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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P와 빈의 연동 방법을 이해하자 
 

 지난 호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JSP 태그들은 자바 빈과의 연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

지만 이번에 배울 태그들은 빈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찰떡 궁합의 관계에 있습니

다. 새로 배울 태그들 덕분에 자바 빈들을 JSP페이지에서도 쉽게 쓸 수 있고 강력한 기능

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선 자바 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바 빈(Java Beans)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로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

인 자바 클래스들은 실제로 재사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

들어낸 컴포넌트(Component) 모델이 바로 자바 빈입니다. 컴포넌트화 됨으로써 전용 개

발툴(Jbuilder 등)을 이용해서 자바 프로그래밍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죠. 자바 빈

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정의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즉 ‘클래스의 속성들에 대해 set, get 메소드(setter, getter)가 선언되어 있는 것이 

자바 빈이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클래스의 멤버 변수의 값을 불러 오거나 변경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말이죠. 실제로 JSP를 배우는데 있어서는 이정도로만 이해하

셔도 충분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2) 자바 빈과 JSP의 첫 만남 

우선 예제를 통해서 자바 빈과 JSP의 첫 만남을 주선해 보죠. 



JSP 강좌 - 2  Issued by: <최광석> 
Revision: <1.0>  <2000/8/18> 

JSTORM  <7/18> 

<리스트1> MyMember.java 

public class MyMember { 

 private String userId = ""; 

 public MyMember() { } 

 

 // set 메소드 

 public void setUserId(String _userId) { userId = _userId;} 

 

 // get 메소드 

 public String getUserId() { return userId; } 

} 

 
<리스트2> GetReady.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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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l> 

<head><title>자바 빈과 JSP의 첫 만남 주선</title></head> 

<body> 

<form name="MyForm" method="get" action="Meeting.jsp"> 

주선자 아이디 : <input type="text" name="userId" size="10"> 

<input type="submit" value="미팅주선"> 

</form> 

</body> 

</html> 

 
<리스트3> Meeting.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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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p:useBean id="myMember" scope="page" class="MyMember"> 

 <jsp:setProperty name="myMember" property="userId" /> 

</jsp:useBean> 

 

<html> 

<head><title>자바 빈과 JSP의 첫 만남!!</title></head> 

<body> 

축하합니다!!<br> 

<jsp:getProperty name="myMember" property="userId" />님의 

주선으로 자바 빈과 JSP가 만났습니다.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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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1>의 MyMember.java가 바로 자바 빈입니다. 이 파일을 <JRun이 인스톨 된 폴더

>/servers/default/demo -app/Web-inf/classes/ 폴더에 저장하고 javac MyMember.java를 실

행해서 컴파일합니다. 그럼 MyMember.class 파일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한 

가지! JRun 서버는 리부팅 되기 전에는 새로 생성된 빈이나 업데이트된 빈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JRun 서버를 리부팅 해야합니다. 방법은 시스템 트레이에 떠 

있는 JRun Default Server 아이콘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서 제

일 위에 있는Restart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JRun Admin Server와 헷갈리지 않게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뜨는 풍선 도움말을 잘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폴더 위치가 너무 복잡하다구요? 그렇다면 JRun Admin Server에서 환경을 사용자 마음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서 소개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맡길

게요. 아니면 다른 폴더에서 컴파일하고 .class 파일만 위에서 말한 폴더에 넣으셔도 됩

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 트레이에 JRun Server 아이콘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시작 버

튼 누르시고 프로그램의 JRun 3.0에 있는 서버를 구동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javac 컴파

일 명령이 도스 창에서 먹지 않는다면 path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니 autoexec.bat 

파일에 set path=%path%;c:\progra~1\jdk122\bin;을 추가하고 리부팅하시기 바랍니다. 물

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JDK를 설치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리스트 2>와 <리스트 3>의 두 jsp 파일들은 지난 번처럼 <JRun이 인스톨 된 폴더>/serve

rs/default/demo -app/ 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실행 화면을 볼까요? 

