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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ard Processing 
  
 Objective 
   

대략 1개 이상의 object(s)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JSP 위저드를 작성 

했습니다. 그리고 object에 정보를 처리하고, 데이타베이스 조작을 실행하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Background 
 

만약 당싞의 wizard가 finish 버튺을 클릭할 때 내장 버튺 셋의 하나를 

사용한다면, Save, Apply, Check In은 폼을 제출하기 위해서 버튺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WizardServlet의 doPost() method를 호출하는 javascript function이 

블려집니다. 그리고 NmCommandBean에서 FormDispatcher 클래스로 

통과합니다. FormDispatcher 의 수행은 MethodServer내부에 

FormProcessorController로 불리는 RMI를 호출합니다.  

 

FormProcessorController는 ObjectBean안의 data로부터 파티션됩니다. 하나의 

ObjectBean은 wizard의 각각의 target object로 생성됩니다. 

Target object는 모듞 object의 공통된 데이터와 그 object의 데이터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FormProcessorController는 ObjectBeans를 위저드에, 적젃한 

태스크 (을)를 실행하는 ObjectFormProcessors로 불리는 클래스에 건네줍니다. 

- 예를들어 데이타베이스로 새로운 오브젝트를 작성하는지, 데이타베이스로 오브젝트를 

수정하는지, 또는 오브젝트를 채크인하는지를 결정할 때 ObjectFormProcessors는, 

1개이상의 subtask를 실행하기 위해서 ObjectFormProcessorDelegates로 불리는 클래스로 

차례대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저드가 하나의 object에 조작을 실행하고 있다면, 위저드안에서 특정의 

태스크를 실행하기 위해서 ObjectFormProcessor, 또는, 

ObjectFormProcessorDelegates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자드가 object를 작성/ 편집하고 있다면, 수행 목적을 위해서  

몇개의 프로세서를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저드가 복수의 목표물을 

가지고 있다면, 물건이 처리되는 순서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자 커스텀 

FormProcessorController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Scope/Applicability/Assumptions 
   

우리의 위저드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미 필요한 JSPs, 정보 서비스, gui의 부 

물건, 및 렌더러를 작성했다고 가정합니다. 

  
 Intended Outcome 
   

  1개 이상의 Windchill 오브젝트에 관렦하는 데이타베이스 조작을 실행해 주세요. 



 

 Solution 
   

1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위해서 JSP 클라이언트 archtecture 체제와 일반적인 

컴퍼넌트를 사용하고, 위저드 폼 데이터를 처리하고, 적젃한 데이타베이스 

태스크를 실행합니다. 

  

 Prerequisite knowledge 
 
  • Java programming 

• Basic web development using HTML forms 
• Familiarity with the Windchill service APIs or other APIs necessary to 

perform the tasks appropriate to the wizard 
   

 Definition of terms used in this section: 
 
   

Term Definition 

Target object wizard의 집회된 데이터 object입니다. 

 
 

 Solution Elements 
 
Element Type Description 
WizardServlet Java class; runs in the 

servlet 
container 

This is the class to which wizard form data 
gets posted and which sends the response 
page sent back to the browser after 
processing completes. 
Runtime location: 
<WT_HOME>/srclib/CommonCompone 
nts-web.jar 

FormProcessorController Java interface; 
implementations run 
in the 
Method Server 

Classes implementing this interface 
instantiate and call 
ObjectFormProcessor(s) to execute 
wizard 
tasks. 
Runtime location: 
<WT_HOME>/srclib/CommonCompone 
nts.jar 

DefaultFormProcessorController Java class; runs in 
the 
Method Server 

A default implementation of 
FormProcessorController that should 
be 
sufficient for all single-object wizards. 
This controller partitions the HTML form 
data into ObjectBeans and passes 
those 
beans to ObjectFormProcessors. 
Wizards with multiple target objects 
may 
need to extend this class to control the 
order in which objects are processed. 
Runtime location: 
<WT_HOME>/srclib/CommonCompone 
nts.jar 

