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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5 – JSP JavaBeans 
 

JSP 페이지와 Session Bean 의 CalcBean 의 사이에 JavaBean 를 둠으로써 MVC 의 Model 

와 View 와 Controller 를 보다 적절히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MVC 는 3 종류의 오브젝트

로 구성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Model은 어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V

iew 는 화면 출력부분을, Controller 는 유저가 View와 상호작용할 때의 동작을 관리하는 

오브젝트입니다. 디자인 패턴은 반복해 일어나는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계 방법입니다. 

Lesson 4 의 JSP 에서는 HTML 페이지와 JSP 페이지가 화면에의 표시부분 (View)과 유저

가 View 와 상호작용을 관리(Controller) 부분을 담당하고 Entity Bean 와 Session Bean 은 

Model 에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Lesson 에서는 View 에 JSP 페이지를 Controller 에 JavaBean 를, Model 에 Entity Bean

과 Session Bean 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View 와 Controller 를 분할하고 JavaBean 는 

Session Bean 의 Wrapper 클래스로서 기능시킴으로써 샘플 프로그램을 MVC 로 보다 명

확하게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디자인 패턴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은 갱신,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샘플에 대해서  

Lesson 4 (JSP) 의 샘플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유저 인터페이스는 HTML 폼을 이용한 

HTML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 유저가 HTML 페이지의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HTML 

폼이 JSP 페이지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HTML폼,  JavaBean 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JSP 스크립트나 JSP 사용자 정

의 태그를 포함하는 JSP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JSP 페이지가 로드 되

면 HTML 폼이 표시되고, JavaBean 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스크립트와 JSP 사용자 정의 

태그가 실행됩니다. 아직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 출력는 그림 1 과 같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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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bonus.jsp 의 로드 

 

유저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HTML 폼이 재표시되고 JavaBean 와

 상호작용하는 JSP 스크립트와 JSP 사용자 정의 태그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해 재차 실

행됩니다. 화면 표시는 그림 2와 같이 됩니다. bonus.jsp 안의 HTML 폼의 ACTION 파라

미터가 자기 자신을 반복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JSP 파일이 호출되게 됩니다.  

 

 
그림 2：유저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Submit 버튼을 누른 화면  

  

유저가 동일한 Social security number 를 두번 입력할 경우 duplicate key error 가 던져져 

그림 3과 같이  JSP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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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Duplicate Key Error  

bonus.jsp 의 작성  

Session Bean 의 검색과 bonus 의 계산의 처리를 JavaBean 안에서 하도록 변경하기만 할 

것이므로 bonus.jsp 의 코드는 대부분 그대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시작 부분은 

폼을 출력하기 위한 HTML입니다. 2번째의 부분에서 HTML 폼의 데이터를 JavaBean 에 

건네줍니다. 완성한 bonus.jsp 는 아래와 같은 같습니다. 스크립트나 JSP 사용자 정의 태

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코드에 대충 살펴보십시오.  

 
<HTML>   
<BODY BGCOLOR = "WHITE">  
<HEAD> 
<TITLE>Bonus Calculation</TITLE> 
</HEAD> 
<BLOCKQUOTE> 
<H3>Bonus Calculation</H3> 
 
<! --ACTION parameter calls this page--> 
<FORM METHOD="GET" ACTION="bonus.jsp"> 
 
<P> 
Enter social security Number: 
<P> 
<INPUT TYPE="TEXT" NAME="SOCSEC"></INPUT> 
<P> 
 
Enter Multiplier: 
<P> 
<INPUT TYPE="TEXT" NAME="MULTIPLIER"></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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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NPUT TYPE="SUBMIT" VALUE="Submit"> 
<INPUT TYPE="RESET"> 
</FORM> 
 
<! --Scriptlet and JavaBeans Tags start here --> 
<jsp:useBean id = "jbonus" class = "JBonusBean"/> 
 
<%!  String sMult, ssec; %> 
<%  
    sMult = request.getParameter("MULTIPLIER"); 
    ssec = request.getParameter("SOCSEC"); 
%> 
 
<jsp:setProperty name = "jbonus" property="strMult" value="<%=sMult%>"/> 
<jsp:setProperty name = "jbonus" property="socsec" value="<%=ssec%>"/> 
 
Social security number retrieved: 
<jsp:getProperty name="jbonus" property="socsec"/>  
 
<P> 
Bonus Amount retrieved: 
<jsp:getProperty name="jbonus" property="bonusAmt"/> 
 