 

 
<그림 1> GetReady.jsp를 실행한 화면 

 

 
<그림 2> GetReady.jsp에서 “미팅주선” 버튼을 누른 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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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화면을 보면 정말 단순한데 소스는 3개나 필요하죠? 사실 굳이 자바 빈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림 2>에서 Meeting.jsp의 파라미터로 넘어온 userId의 값 compert를 받아서 

화면에 뿌려 주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눈치 채셨듯이 단순히 파라

미터를 그대로 화면에 뿌린 것이 아니라 자바 빈에 저장해서 빈의 속성을 화면에 출력한

 것이죠. 다른 것은 쉽게 이해 되실 텐데 <리스트 3>의 Meeting.jsp 첫 부분에 좀 낯선 코

드들이 보입니다. 잘 보시면 빈을 사용하고(useBean) 속성을 세팅(setProperty)한다는 뜻

이란 걸 아실겁니다. 그리고 하단 부에는 속성을 얻어온다(getProperty)는 느낌을 주는 

코드도 보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은 <리스

트 2>의 GetReady.jsp의 <input> 태그의 name이 userId 로서 MyMember.java의 속성 userId

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JSP의 응용 태                                                                                          

                                                           

3) JSP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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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설명  JSP 태그 

<jsp:useBean> 특정 이름과 범위(scope)

로 빈의 위치를 지정

(locate)하거나 선언

(instatiate)함 

<jsp: useBean id=" beanInstanceName " scope=" 
page |request| session| application" 

{ class=" package. class " [ type=" package. class " ] | 
type=" package. class "| 

beanName="{ package. class | <%= expression %>}" 

type=" package. class "} 

{/> | > other elements </ jsp: useBean> } 

<jsp:setProperty> 빈의 속성 값을 세팅함 <jsp: setProperty name=" beanInstanceName " 

{ property="*" | property=" propertyName " 
[ param=" parameterName "]| 

property=" propertyName " value="{ string | <%= 

expression %>}" } /> 

<jsp:getProperty> 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

에 출력할 수 있도록 빈

의 특정 속성 값을 읽어 

옴 

<jsp: getProperty name=" beanInstanceName " 
property=" propertyName "/> 

<jsp:include> 정적(Static) 파일을 포함

하거나 동적(Dynamic) 

파일에 요청을 보냄 

<jsp: include page="{ relativeURL | <%= 

expression %>}" flush=" true" 

{/>| 

[ <jsp: param name=" parameterName " 

value="{ parameterValue | <%= expression %>}" /> ]+ 

</ jsp: inclu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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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p:forward>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H

TML, JSP, 서블릿 등으

로 전진(forward) 시킴 

<jsp: forward page="{ relativeURL | <%= 
expression %> }"  

{/>| 

[ <jsp: param name=" parameterName " 
value="{ parameterValue | <%= expression %>}" /> ]+ 

</ jsp: forward> } 

<jsp:plugin> 애플릿이나 빈을 실행하

기 위해 plug-in 소프트웨

어를 브라우저로 다운로

드 함 

<jsp: plugin type=" bean| applet" code=" 
classFileName " codebase=" classFileDirectoryName 
" 

[ name=" instanceName " ] [ archive=" 
URIToArchive, ... " ] [ align=" bottom |top| middle| left| 
right" ] 

[ height=" displayPixels " ] [ width=" displayPixels " ] 
[ hspace=" leftRightPixels " ] [ vspace=" 

topBottomPixels "] 

[ jreversion=" JREVersionNumber | 1.1 " ] 
[ nspluginurl=" URLToPlugin " ] [ iepluginurl=" 

URLToPlugin "] > 

[ <jsp: params> [ <jsp: param name=" parameterName 
" value="{ parameterValue | <%= expression %>}" 

/> ]+ 

</ jsp: params> ] 

[ <jsp: fallback> text message for user </ jsp: 

fallback> ] 

</ jsp: plugin> 

<표 1> JSP의 응용 태그 

 