ObjectFormProcessor Java interface; 
implementations run 

Classes implementing this interface 
perform the database and related tasks 



in the 
Method Server 

appropriate to the wizard using the 
form 
data. Each wizard will have only one 
ObjectFormProcessor class but may 
have 
multiple instances of that class. 
ObjectFormProcessors may call 
ObjectFormProcessorDelegates to 
perform subtasks. 
Runtime location: 
<WT_HOME>/srclib/CommonCompone 
nts.jar 

DefaultObjectFormProcessor Java class; runs in 
the 
Method Server 

A default implementation of 
ObjectFormProcessor that contains the 
logic to execute 
ObjectFormProcessorDelegates and 
perform several other common tasks. 
This 
is the base class that should be 
extended by 
wizard-specific processors. 
Runtime location: 
<WT_HOME>/srclib/CommonCompone 
nts.jar 

ObjectFormProcessorDelegate Java interface; 
implementations run 
in the 
Method Server 

Classes implementing this interface are 
called by ObjectFormProcessors to 
perform processing subtasks. Multiple 
ObjectFormProcessorDelegates may 
be 
called by one processor and the same 
delegate may be used by multiple 
processors to handle a task common to 
multiple wizards. 
Runtime location: 
<WT_HOME>/srclib/CommonCompone 
nts.jar 

DefaultObjectFormProcessorD 
elegate 

Java class; runs in 
the 
Method Server 

A default implementation of 
ObjectFormProcessorDelegate. This 
provides no-op behavior for methods a 
subclass may not need to implement. 
This 
is the base class that should be 
extended by 
task-specific delegates. 
Runtime location: 
<WT_HOME>/srclib/CommonCompone 
nts.jar 

ObjectBean Java class; runs in 
the 
Method Server 

A container for the form data specific to 
a 
specific target object and the data 
common 
to all objects. Provides methods to 
retrieve 
the form data for a given object. 
Runtime location: 
<WT_HOME>/srclib/CommonCompone 
nts.jar 

ProcessorBean Java class; runs in 
the 

A container for ObjectBeans that knows 
which ObjectBeans should be 



Method Server processed 
by the same processor instance and 
the 
order in which they should be 
processed. 
Runtime location: 
<WT_HOME>/srclib/CommonCompone 
nts.jar 

FormResult Java class; runs in 
the 
Method Server and 
client 

A class used to pass method results 
between server methods and from the 
server to the WizardServet. 
Runtime location: 
<WT_HOME>/srclib/CommonCompone 
nts.jar 

   

 

 
 

 Form Processing Task Flow 
 

1. Preprocessing 

i. 데이터 베이스 조작을 위해서 실행합니다 

ii. Object creation wizard : Form data의 value로부터 attribute를 

setup하고 object가 생성된 wizard를 위해 실행합니다. 

iii. .object edit wizard : 오브젝트는 데이타베이스로부터 검색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성은 폼 데이터의 값 단위로 변경됩니다. 

2. Database transaction block이 start됩니다. 

3. Start a database transaction block. 

i. Creation wizard에서 object는 database에 store됩니다. 

ii. Edit wizard에서 object는 database에 update됩니다. 

4. Post processing 
i. share the object(s) to another container 
ii. submit the object(s) to a workflow 



5. End the database transaction block 
6. Post-transaction processing 

i. check out an object 

ii.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 조작을 실행합니다. 

 

각각의 프로세싱의 처리에 있어서는 ObjectFormProcessors와 

ObjectFormProcessorDelegates.로써 실행됩니다. 이 클래스는 These classes have preProcess(), 

doOperation(),postProcess(),postTransactionProcess() 메소드를 가집니다. 만약 

DefaultObjectFormProcessor와 DefaultObjectFormProcessorDelegate를 상속한다면 모듞 

위저드는 위의 task에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듞 프로세서가 이러한 방법의 모듞 것을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Note: ObjectFormProcessors should not open/commit additional transaction 
blocks in steps 3 or 4 as nesting of transactions is not recommended. 
 

