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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un 설치와 기본적인 JSP 문법 
 JSP는 Java Server Page의 약자로 말 그대로 Java를 이용해 웹 페이지에 생명을 부여하는 

서버 스크립트입니다.  즉 일반적인 HTML, XML 등에 Java적 요소가 포함되어 동적인 

화면을 구성해 주는 것이죠. 이번 호에는 JSP를 실행해 보기 위한 JRun 3.0을 설치하고 기

본적인 JSP 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JSP의 특징 

혹시 Servlet을 공부해 보신 적이 있다면 JSP가 얼마나 다루기 편한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Servlet은 HTML 태그들을 일일이 찍어 줘야 하지만 JSP는 HTML의 바탕 위에서 

화면을 구성하기 때문에 코딩이 훨씬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JSP도 결국은 JRun  같은 

서버에 의해 컴파일 되어 Servlet으로 처리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자바 기반이

라 플랫폼에 상관 없이 동작하고 따로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것도 장점입니다. 

 

2) JRun 3.0의 설치 방법 

JSP를 지원하는 웹 서버에는 JSWDK, Resin, WebLogic, JRun 등이 있지만 최근에 2.3.3에

서 3.0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설치가 간편하고 인터페이스가 깔끔한 JRun을 설치해서 공

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Run은 http://www.allaire.com/(http://www.jrun.com/) 에서 다운 

받으 실 수 있습니다. JRUN SERVER 3.0 FOR WINDOWS 95 / 98 / NT / 2000 WITH JRE 버

전을 다운 받으시면 JDK 1.2.2도 바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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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설치 초기 화면 

 

설치 초기 화면 제일 아래 메뉴를 선택해 JRun 3.0을 설치합니다. 설치 과정에서 Serial Nu

mber를 물어보는 화면이 나오는데 그냥 무시하고 Next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림 2> JDK가 인스톨 된 위치 설정 화면 

 

여기서 JDK가 인스톨 된 경로를 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버 Port 번호(초기값 8000)

를 설정하는 화면과 Admin의 비밀번호 설정 화면이 나온 후 Setup 완료 화면이 나옵니다

. 

 

 
<그림 3> JRun Setup 완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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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쪽의 메뉴(Configure JRun to..)를 선택하고 Finish를 누르면 JRun 서버가 실행

됩니다. 

 

 
<그림 4> JRun 서버 실행 윈도우 

 

이제 JSP로의 항해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3) JSP와의 첫 만남 

설치가 제대로 완료 되었으면 http://localhost:8100/demo/jsp/samples.jsp 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JSP 샘플들을 직접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스들은 <JRun이 인스톨 된 폴

더>/servers/default/default-app/demo 폴더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JSP를 직접 만들어 보죠! 

 

<%@ page contentType="text/html; charset=euc-kr"%> 

<html> 

<head> 

<title>JSP와의 첫 만남</title> 

</head> 

<body> 

 

<% for(int i=0;i<5;i++) { %> 

<h1>JSP야! 반갑다. ^^</h1> 

<% } %> 

 

</body> 

</html> 

<소스1> MyHell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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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소스를 <JRun이 인스톨 된 폴더>/servers/default/default-app/에 MyHello.jsp파일로 

저장한 후 브라우저를 열어서 http://localhost:8100/demo/MyHello.jsp를 실행합니다. 

 

 
<그림 5> MyHello.jsp 실행 화면 

 

그럼 소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HTML과 거의 같죠? 단지 조금 익

숙하지 않은 태그가 보일 뿐입니다. 그나마 가운데에 있는 for 문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첫 줄에 이상한 태그가 보이는데 그것은 JSP 내에서 한글을 쓰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JS

P 화면이던지 기본적으로 넣어 둔 다음 시작하면 좋겠죠. 

for문 앞에 보이는 <% 태그가 바로 JSP에 자바적 요소를 넣는 핵심 태그입니다. 이것은 

%>태그에 의해 닫히게 됩니다. 이 for 문에 의해서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된 화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위의 브라우저에서 소스 보기를 한 다

음 MyHello.jsp와 비교해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JSP와의 첫만남은 이로써 접고 JSP의 기본 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JSP의 태그 

다음 표는 SUN에서 제공한 JSP 1.1 Beta  Syntax를 한글화 한 것입니다. 원본을 보시려면 

http://java.sun.com/products/jsp/technical.html 을 참고하세요. 