지난 호에서 다루었던 기본 태그와 응용 태그로 임의로 나누었지만 JSP 1.1 Spec에는 Dir

ectives 와 Actions로 설명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응용”이라고 한 것은 

빈 객체를 JSP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기본 태그들은 <%로 

시작해서 %>로 끝나는 반면 응용 태그들은 <jsp:로 시작해서 />로 끝나고 있죠? 그러나 

만약 중간에 옵션으로 들어가는 <jsp:param>과 같은 태그가 들어간다면 아까 예제에서 

봤듯이 /jsp:> 형식으로 명확하게 태그를 닫아야 합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

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가 . <jsp:useBean> 

 

이 태그는 응용 태그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을 사

용한다는 뜻은 곧 객체를 선언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id는 객체의 이름을 뜻합니다. String 변수의 이름을 str이라고 선언할 때 String 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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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str이 id에 들어가는 값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cope이 있는데요. 이것은 객체가 유지되는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scope에

는 page , request, session , application의 네 가지 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 page로 지정하면 

한 화면 동안에만 객체가 유지되고 application으로 하면 브라우저를 닫기 전까지 유지되

는  것이죠 . request는 ServletRequest란 객체가 session은 HttpSession란 객

체가 유효할 동안만 유지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class는 말 그대로 어떤 클래스의 객체를 선언할 것인지를 넣는 부분입니다. 아

까 String str;에서 String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패키지 구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MyClasses 패키지의 Member 클래스의 객체를 선언하려면 class=“My

Classes.Member”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beanName은 java.beans.Beans와 연관된 것이고 type은 클래스의 종류

를 지정하는 것으로 클래스 자신, 부모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로 중의 한 가지 값이 들

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beanName과 type은 지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건너 뛰셔도 됩니다. 

<jsp:useBean> 태그는 지난 번에 배웠던 선언 태그 <%! %>와는 많은 차이가 있죠. 더구

나 <%! %>에서 선언한 객체는 다음에 나오는 <jsp:setProperty>, <jsp:getProperty>를 쓸 

수가 없다는 걸 알아 두세요. 

아까 예제에서 조금 맛을 보셨겠지만 다음의 예를 보면서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알아보

죠. 두 번째 예에서는 옵션으로 <jsp:setProperty> 태그가 들어갔기 때문에 <jsp:useBean>

태그가 있는 줄에서는 />로 닫지 않고 그냥 >로 닫았다가 마지막에 </jsp:useBean> 태그

로 닫는 것을 유심히 살펴 보세요. 

 

예) 

<% -- 한 페이지 동안만 유지되는 MyClasses 패키지의 MyMember 클래스로 my

Member 객체를 선언함 --% > 

<jsp:useBean id=“myMember” class=“MyClasses.MyMember” 

scope=“page” /> 
 

<% -- myMember 객체의 속성 중에서 userId를 compert로 초기화하여 선언함 --

%> 
<jsp:useBean id=“myMember” class=“MyClasses.MyMember” 

scope=“page”> 
<jsp:setProperty name=“myMember” property=“userId” value=“compert” 
/> 
</jsp:useBean> 

 

나 .<jsp:setProperty> 

 

이 태그는 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빈의 속성을 세팅할 때 쓰입니다. name=“”에 빈의

 인스턴스 이름을 써 주고 property=“”에 세팅할 속성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value=“”

에 값을 써 주면 위의 예에서 보듯이 임의로 값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param은 조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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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명 드리죠. 