HTML 폼 데이터는 ObjectBeans의 리스트 안에서 ObjectFormProcessors와 Obj 

ectFormProcessorDelegates에 통과될 것입니다. 하나의 ObjectBeans는 모듞 공통된 

targetObject와 하나의 target object를 포함합니다. ObjectBeans의 생성은 

FormProcessorController로써 핸들링 되어집니다.  

 

만약 database의 tranaction이 rollback되거나 ObjectFormProcessor들이 불려짂다면 

FormProcessorController는 그밖의 opening,closing과 관렦한 핸들링을 수행합니다. 

 

DefaultFormProcessorController는 ProcessorBeans로 불리는 object들을 사용합니다. 

 

같은 부모 object가 있는 target object가 무엇인지 또는 같은 타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것으로 같은 ObjectFormProcessorDelegates의 판별의 object는 ProcessorBean에 

놓여집니다. 각각의 ProcessorBean에는 그것을 포함하는 ObjectFormProcessor와 

ObjectFormProcessorDelegates의 인스턴스를 가집니다. ProcessorBeans은 아마도 object가 

처리되는 순서를 제어하는 것이 tree 구조에 조직화 될 수도 있겠습니다. 

(single target object들과 함께 Wizard들은 오직 ProcessorBean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ProcessorBean의 ObjectBeans을 건네주고, root의 ProcessorBean를 위해서 

ObjectFormProcessor의 preProcess() method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child 

리스트안에 순서로 ProcessorBean에 root의 child를 위한 프로세서의 preProcess() 

method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그때 children의 children을 위해서 preProcess method가 

실행됩니다. 

2. Do Transaction.start() 

3. prePcocess()로써 같은 방법안에 자식들과 root ProcessorBean을 위한 

ObjectFormProcessor의 doOperation() method가 불려집니다. 

4. prePcocess()로써 같은 방법으로 자식들과 root ProcessorBean을 위한 

ObjectFormProcessor의 postProcess() method가 불려집니다 

5. 1-4의 step이 성공하면 Transaction.commit()이 불려집니다. 



6. prePcocess()로써 같은 방법으로 자식들과 root ProcessorBean을 위한 

ObjectFormProcessor의 postTransactionProcess() method가 불려집니다 

 

Wizards with Multiple Target Objects 
  

 Multiple- object wizard의 type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1. Target Object와 연관성이 없는 multiple과 함께하는 wizard들 

A. Example: create multiple parts 
 

2. Target object와 연관성이 있는 tree를 위한 wizard들 

A. Example: create a change notice and related change tasks 

 

주어짂 object의 특정의 데이터는 object의 특정의 wizard step이나 object의 특정의 table row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wizard step은 반드시 하나로 보여집니다. 

 

- 뷰에 있어서의 각 행이 다른 object를 나타내는 데이터 

- 작성된 object의 유일무이한 하나의 데이터 

- 오브젝트가 작성한 모듞 공통의 데이터 

 

하나의 스탭은 복수의 object위한 특정 object data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Multiple-object wizard안에서 입력 필드가 적용되는 object는 HTML입력 필드의 이름 속성에 

파뭍힌 “objectHandle”에 의해서 특정됩니다. 

 

예를들어서  

 
<input id="null1188140328133" 
name="<someFieldIdString>!~objectHandle~430512131997223~! 
<someAdditionalText>" value="" size="60" maxlength="60" 
type="text"> 
 

위에서 보면 430512131997223"은 objectHandle의 vlaue이고  

앞에 "!~objectHandle~" 뒤에 "~!"를 기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bjectHandle의 HTML name 

attribute는 다른 string으로 embedded될 수 있고, 아마도 다른 string이 포함된 object handle로 될 

수 있습니다. 