<P> 
Error messages: 
<jsp:getProperty name = "jbonus" property="message"/> 
 
</BLOCKQUOTE>  
</BODY> 
</HTML> 

JavaBean 의 지정  

아래와 같은 HTML 태그는 이 샘플에서 사용되는 JavaBean 를 지정합니다. id 파라미터

는 JavaBean 를 참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별명(alias)을 정의 하고 class 파라미터는 

JavaBean 의 클래스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id 에 jbonus , class 에 

JBonusBean 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jsp:useBean id = "jbonus" class = "JBonusBean"/> 

데이터를 가져오기 

아래와 같은 JSP 스크립트는 HTML 폼의 input 필드로부터 유저가 입력한 데이터를  

받습니다. 보너스의 비율은 sMult 라는 이름의 String 형태의 변수에 저장되고 ID 넘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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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c 이라는 이름의 String 형태의 변수에 저장됩니다.  

<%!  String sMult, ssec; %> 
<% 
    sMult = request.getParameter("MULTIPLIER"); 
    ssec = request.getParameter("SOCSEC");  
%> 

JavaBean 에 데이터를 건네준다  

아래와 같은 HTML 태그는 JavaBean 의 2개의 프로퍼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프로퍼티

는 JavaBean 클래스의 private 필드입니다. 1번째 줄의 jsp:setProperty name 태그를 사용

해 JBonusBean (jbonus 라고 하는 ID 로 앨리어스(alias) 되어 있습니다 ) 클래스의 필드 

strMult 의 값을 sMult 의 값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번째 줄도 같은 방법으로 

JBonusBean 클래스의 필드 socsec 의 값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jsp:setProperty name = "jbonus" property="strMult" value="<%=sMult%>"/> 
<jsp:setProperty name = "jbonus" property="socsec" value="<%=ssec%>"/>  
The value="<%=ssec%>" expression sends the data contained in the ssec variable to 
the socsec field in the JavaBean.  

JavaBean 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자.  

JavaBean 로부터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 JavaBean 에 데이터를 건네주는 방법과 비슷합

니다. 

jsp:getProperty name 태그를 사용해, 꺼내고 싶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프로퍼티 

(private 필드)를 지정합니다. 아래와 같은 getProperty name 태그는 JBonusBean 클래스의 

private 필드 socsec 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얻어옵니다.  

 
Social security number retrieved: 
<jsp:getProperty name="jbonus" property="socsec"/>  

 

다음의 태그는 JBonusBean 클래스의 필드 bonusAmt 와 필드 message 로부터와 같이 데

이터를 가져옵니다. 

 

<P>  

Bonus Amount retrieved:  
<jsp:getProperty name ="jbonus" property="bonusAmt"/> 
 
<P>  
Error messages:  
<jsp:getProperty name = "jbonus" property="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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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Beans 클래스의 작성 

JavaBeans TM(또는 간단히 bea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클래스는 다른 JavaTM 프로그램 

언어의 클래스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JavaBean 의 클래스는, JavaBeans 의 사양에 

기술되어 있는, 명명과 디자인에 관한 간단한 규칙을 꼭 따라야 합니다. Bean 가 

JavaBeans 의 사양을 준수하고 있으면, 다른 JavaBeans 의 사양에 준수한 프로그램이나 

툴로부터 액세스 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4 페이지의 bonus.jsp 의 작성에서는, HTML 태그와 JSP 스크립트는 JBonusBean 클래스

의 private 필드의 데이터를 설정하거나 취득하거나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 

이것은 JBonusBean 클래스가 JavaBeans 의 명명과 디자인의 규칙에 따라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JBonusBean 의 코드를 기술해, JSP 페이지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 

JavaBeans technology 의 간단한 소개를 합니다. 한층 더 상세한 JavaBeans technology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JavaBeans 의 홈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http://java.sun.com/beans/index.html  
 

아래와 같이는 JBonusBean 클래스의 코드입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할 것입

니다.  

 

import javax.naming. *;  
import javax.rmi.PortableRemoteObject; 
import Beans. *; 
 
public class JBonusBean { 
    private String strMult, socsec, message; 
    private double bonusAmt; 
    CalcHome homecalc; 
 