그냥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JSP의 매력에 빠져 들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태그

입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사실 위의 예를 보면 지난 번에 배웠던 기본 태그의 <% 

%>에서 member.setUserId (“compert ”);라고 쓰는 것과 다를 것이 없죠. 하지만 JSP는 동적

인 웹 언어잖아요. 웹 페이지에 <jsp:setProperty>가 쓰였을 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뿐 

아니라 소스를 줄여 주어서 개발도 편해집니다. 여러분들은 포탈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을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정보를 넣고 “가

입”버튼 누르셨다면 이제는 개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일일이 받아서 DB에 저장하는 작업

을 해야 하잖아요. 지난 번에 배웠던 request.getParameter(“”)를 기억하세요? 웹 페이지에

 넘어오는 파라미터 값을 읽어들이는 방법이잖아요. 그걸 여러 줄에 걸쳐서 써야 한다니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정말 번거롭겠죠? 근데 <jsp:setProperty>를 이용하면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세팅 해 줄 수 있습니다. 딱 한 줄로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jsp:setProperty>

 태그가 강력한 것이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아까 예제에서 <그림 3>의 브라우저 주소창을 잘 살펴보세요. http://localhost:8100/demo/

Meeting.jsp?userId=compert라고 되어 있잖아요. <리스트 2> GetReady.jsp의 <input> 태그

의 name인 userId가 Meeting.jsp의 파라미터로 넘어왔죠. 그리고 그 값은 사용자가 입력

한 값인 compert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input>태그의 name이 바로 파라미터의 이름

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럼 GetReady.jsp는 어떻게 Meeting.jsp를 

찾아왔을까요? GetReady.jsp의 <form>태그에 보시면 action=“Meeting.jsp”라고 되어 있

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input의 name과 MyMember.java의 속성이 같은 이름인걸 유심히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jsp:setProperty>의 property=“”를 특정 값이 아

닌 “*”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눈치 채셨나요? 그렇죠! input태그의 name 즉 파

라미터와 자바 빈의 속성이 이름이 같다면 <jsp:serProperty name=“myMember” property=

“*” />라고 했을 때 자동으로 모든 값이 설정되는 것이죠!! 아직 잘 이해가 안되셔도 괜찮

습니다. 나중에 예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거예요. 

이제 param을 설명할게요. 이것은 <input>의 name과 자바 빈의 속성의 이름이 다를 때 쓰

입니다. 즉 email이 <input>의 name인데 myMember 의 userId란 속성에도 그 값을 세팅해 

주고자 한다면 <jsp:setProperty name=“myMember” property=“userId” param=“email” />라

고 쓰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를 통해서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 -- myMember 객체의 userId 값을 파라미터 userId로 넘어 오는 값으로 세팅

 --% > 

<jsp:setProperty name=“myMember” property=“userId” /> 

 

<% -- myMember 객체의 userId 값을 파라미터 email로 넘어 오는 값으로 세팅 -

-% > 
<jsp:setProperty name=“myMember” property=“userId” param=“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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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Member 객체의 userId 값을 compert로 세팅 --% > 

<jsp:setProperty name=“myMember” property=“userId” value=“compert”/> 

 

<% -- myMember 객체의 모든 값을 한 번에 세팅 --% > 

<jsp:setProperty name=“myMember” property=“*” /> 

 

 

다 . <jsp:getProperty> 

 

이 태그는 자바 빈의 속성을 화면에 출력할 때 쓰입니다. name=“”에 빈의 인스턴스 이름

을 써 주고 property=“”에 화면에 뿌려줄 속성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태그의 출력 역할을 하는 <%= %> 태그가 있기 때

문이죠 .  <리스트 3>의 아래부분에 나오는 <jsp:getProperty name="myMember" 

property="userId" />는 출력 태그를 이용하면 <%= myMember.getUserId() %>로 간단히 

구현할 수 있답니다. 