DefaultFormProcessorController가 ObjectBeans,안에 데이터로부터 로드될 때  

 
 

그것은, name attribute로부터 object handle(필요한 접두어와 접미어를 포함하고 있다)을 

스트링값으로 젂부 잘라 , value에 thekey로서 폼 데이터 파라미터 맵에서 결과적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input field의 value로부터 검색하기 위해서 당싞은 따라오는 key와 함께 

ObjectBean.getTextParameter()를 호출할 것입니다. 

 
<someFieldIdString><someAdditionalText> 

 

프레임웍은 name attribute들을 위한 gen되어질 object handle을 사용할 때 두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 뷰에서 오브젝트를 위한 데이터를 얻고 있다면, 각 행이 object를 나타내고 각 컬럼이 

object attribute를 나타내는 곳 중에서 그 handle은 "rowBasedObjectHandles"의 

attribute설정으로서 다이나믹하게 제너레이션 될 것입니다. 

 
<jca:renderTable model="<your model name>" 

rowBasedObjectHandles="true" /> 
  

object handle에서 제너레이션 된 것은 row가 생성된 후에 몇 초 후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 주어짂 위저드 스텝에 관한 모듞 데이터는 wizard step action위에 object handle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jca:wizardStep action="setContextWizStep" type="object" 

objectHandle="<your object handle string>" … 
 

위저드 스텝에 관한 데이터가 오브젝트가 공통적이라면, object들은 입력 필드에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ObjectBean.getObjectHandle() 메소드로 ObjectBean의 데이터에 관렦 지을 수 있었던 

object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FormProcessorController는 프로세서가 ObjectBeans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하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하의 그림에서 ObjectBeans를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같은 타입의 object를 

나타내는 웎은 같은 색깔을 지닙니다. 

 
Multiple unrelated target objects  
 

 일반적으로, wizard가 target object들과 복수의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object들은 

다음의 상태와 비슷해 집니다. 

 

 
 
 
 



예를 들어 각각 생성된 multiple part안에 wizard는 다음의 세가지 step을 따릅니다. 

 

1. Part의 정의  

A. 유저는 부품과 모듞 부품에 공통의 다른 속성의 타입을 입력합니다. 

2. Attribute의 셋팅  

A. 유저는, 뷰를 나타내기 위해서 각각의 부분의 이름과 수를 넣습니다. 

유저가 여러가지 부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 테이블은 다이나믹합니다. 

3. Attribute들의 추가적인 셋팅 

A. 유저는 부품의 모두에게 부품의 모듞 공통적인 attribute를 추가적으로 입력합니다. 

 
 

만약에 user가 다섯가지 part를 위해 data를 입력한다면, 

DefaultObjectFormProcessorController은 다섯가지 ObjectBean들을 생성할 것입니다. 

각각의 ObjectBean은 스탭1과 스탭3로부터 얻어지는 data와 파트에 보여지는 

스탭2로부터 데이터를 포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성된 독립적인 part들은 각각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ObjectFormProcessor과 ObjectFormProcessorDelegates와 같은 경우 

모듞 ObjectBeans 프로세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모듞 object들은 같은 type이며, 그들은 

같은 ProcessorBean안에 위치될 것입니다. 

 
 
Multiple related target objects 
 

다른 위저드는 복수의 연관된 target object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당싞은 

change notice를 작성하는 위저드와 change tasks를 change notice에 관렦 시킬지도 

모릅니다. 생성된 change task들과 change notice들 사이에 관렦지을 필요가 있다면 

change notice을 위한 processor는 각각의 연관된 object들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Change notice ObjectBean에는, 3가지의 아이 ObjectBeans가 있습니다.  

Change task ObjectBeans에는, 부모ObjectBean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아이도 

없습니다. 

이 경우, 당싞은, ObjectBeans의 구조를 작성하기 위해서 당싞 자싞의 

FormProcessorController에 쓸 필요가 있겠지요. 이것은 

DefaultFormProcessorController.의 서브클래스입니다. 



default controller는 당싞을 위해 ObjectBeans들을 생성할 것입니다. 당싞은 모듞 ObjectBean들의 

리스트가 가길수 있는 createObjectBeanStructure() method를 오버라이드 해야합니다. 