다음의 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

로 사용하는 태그만 익숙해지면 정말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모든 JSP 태그가 

기본적으로 <%로 시작해서 %>로 끝나는 것은 눈치채셨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

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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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JSP 태그  

HTML 주석 

(HTML Comment) 

클라이언트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주석 

<!-- comment [ <%= expression %> ] --> 

숨겨진 주석 

(Hidden Comment) 

JSP 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는 주석 

<%-- comment --%> 

선언 

(Declaration) 

변수 또는 메소드의 

선언 

<%! declaration; [ declaration; ]+ ... %> 

출력 

(Expression) 

변수 등의 실제 값을 

화면에 출력 

<%= expression %> 

스크립트 

(Scriptlet) 

Java적 요소의 코드를 

넣음 

<% code fragment of one or more lines %> 

포함 

(Include Directive) 

다른 파일이나 텍스

트를 JSP 소스 안에 포

함 

<%@ include file=" relativeURL "%> 

페이지 

(Page Directive) 

JSP 페이지 전체에 적

용되는 특성 정의 

<%@ page [ language=" java " ] [ extends=" 

package. class " ] [ import="{ package. class | 
package .*} , ... " ] 

[ session=" true |false" ] [ buffer=" none| 8kb | size 

kb" ] [ autoFlush=" true |false" ] 

[ isThreadSafe=" true |false" ] [ info=" text " ] 
[ errorPage=" relativeURL "] 

[ contentType="{ mimeType [ ; charset 
=characterSet ]| text/ html ; charset= ISO- 8859- 
1 }" ] 

[ isErrorPage=" true| false "] %> 

사용자 정의 

(Taglib Directiv) 

사용자가  임의의  태

그를 정의 

custom tags used in the JSP page. 

<%@ taglib uri=" URIToTagLibrary " prefix=" 

tagPrefix "%> 

<tagPrefix : name attribute =" value "+ ... /> 

<tagPrefix : name attribute =" value "+ ... > other 

tags </ tagPrefix : name> 

<표 1> JSP의 기본 태그 

 

가 . HTML 주석 (HTML Comment) 

홈 페이지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화면으로 뿌려지

지는 않지만 브라우저에서 소스 보기를 하면 볼 수 있죠. 웹 페이지를 만들 때 필요 없는 

부분을 임시로 제외시킬 때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위의 태그에 “[ <%= expression %> ]”

은 변수의 출력 값도 HTML 주석 내에 포함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래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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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Expression) 태그 설명을 참고하세요. 

예) 

<!-- 이 주석은 HTML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 

 

 

나 . 숨겨진  주석 (Hidden Comment) 

 

HTML 주석과는 달리 JSP 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는 주석입니다. 서버가 자동으로 이 내

용은 빼고서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자바에서 /* */ 태그와 같은 것이죠. 

 

예) 

<% -- 이것은 개발자만 볼 수 있는 주석입니다. --%> 

 

다 . 선언 (Declaration) 

 

말 그대로 변수나 메소드를 선언하는 태그입니다. 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선언할 때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자바 코드에서 쓰듯이 콤마(,)로만 구분하

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초기값도 설정할 수 있죠. 물론 선언하는 내용이 아닌 것이 들어

가도 에러가 발생하죠. 

 

예) 

  <%! String a, b; %><% -- 콤마 때문에 에러 발생 --%> 

<%! 

String a; 

String b = “나는 019다”; 

int temp = 0; 

  % > 

 

라 . 출력 (Expression) 

 

변수의 실제 값을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태그입니다. 아래의 예)를 실행시키면 

화면에는 str의 실제 값인 “안녕하세요”가 출력됩니다. 메소드의 반환 값 출력에도 쓸 수

 있겠죠. 이것은 스크립트 태그를 썼을 때 <% out.print(“출력값”); %>와 같습니다. 빈 줄

을 삽입할 때는<%= “\n” %>해도 되겠죠. 물론 <br>을 쓰는 게 더 편하겠지만요. 

 
예) 

<%! String str = “안녕하세요”; %> 

<%= str %> 

<% -- <% out.print(str); %> 과 같습니다. --% > 

 



JSP 강좌 - 1  Issued by: <최광석> 
Revision: <1.0>  <2000/8/18> 

JSTORM  <12/17> 

마 . 스크립트(Scriptlet) 

 

JSP 태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며 많이 쓰이는 태그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JSP 내에 

자바 소스 코드를 넣을 때는 언제나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선언 태그를 쓰지 않더

라도 변수 선언은 이 태그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  

int a = 3, b = 2, c; // 선언 태그와는 달리 콤마(,)로 중복 선언이 가능하죠. 

c = a +b; 

if (c == 5) { 

 c -= 5; 

} 

%> 

 

바 . 포함 (Include Directive ) 

 

만약 여러분이 본문 부분만 다르고 헤더 부분이 동일한 화면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경우 

이 태그가 유용할 것입니다. 즉 다른 화면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죠. 모든 화면의 헤더 

부분에는 예)와 같은 태그가 들어갈 것입니다. 단 http://로 시작하는 방식의 절대 주소를 

쓸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상대 경로로만 쓸 수 있죠. 