 

예) 

<% -- myMember 객체의 userId 값을 화면에 출력함. <%= myMember.getUse

rId() %>와 동일함 --%> 
<jsp:getProperty name=“myMember” property=“userId” /> 

 

 

setProperty와 getProperty가 어떻게 자바 빈의 속성을 세팅하고 얻어 오는지 궁금하시죠? 그건 s

etProperty는 set메소드를 getPropert는 get메소드를 호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럼 만약 여러분들이 MyMember 클래스의 userId 속성의 set메소드 이름을 setUserId()라고 하지 

않고 setuSEriD()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답은 그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태

그는 set과 get이후의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구별한다고 하는 것이 맞

을 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set메소드를 setuSEriD()라고 하셨다면 get메소드도 반드시 getuS

EriD()라고 이름을 지어야 하거든요. 즉 set메소드와 get메소드는 서로 대소문자를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름 짓는 법(Naming Rule)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죠. 썬에서 제공하는 공인된 방법(Code Conventions)을 알아보시려면 http://java.s

un.com/docs/codeconv/html/CodeConvTOC.doc.html를 참고하세요. 

<박스 기사 1> setProperty와 getProperty에 대한 이야기 

 

 

라 . <jsp:include> 

 

이 태그는 말 그대로 다른 페이지를 포함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지난 번에 배웠던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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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lude %>태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age=“”에 포함시킬 페이지의 상대 주소를

 써 주면 됩니다. 여기서 flush=“true” 태그가 보이는데요 값이 이미 true로 정해져 있잖아

요. 이것은 버퍼에 연관된 것인데 1.1로 오면서 “true” 값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jsp:param> 태그를 옵션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 

<% -- Header.html을 포함시킴 --%> 

<jsp:include page=“Header.html” /> 

 

<% -- Greeting.jsp에 파라미터 userId 값으로 compert를 주고 포함시킴 --% > 

<jsp:include page=“Greeting.jsp” flush=“true”> 

<jsp:param name=“userId” value=“compert” /> 

</jsp:include> 

 

 

마 . <jsp:forward> 

 

웹 서핑을 하다 보면 클릭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페이지가 이동하는 경우를 경험

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태그가 바로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용자 로그

인을 처리하는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틀렸다면 처리 도중에 에러 

페이지로 이동해야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forward입니

다. page=“”에 이동하고자 하는 페이지의 상대 주소를 써 주시면 됩니다. 

이 태그가 JSP 페이지 중간에 있다면 그 이 후의 내용은 실행되지 않고 바로 page=“”에 

정의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더구나 이 태그가 작동을 하면 브라우저의 History에 저

장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브라우저의 “뒤로” 버튼을 눌러도 이 태그를 

포함하고 있던 페이지는 나오지 않고 그 이전의 페이지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페이지에 파라미터(parameter)까지 넘겨주려고 한다면 <jsp:param> 태그를 쓰시면 

됩니다. 파라미터의 이름과 값은 name=“”, value=“”에 정의하면 됩니다. 물론 지난 번에 

말씀 드렸듯이 다시 쓰는 URL 방식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페이지 URL의 마지막에 ?name

=value를 덧붙여 값을 넘겨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태그는 사용자 브라우저의 URL을 page=“”에 정의된 페이지의 URL로 바꾸어 

주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 태그 보다는 자바 스크립트의 location.repl

ace() 함수를 더 즐겨 쓰는 편이죠. 그 대신 자바스크립트는 파라미터를 넘겨 줄 때는 파

라미터의 이름과 값도 브라우저에 표시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말이죠. 

 

예) 

<% -- 에러 화면 호출 --% > 

<jsp:forward page=“./MyErrorPage.jsp” /> 

 

<% -- errorCode 값으로 0010을 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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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p:forward page=“./MyErrorPage.jsp” > 

<jsp:param name=“errorCode” value=“0010” /> 

</jsp:forward> 

 

<% -- 다시 쓰는 URL 방식으로 파라미터 전송 --% > 

<jsp:forward page=“./MyErrorPage.jsp?errorCode=0010” /> 

 

<% -- 자바 스크립트를 활용한 페이지 이동 --% > 

<script> location.replace(‘./MyErrorPage.jsp?errorCode=0010’) </script> 

 

마지막의 <jsp:plugin>에 대한 것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제세한 내용을 공부해 보

고자 하시면 http://java.sun.com/products/jsp/download.html에 있는 JSP 1.1 Spec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회원 가입 화면 예제를 통해 여러 개의 사용자 입력