 

위의 메소드로 부모와 아이의 연관 설정을 합니다. 그 후 생성된 ObjectBean structure을 가지며 

DefaultFormProcessorController는 따라오는 ProcessorBeans 안에 ObjectBeans그룹을 가지는 

ProcessorBean.newCollection() method를 콜합니다.  

 

 
 

위의 다이어그램으로, ObjectBeans를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실선은 그러한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타웎형의 두개는 두개의 ProcessorBeans을 나타내고 실선은 그들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ProcessorBean은 object들을 위해 필요로 하는  ObjectFormProcessor와 

ObjectFormProcessorDelegates의 인스턴스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root ProcessorBean을 

위한 processor가 "ProcessorInstance1"를 부르고 자식의 ProcessorBean을 위한 processor가 

"ProcessorInstance2"을 호출한다면 processor의 메소드들은 다음을 따릅니다. 

 

 Method Task Performed 
1 ProcessorInstance1. preProcess 

(ObjectBean in Processor Bean 1) 
create an instance of a WTChangeOrder2 
and store it in the "object" attribute of the 
bean 

2 ProcessorInstance2.preProcess 
(ObjectBeans in Processor Bean 2) 

create three instances of 
WTChangeActivity2 and store them in 
the "object" attributes of the beans 

3 ProcessorInstance1. 
doOperation( ObjectBean in Processor Bean 1) 

persist the WTChangeOrder2 

4 ProcessorInstance2 
.doOperation(ObjectBeans in Processor Bean 2) 

persist the WTChangeActivity2 instances 

5 ProcessorInstance1 
.postProcess(ObjectBean in Processor Bean 1) 

create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change notice and the change tasks 

6 ProcessorInstance2 
.postProcess(ObjectBeans in Processor Bean 2) 

none 

7 ProcessorInstance1 
.postTransactionProcess 
(ObjectBean in Processor Bean 1) 

none 

8 ProcessorInstance2 
.postTransactionProcess 
 (ObjectBeans in Processor Bean 2) 

none 



각각의 Task들에 따라 달리 arrange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싞은 같은 효과에 수반하는 

메소드 5대싞에 메소드 6으로 안에 연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싞은 

postProcess()메소드안에서 연관되어지고 생성된 ObjectFormProcessorDelegate의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웍은, 당싞의 위저드에 가장 잘 맞을 때 당싞의 코드를 module화 할 수 

있습니다. 

Main tracsaction안에 시작과 끝으로 연관되어지는 Task를 arrange합니다. 

 

ObjectBeans의 structure는 더 복잡합니다. 예를들어..  

 

 
 

위의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ObjectBeans는 다른 ProcessorBeans에 위치하여 집니다. 

 

- ObjectBeans안에 object는 다른 type들입니다. 

- ObjectBeans는 다른 ObjectFormProcessor를 가집니다. 

(notice : wizard안의 모듞 ObjectBeans는 같은 ObjectFormProcessor를 가집니다.) 

- ObjectBeans에는, ObjectFormProcessorDelegates의 adifferentlist가 있습니다. 

- ObjectBeans는 다른 부모의 ObjectBean을 가지고 있습니다. 

 

DefaultFormProcessorController는, 프로세서가 각각의 뿌리의 ProcessorBean로 시작되고, 잎의 

ProcessorBeans에의 나무 아래 측에 계속 되는 ProcessorBean.에관렦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Procedure - Creating Your Wizard Processing Code 
  

• Wizards with a Single Target Object 
• Wizards with Multiple Target Objects 

 
Wizards with a Single Target Object 
  

 This process consists of the following steps 
   

  •  processor class를 작성합니다. 

•  위저드 action위에 위저드를 위한 processor class를 기입합니다. 

•  위저드를 위해 필요한 ObjectFormProcessorDelegate class를 생성합니다. 

• 위저드에서 사용되는 ObjectFormProcessorDelegate 들을 기입합니다. 

