉴에서 Region을 선택한

이벤트 객체 참조를 위한 ${payLoad} 값을 사용한다.
ORACLE KOREA MAGAZINE

Handler

DepartmentsViewPageDef .eventBinding

OraMagazineMirror2 … handleEventStringPayload

departmentNameChange

< Any >

OraMagazineMirror3 … handleEventObjectPayload

commandActionCustPayload

< Any >

OraMagazineMirror4 … handleEventStringPayload

ORACLE KOREA MAGAZINE

Publisher

이벤트
commandActionCustPayload

<표 1> 나머지 3개 서브스크라이버를 매핑하기 위한 값

<Any>를 사용하여 다수의 event producer를 리스닝할 수 있으며, event producer가 이벤트 맵의 페
이지 정의 파일에서 직접 레퍼런스되지 못할 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조건부로 이벤트가 전달
(Dispatching)되도록 설정하기 위해 이벤트 맵의 Handle Condition 탭이 사용될 수 있다.

저자 : F rank Nimphius는 Oracle JDeveloper 및 Oracle Application Development Framework의 수석 제품 매니저다. 그는 Oracle Fusion 개발자 가
이드: Oracle ADF Business Component 및 Oracle ADF Face를 이용한 대용량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의 개발(Oracle Fusion Developer Guide:
Building Rich Internet Applications with Oracle ADF Business Components and Oracle ADF Faces, McGraw-Hill, 2010년)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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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를 위해 <Any>를 선택하여 별표(*) 와일드카드 문자가 producer 이름이 되도록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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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Next Steps)
자세한 내용 보기
oracle.com/technetwork/developer-tools/adf/overview
Oracle Application Development Framework 11g Release 1 (11.1.1.4.0)을 위한 Oracle Fusion Middleware

테크놀러지
:O
 racle
Exadata

Smart Scan과 스토리지 인덱스(Storage Index)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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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02

저자 - Arup Nanda
감수 - 김윤호 수석 아키택트, Oracle APAC(yun-ho.kim@oracle.com)

Fusion 개발자가이드
Oracle Fusion 개발자 가이드: Oracle ADF Business Component 및 Oracle ADF Face을 이용한 대용량 인
Oracle Exadata에서 스토리지 인덱스를 사용하여 I/O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이해

Oracle ADF Insider 세미나 시리즈

Oracle Exadata Database Machine은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 그
렇다면, 이와 같은 성능 향상을 실현하는 요인은 정확하게 무엇일까? Oracle Database 11g Release 2,

Nimphius의 다른 글 읽기

Oracle Exadata의 Smart Flash Cache, Hybrid Columnar Compression, SmartScan 기능 그리고 InfiniBand

Oracle ADF Code Corner

interconnect 등과 같은 여러 Oracle Exadata Database Machine 구성 요소들이 고성능을 실현하는데 기

Oracle Technology Network Harvest 블로그

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능을 지원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스토리지 인덱스다. 이는 일반적인 데이터
베이스 인덱스가 아니다. 스토리지 인덱스는 스토리지 서버의 메모리 – 또는 스토리지 셀(Storage cell)

Oracle JDeveloper 및 Oracle ADF에 대한 논의

내에 상주하며, 스토리지 셀에서 연관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블록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I/O를

Oracle JDeveloper 포럼

대폭 줄인다. 여기에서는 스토리지 인덱스가 어떻게 실행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
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I/O

테크놀러지: Oracle Exadata 
Smart Scan 과 스토리지 인덱스(Storage Index)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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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McGraw-Hill, 2010년)

CPU 용량과 메모리 형태의 컴퓨팅 파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스토리지
서브시스템의 파워는 그와 같은 수준으로 증가하지는 못했다. 스토리지 성능이 CPU와 메모리 성능처럼
향상되지 못한 데는 여러 많은 이유가 있으며 물리적인 요소도 그 중 하나다. 단일 디스크의 회전 속도는
한계가 있으며 디스크 어레이의 각 플래터(Platter)는 제한된 용량의 정보만 보관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
될 것이다.
사용자가 Oracle Exadata 상에서 실행되지 않는 Oracle Database 인스턴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쿼리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겠다.
select avg(amt) from sales where

cust_level 컬럼 상에 인덱스가 없는 경우, 이는 옵티마이저(Optimizer)가 이 쿼리를 위해 전체 테이블 스
캔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션에 해당하는 Oracle Database 프로세스는 스토리지 내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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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_level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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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싱 체인의 취약한 링크는 계속해서 스토리지가 될 것이며 컴퓨팅 응답 시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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