    public JBonusBean() { 
        try{ 
            InitialContext ctx = new InitialContext(); 
            Object objref = ctx.lookup("calcs");  
            Object objref2 = ctx.lookup("bonus"); 
            homecalc = (CalcHome) 
                PortableRemoteObject.narrow(objref, CalcHome.class); 
            homebonus = (BonusHome) 
                PortableRemoteObject.narrow(objref2, BonusHome.class);  
        } catch (javax.naming.Naming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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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double getBonusAmt() { 
        if(strMult ! = null){ 
            Integer integerMult = new Integer(strMult); 
            int multiplier = integerMult.intValue(); 
            try {  
                double bonus = 100.00; 
                Calc theCalculation = homecalc.create(); 
                double calc = theCalculation.calcBonus(multiplier, bonus);  
                Bonus theBonus = homebonus.create(calc, socsec);  
                Bonus record = homebonus.findByPrimaryKey(socsec); 
                bonusAmt = record.getBonus(); 
                socsec = record.getSocSec(); 
            } catch (javax.ejb.DuplicateKeyException e) {  
                message = e.getMessage();  
            } catch (javax.ejb.Create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catch (java.rmi.Remote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catch (javax.ejb.Finder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return this.bonusAmt;  
        } else {  
            this.bonusAmt = 0; 
            this.message = "None. "; 
            return this.bonusAmt;  
        } 
    }  
 
    public String getMessage(){ 
        return this.message;  
    } 
 
    public String getSocsec(){ 
        return this.socsec; 
    }  
 
    public String getStrMult(){ 
        return this.strMult; 
    } 
 
    public void setSocsec(String socsec) { 
        this.socsec = socsec; 
    } 
    public void setStrMult(String strMult){  
        this.strMult = strMul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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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n 프로퍼티 

프로퍼티는 get 메소드와 set 메소드를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이나 클래스에서도 이용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JavaBean 의 외형이나 행위를 정의 하고 

있거나 일련의 계산이나 처리의 결과로서 사용되거나 합니다. 또한 get 메소드와 set 메

소드로 가져오거나 저장할 수 할 수 있는 private의 클래스 필드 입니다.  

다음의  코드는  J B o n u s B e a n  클래스의  p r iva t e  프로퍼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JBonusBean 클래스는 각각의 필드에 대응하는 get<property> 메소드와 strMult 필드와 

socsec 필드에 대응하는 set<property>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public class JBonusBean {  
    private String strMult, socsec, message; 
    private double bonusAmt; 

생성자 

JbonusBean의 생성자는 Session Bean 를 검색합니다.  

 

public JBonusBean() {  
    try{ 
        InitialContext ctx = new InitialContext(); 
        Object objref = ctx.lookup("calcs"); 
        homecalc = (CalcHome) 
            PortableRemoteObject.narrow(objref, CalcHome.class); 
    } catch (javax.naming.Naming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Set 메소드  

JBonusBean 는 2개의 setter 메소드(set 라고 하는 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메소드 )를 가지

고 있습니다. setter 메소드는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프로퍼티(private 필드)를 세트 합니

다. 여기에서는, JavaBean 의 프로퍼티인 private 필드 socsec 를 세트 하기 위한 

setSocsec 와 private 필드 strMult 를 세트 하기 위한 setStrMult 라고 하는 2개의 setter 메

소드가 사용됩니다.  

이 샘플에서 프로퍼티 socsec 와 strMult 에 설정하는 값은 JSP 페이지중의 setProperty 

name 태그로부터 건네받고 있습니다. J2EE 서버는 다음의 setProperty name 태그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해, JBonusBean (jbonus 라고 하는 id 로 앨리어스(alias) 되어 있습

니다 )내에 대응하는 set 메소드를 찾아냅니다.  

 
<jsp:setProperty name = "jbonus" property="strMult" value="<%=sMult%>"/>  
<jsp:setProperty name = "jbonus" property="socsec" value="<%=s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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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onusBean 클래스에서는 set<property> 메소드는 명명 규칙에 따르고 있으므로, J2EE 

서버는 JSP 페이지로부터 JavaBean 에 데이터를 건네줄 때, JSP 안의 setProperty name 태

그를 사용해 적절한 set<Property> 메소드에 맵핑합니다.  

setter 메소드의 명칭은, set 라고 하는 단어와 프로퍼티명으로 구성됩니다. 프로퍼티명

은 JBonusBean private 필드의 이름입니다. 메소드명은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시작되고 

메소드명의 2번째의 단어는 대문자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private 필드 socsec 에 값

을 삽입 하기 위한 메소드명은 setSocsec 가 됩니다. J2EE 서버는 메소드명안의 대문자의 

Socsec 를 소문자의 socsec 필드에 맵핑합니다. setter 메소드는 void 형이고 1개의 파라

메터가 전달됩니다. 