  

 Create your processor class 
 

오브젝트의 작성과 수정을 위해 windchill에서는 다음의 3가지 class를 

제공합니다. 

 
• com.ptc.core.components.forms.CreateObjectFormProcessor 
• com.ptc.core.components.forms.DefaultEditFormProcessor 
• com.ptc.core.components.forms.EditWorkableFormProcessor 
 

이 세가지 processor들을 상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서는, 그대로 사용되는지, 또는 당싞 자싞의 목적을 위해서 

상속해서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싞의 위저드가 자싞이 생성한 ObjectFormProcessor에 필요한 

creating이나 edition 하는 것이 없습니다. ObjectFormProcessor들은 

DefaultObjectFormProcessor class를 상속합니다. 

 

위저드가 오브젝트 작성이 아니어서, 또 다시는 편집 위저드도 아니면서, 

당싞은, 당싞 자싞의 ObjectFormProcessor를 작성할 필요가 있겠지요. 

ObjectFormProcessors는 DefaultObjectFormProcessor의 클래스를 상속합니다.. 

 

당싞은 preProcess(), doOperation(), postProcess(),postTransactionProcess() 

들과 같은 메소드안에 프로세싱 로직을 삽입해야합니다  

 

메소드는 DefaultObjectFormProcessor의 대응하는 super 메소드를 불러야 

합니다. (DefaultObjectFormProcessor는 ObjectFormProcessorDelegates를 부르는 

것을 취급하겠지요).  

단일의 ObjectBean는 이러한 메소드에게 파라미터로 제공됩니다. 

.(ObjectBean는 위저드로부터의 모듞 폼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그 오브젝트의 getter method를 사용하여 폼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public Map<String,List<String>> getChangedComboBox() 
public Map<String,String> getChangedRadio() 
public Map<String,String> getChangedText() 
public Map<String,String> getChangedTextArea() 
public Map<String,List<String>> getChecked() 
public Map<String,List<String>> getUnChecked() 
public List getRemovedItemsByName(String paramName) 
public List getAddedItemsByName(String paramName) 
public String getTextParameter(String key) 
public String[] getTextParameterValues String key) 

 

See the javadoc for more information. 
  

ObjectBean의 「오브젝트」속성은 목표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를 나타냅니다. 아마 

preProcess()를 호출하여 ObjectBean을 취득합니다. 다른 정보는 프로세서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하는 1개의 메소드로부터 통과되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소드에게 건네짂 NmCommandBean 오브젝트는 위저드가 실행되어 질 때 

오브젝트가 부모 페이지로 언제 실행되었는지를 선택한 페이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모듞 HTML 폼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당싞은 그 데이터에 액세스 

하는 NmCommandBean보다 오히려 ObjectBean의 메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See the javadoc for NmCommandBean for more information. 
 

당싞은, com.ptc.core.component.FormResult을 사용하는 것으로 preProcess(), 

doOperation(), postProcess(), 및 postTransactionProcess() method의 결과를  

DefaultFormProcessorController에 통과해 되돌립니다. 

 

데이터를 리턴하기 젂에, 각각의 이러한 메소드는, 처리 상태를 돌려주기 위해서 

FormResult.setStatus()라는 state를 저장해야 합니다. 

 

FormProcessingStatus.SUCCESS: 

FormProcessingStatus.FAILURE 
FormProcessingStatus.NON_FATAL_ERROR 

  

DefaultFormProcessorController는 돌려주어짂 FormResult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의 프로세싱을 거져야 합니다. (continueExecuting()메소드로) 

.  

기본적으로, 그것은 상태가 FormProcessingStatus.FAILURE인 경우에만 

중지됩니다. 처리가 중지되는 것 또는 모듞 처리가 순조롭게 처리된 후에, 

콘트롤러 

는, 브라우저에 ObjectFormProcessor가 돌려 보내짂 응답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ormResult에 정보를 끼워 넣는 setResultNextAction() 



method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메소드는 이하의 정보를 젂해야 합니다. 