 

예) 

<%@ include file=”http://www.uniplaza.co.kr/mall/home/home.html” %><%-

- 에러는 발생하지 않으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 > 

 

<%@ include file=”Header.html” % > 

<%@ include file=”MyHello.jsp” % > 

 

 

사 . 페이지(Page Directive ) 

 

아까 JSP와의 첫 만남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태그입니다. 이 태그에는 이제까지의 태

그와는 달리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JSP 페이지 전체의 속성을 지정하기도 하

고 Java의 import 문과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 자세한 

내용은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예) 

<%@ page contentType="text/html; charset=euc -kr" %> 

<%@ page import="MyClass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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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의 사용자 정의(Taglib Directiv)에 대한 것은 여러분에게 맡기기로 하고 기본적인 

태그를 이용한 화면을 만들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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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SP와 친해지기 

JRun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샘플 중에서 하나를 조금 변형 시켜서 사용자의 입력에 따

라 글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JSP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page contentType="text/html; charset=euc-kr" %> 

<%-- 텍스트의 크기와 색깔을 저장할 변수 선언 --%> 

<%! 

 String textSize; 

 String textColor; 

%> 

<%--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읽어 들이는 부분 --%> 

<% 

 textSize = request.getParameter("textSize"); 

 textColor = request.getParameter("textColor"); 

%> 

<html> 

<head> 

 <title>JSP와 친해지기</title> 

</head> 

 

<body> 

 

<table border=1> 

 <tr> 

  <!-- 변경될 텍스트 내용 --> 

  <td align="center" colspan="2"> 

   <font size="<%= textSize %>" color="<%= 
textColor %>">JSP와 친해지기</font> 

  </td> 

 </tr> 

 <tr> 

  <td align="center">크기</td> 

  <td align="center">색깔</td> 

 </tr> 

 <tr> 

  <!-- 사용자 입력을 받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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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 

   <a href="ChangeText.jsp?textSize=1&textColor=<%= 
textColor %>">1</a> 

   <a href="ChangeText.jsp?textSize=2&textColor=<%= 
textColor %>">2</a> 

   <a href="ChangeText.jsp?textSize=3&textColor=<%= 
textColor %>">3</a> 

   <a href="ChangeText.jsp?textSize=4&textColor=<%= 
textColor %>">4</a> 

   <a href="ChangeText.jsp?textSize=5&textColor=<%= 
textColor %>">5</a> 

   <a href="ChangeText.jsp?textSize=6&textColor=<%= 
textColor %>">6</a> 

  </td> 

  <td align="center"> 

   <a href="ChangeText.jsp?textSize=<%= 
textSize %>&textColor=red">빨간색</a> 

   <a href="ChangeText.jsp?textSize=<%= 

textSize %>&textColor=green">녹색</a> 

   <a href="ChangeText.jsp?textSize=<%= 
textSize %>&textColor=blue">파란색</a> 

  </td> 

 </tr> 

</table> 

 

</body> 

</html> 

<소스2> ChangeText.jsp 

 

 
<그림 6>  ChangeText.jsp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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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크기 6과 파란색을 눌렀을 때의 화면 

 

이제 소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스에서는 이제까지 배웠던 기본적인 태그들이 다양

하게 쓰였기 때문에 각 태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 부분에 textSize, textColor 두 개의 String 변수를 선언했죠. 이 변수들은 텍스트의 크기

와 색깔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아래 줄에 보면  

 

request.getParameter() 

 

가 보입니다. 여기서 request는 암시적으로 선언된 자바 객체입니다. 즉 사용자가 선언하

지 않아도 JSP 페이지에는 언제나 쓸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이죠. JSP와 객체에 대한 내

용은 다음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이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부분이라

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웹 페이지에 파라미터로 넘어온 값을 읽어 들이

는 것이죠. 

그 다음의 “JSP와 친해지기” 앞 쪽을 보면 

  

<font size="<%= textSize %>" color="<%= textColor %>">  

 

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배웠던 출력(Expression) 태그가 쓰였죠. 즉 변수 textSize, textC

olor의 실제 값이 화면에 뿌려지면서 텍스트의 속성을 변경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아래쪽에 보면  

 

<a href="ChangeText.jsp?textSize=1&textColor=<%= textColor %>
">  

 

태그가 여러 줄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ChangeText.jsp가 자신의 페이지에 textSize와

 textColor을 파라미터로 넘기는 작업을 나타낸 것입니다. 웹 페이지에 파라미터를 넘길 

때 물음표(?)로 시작하고 각 값은 이퀄(=)로 표시되며 1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넘길 때는 

And(&)로 구분합니다. 이건 웹 프로그래밍의 기본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 textSize 또는 textColor 중 변경하지 않는 것은 변수의 값을 그대로 파라미터로 넘겨줍

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가 다음 페이지에도 유지되는 것이죠. 정말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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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여러분들은JSP와 처음 만나 단숨에 친숙해졌습니다. JSP를 전혀 모르시는 분

이라도 쉽게 배우실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기능이 약하고 단조롭다

고 실망을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JSP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자바 객체와 연

결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하기도 편리

하답니다 다음 호에서는 좀 더 복잡한 JSP의 태그들을 살펴보고 자바 클래스(Beans)과 

연동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