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4> MyMember2.java 

public class MyMember2 { 

 private String userId = ""; 

 private String name = ""; 

 private String phone = ""; 

 private String email = ""; 

 

 public MyMember2() { 

 } 

 

 public void setUserId(String str) { userId = str; } 

 public void setName(String str) { name = str;} 

 public void setPhone(String str) { phone= str; } 

 public void setEmail(String str) { email= str; } 

 

 public String getUserId() { return userId; } 

 public String getName() { return name;      } 

 public String getPhone() { return phone; } 

 public String getEmail() { return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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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5> MyJo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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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l> 

<head><title>나의 회원 가입</title></head> 

 

<body> 

<form name='MyJoin' method='post' action='Greeting.jsp'> 

<table border=1> 

 <tr><td><font size=3><b>회원 가입</b></font></td></tr> 

 <tr><td align=center> 

  <table border=0> 

   <tr> 

    <td width=30%>아이디</td> 

    <td width=70%><input type=text name=userId 
size=20></td> 

   </tr> 

   <tr> 

    <td>이름</td> 

    <td><input type=text name=name 
size=20></td> 

   </tr> 

   <tr> 

    <td>전화번호</td> 

    <td><input type=text name=phone 
size=20></td> 

   </tr> 

   <tr> 

    <td>E-mail 주소</td> 

    <td><input type=text name=email 
size=30></td> 

   </tr> 

  </table> 

 </td></tr> 

 <tr><td align=center><input type=submit value=가입></td></tr> 

</table> 

</form>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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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6> Greeting.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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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p:useBean id="myMember2" scope="page" class="MyMember2"> 

 <jsp:setProperty name="myMember2" property="*" /> 

</jsp:useBean> 

<% 

 String name = request.getParameter("name"); 

 name = new String(name.getBytes("8859_1"), "KSC5601"); 

 myMember2.setName(name); 

%> 

 

<html> 

<head><title>회원 가입 축하!!</title></head> 

 

<body> 

 

 

<table border=1> 

 <tr> 

  <td colspan=2><%= myMember2.getName() %>님 가입을 축하합니

다!!</td> 

 </tr> 

 <tr> 

  <td width=30%>아이디</td> 

  <td width=70%><%= myMember2.getUserId() %></td> 

 </tr> 

 <tr> 

  <td>전화번호</td> 

  <td><%= myMember2.getPhone() %></td> 

 </tr> 

 <tr> 

  <td>E-mail 주소</td> 

  <td><%= myMember2.getEmail() %></td> 

 </tr> 

</table>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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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yJoin.jsp를 실행한 화면 

 

 

<그림 4> MyJoin.jsp에서 “가입” 버튼을 누른 후 화면 

 

<리스트 5> MyMember2.java를 처음에 말씀 드렸던 폴더에서 컴파일하고 서버 리부팅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처음에 보았던 예제와는 달리 4개의 입력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

다. <리스트 6> Greeting.jsp의3번째 줄에 있는 <jsp:setProperty name="myMember2" prope

rty="*" />을 가장 유심히 살펴 보셔야겠죠. 그 줄에서 사용자 입력이 모두 처리 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바로 밑에 처음으로 보는 소스가 조금 보입니다. 그 부분은 자바에서 한

글 인코딩 문제 때문에 들어간 소스입니다. 인코딩 하는 부분만 따로 Encoder.java 등의 

자바 빈으로 만들어서 처리한다면 좀 더 깔끔한 소스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와는 달리 

최종 화면의 URL에서 파라미터가 주소창에 나타나지 않는 것 눈치 채셨나요? 그건 <리

스트 6> Greeting.js p의 <form> 태그에서 method가 get이 아닌 post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상으로 JSP와 자바 빈을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단

순한 예제를 다루었지만 여러 분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자바 빈을 많이 만들어 보셔서 개

성있는 홈페이지 제작에도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그럼 다음 번에는 이제까지 배웠

던 내용을 종합해서 간단한 방명록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