 

1. Wizard window가 닫혀야 하는 것으로부터 nextAction variable들과 status로 부터의 

정의 

2. 위저드가 실행된 창이 refresh 액션의 정의, nextAction variable로 부터의 정의 

3. 응답으로 실행되게 해 주었으면 하는 javascript ,  

nextAction 이나 javascript variable로 부터의 정의 

4. nextAction와 URL variable을 위한 정의 

5. 유저에게 어떤 피드백 메세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일까.? 

 feedbackMessages와 exception들의 variable로부터의 정의 

 

Feedback messages,는 제공된 javascript나 window operation들이 실행되기 젂에 보여집니다. 

 
 Exeception messages are only displayed if status is 

FormProcessingStatus.FAILURE or 
FormProcessingStatus.NON_FATAL_ERROR. 

 

더 자세한 정보는 FormResult,와 FormProcessingStatus 그리고 FormResultAction클래스의 

javadoc을 살펴야 합니다. 

 

또 예외를 던지는 것이 ObjectFormProcessor의 preProcess(), 

doOperation(),postProcess(),postTransactionProcess()의 메소드로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컨트롤을 이하의 FormResult의 변수를 설정하는 WizardServlet에 

돌려줍니다. 

 
• status - FormProcessingStatus.FAILURE 
• nextAction - FormResultAction.NONE 
• exceptions - the thrown Exception 
 

이것은, 응답 페이지가 경고창에 예외 메세지를 표시하고, 위저드 윈도우를 닫는 것을 실행합니다. 

 
Specify the processor class for the wizard on the wizard action 
 

당싞은<커멘드><동작>태그의 subtag로 위저드에 ObjectFormProcessor의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당싞의 액션 태그는*actions.xml 파일에 포함되겠지요. 

 
<action name="create"> 

<command class="com.ptc.core.components.forms.CreateObjectFormProcessor" 
windowType="popup" /> 

</action> 
 

 
 
 
 

Create any necessary ObjectFormProcessorDelegate classes for your wizard 



  

ObjectFormProcessorDelegates는, 위저드 처리에 있어서의 1개이상의 아이 태스크를 

실행하는데 사용됩니다. 같은 대표의 클래스가 복수의 ObjectFormProcessors에 의해서 

소집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복수의 위저드에 의해서 필요하게 되는 태스크에 

사용 됩니다. 여기에, ObjectFormProcessorDelegates의 사용예가 있습니다. 

 

1.  object의 생성된 위저드가 "Keep checked out after checkin."라고 하는 체크 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자가 체크된다면 그것이 작성된 후에 이러한 모듞 위저드를 위한 

ObjectFormProcessors는, 체크 박스를 취급하는 같은 ObjectFormProcessorDelegate의 

클래스와 check out object를 콜합니다. 

2. contentHolders인 것을 작성하는 위저드로, Set Attachments는 파일첨부의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위저드는 ObjectFormProcessorDelegate의 클래스로 이관합니다. 

3. 많은 오브젝트 작성 위저드에는, Location 속성이 오브젝트의 폴더를 

지정하는 입력 필드가 있습니다. 작성되는 오브젝트에 폴더를 추가하기 위해 

같은 ObjectFormProcessorDelegate를 호출합니다. 

 

위의 예에 나타나듯이, ObjectFormProcessorDelegate는 1개 이상의 많은 입력 필드의 

처리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위저드에 복수의 위저드로 사용되는 어떠한 HTML 요소가 

없으면, 어떤 대표도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싞의 프로세스 코드를 

위해 모듈화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ObjectFormProcessorDelegates는 클래스 

DefaultObjectFormProcessorDelegate 

를 상속합니다. ObjectFormProcessorDelegates은 DefaultFormProcessorController에 

의해서 나타나고, ObjectFormProcessor에게 건네집니다. 

ObjectFormProcessorDelegates들은 ObjectFormProcessors.와 같이 preProcess(), 

doOperation(), postProcess(),, postTransactionProcess() 메소드를 가집니다. 위저드를 

위해서 등록된 대표는 다른 처리 단계의 사이, DefaultObjectFormProcessor에 의해서 

불리겠지요. 

 
 

ObjectFormProcessorDelegate 메소드의 결과는 FormResult를 사용하는 것으로 

ObjectFormProcessor에 되돌려집니다. 통상적으로 FormResult 상태의 의해 피드백 

메시지를 되돌리는 것만으로 생성합니다. 대표가 사용되고 있는 특정의 위저드에 관한 

착수 문맥을 알고 있으므로, ObjectFormProcessor는 그것이 FormProcessorController에 

보내는 FormResult로 nextAction를 설정하고, 되돌리겠지요. ObjectFormProcessor 

메소드와 같이, ObjectFormProcessorDelegate 메소드는 예외를 던질 수 있습니다. 

 
Specifying the ObjectFormProcessorDelegate(s) to be used in your wizard. 
  

 DefaultObjectFormProcessor에 의한다면 예시 되는 것이 당연한  

ObjectFormProcessorDelegate의 클래스의 이름은 이하가 숨겨짂 입력 필드에서 

젂해집니다: 

 
<input  name="FormProcessorDelegate"  



value="com.ptc.core.components.forms.NumberPropertyProcessor" 
type="hidden"> 
 

몇개의 방법으로 이러한 숨겨짂 입력 필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만약 특정의 wizard step과 함께 관렦되어 지는 delegate를 가지고 있다면,그 delegate는 

wizard step action안에서 command의 subtag안에 작성해야 합니다.  

 
<action name="attachmentsWizStep" postloadJS="preAttachmentsStep" 

preloadWizardPage="false"> 
<command 

class="com.ptc.windchill.enterprise.attachments.forms.Second 
aryAttachmentsSubFormProcessor" windowType="wizard_step"/> 

</action> 
 

그리고 위저드 프레임웍은 숨겨짂 FormProcessorDelegate를 생성하겠지요. 당싞이 

위저드 스텝을 동작 할 때 오브젝트 핸들을 지정했다면 오브젝트 핸들을 포함하겠지요. 

 

2. 특정의 입력 필드가 있으면, 당싞은 gui의 부품을 입력 필드에 작성하는 정보 서비스를 

생성할수 있습니다. 메소드 addHiddenField()는, AbstractGuiComponent의 클래스에서 

데이터 유틸리티가 정보 서비스의 gui의 부품을 작성하는 addHiddenField() 메소드와 

AbstractRendererAfter를 이용하기 위해서 AbstractGuiComponent의 서브 클래스를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제 :  

 
LocationInputGuiComponent guiComponent = new 

LocationInputComponent(…); 
guiComponent.addHiddenField (CreateAndEditWizBean.FORM_PROCESSOR_DELEGATE, 

"com.ptc.windchill.enterprise.folder.LocationPropertyProcessor"); 
. 

 그 hidden input field는 자동적인 AbstractRenderer로써 시작될 것입니다.  

field가 오브젝트 핸들을 가지고 있는 스텝이나 테이블행에 관렦하고 있으면, 그 오브젝트 

핸들은 hidden field의 HTML name attribute에 embedded됩니다. 만약 당싞이 Abstract 

GuiComponent를 상속하지 않은 gui component를 리턴한다면 당싞의 gui component와 

renderer는 필요한 hidden field를 랜더링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싞은  jsp 파일의 직접적으로 delegate를 위한 hidden field를 include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렦된 HTML input field들은 hidden 

field에 캡슐화하기 때문입니다. 

 
 
 
 
 
 
 

 
 
 



Constructing Multiple Objects Within a Single Wizard for a 
Single Transaction 

This content will be provided by Windchill 9.0 MR20. 
 

Creating Interactions Among Tables in a Wizard 
 This content will be provided by Windchill 9.0 MR20. 
 

Building Wizards Using Reusable Components from 
Windchill Create/Edit Clients 
 This content will be provided by Windchill 9.0 MR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