 

public void setSocsec(String socsec) { 
    this.socsec = socsec;  
}  
    public void setStrMult(String strMult) {  
    this.strMult = strMult;  
}  

Get 메소드  

JBonusBean 는 4개의 getter 메소드(get 라고 하는 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메소드)를 가지

고 있습니다. getter 메소드는 프로퍼티 값 (private 필드의 값)를  돌려줍니다. 4개의 getter 

메소드 getBonusAmt, getMessage, getSocsec, 그리고 getStrMult 는, 각각 private 필드 

bonusAmt , message , socsec , strMult 의 데이터를 리턴하기 위해 메소드입니다.  

이 샘플에서는 필드 bonusAmt 와 message 의 값을 가져오기 위해 getBonusAmt 메소드

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JSP 페이지는 아래와 같은 getProperty name 태그를 사용해, 

JBonusBean 프로퍼티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JSP 페이지는 그 페이지에 관련이 있

는 값만 꺼내므로 JBonusBean 에는 보너스의 비율 프로퍼티가 존재하는데도,  JSP 페이

지에 의해  불러들여 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number retrieved:  
<jsp:getProperty name="jbonus" property="socsec"/> 
<P> 
Bonus Amount retrieved:  
<jsp:getProperty name="jbonus" property="bonusAmt"/>  
 
<P>  
Error messages:  
<jsp:getProperty name = "jbonus" property="message"/> 

 

getter 메소드는 setter 메소드와 같은 명명 규칙에 따르기 때문에, JSP 페이지는 JBonusB

ean 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getter 메소드는 항상 리턴형을 가지고 있고 파라메

터는 가지지 않습니다. getBonusAmt 메소드내에서는 프로퍼티의 값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이 예에서는 돌아가 값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J2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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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의 runtime error 를 막기 위해서  this.bonusAmt 하지만 돌려주어지고 있는 것을 압수

니다.  

getBonusAmt 메소드내에서는 if-else 절에 의해, strMult 의 값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처리합니다. JSP 페이지를 최초로 로드했을 때에는 어떤 데이터도 제공 되어 있지 않지

만, JSP 페이지의 태그나 스크립트는 실행됩니다. 이 경우, strMult 의 값은 null 이 되고 

보너스의 배율과 bonusAmt 의 값은 null이 됩니다. JSP 페이지가 null의 bonusAmt 를 가

져와 출력 하려고 하면 runtime error가 발생됩니다. 이것을 막기에는, strMult 의 값이 null 

의 경우에는 bonusAmt 의 값을 0 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public double getBonusAmt() { 
    if(strMult ! = null){ 
        Integer integerMult = new Integer(strMult); 
        int multiplier = integerMult.intValue(); 
        try { 
            double bonus = 100.00;  
            Calc theCalculation = homecalc.create();  
            Bonus theBonus = theCalculation.calcBonus(multiplier, bonus, socsec); 
            Bonus record = theCalculation.getRecord(socsec); 
            bonusAmt = record.getBonus(); 
            socsec = record.getSocSec();  
        } catch (javax.ejb.DuplicateKeyException e) { 
            message = e.getMessage(); 
        } catch (javax.ejb.Create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catch (java.rmi.Remote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return this.bonusAmt; 
        } else {  
            this.bonusAmt = 0; 
            this.message = "None. "; 
            return this.bonusAmt;  
        } 
    } 
 
    public String getMessage(){ 
        return this.message; 
    } 
 
    public String getSocsec(){ 
        return this.socsec; 
    } 
 
    public String getStrMult(){ 
        return this.strMu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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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void setSocsec(String socsec) { 
        this.socsec = socsec; 
    } 
 
    public void setStrMult(String strMult) { 
        this.strMult = strMult; 
    } 

플랫폼과 툴의  실행 

이 샘플을 시작하기에는, J2EE 서버, 디플로이먼트 툴, Cloudscape 데이터베이스를 실행

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커멘드를 각각 다른 윈도우에서 실행해 주세요.  

 
j2ee -verbose  
deploytool  
cloudscape -start  
 

만약 이 명령이 실행되지 않으면, J2EE 디렉토리에서 다음의 커멘드를 실행해 보세요.  

 

UNIX  
j2sdkee1.  2.1/bin/ j2ee –v e r b o s e  

j2sdkee1. 2.1/bin/deploytool   
j2sdkee1. 2.1/bin/cloudscape -start  

 

Windows  

j2sdkee1. 2.1\bin\j2ee -verbose 
j2sdkee1. 2.1\bin\deploytool  
j2sdkee1. 2.1\bin\cloudscape -start  

WAR 파일의 삭제 

어플리케이션에 클래스를 추가했으므로, 지금까지의 Lesson 로 작성한 WAR 파일을 삭

제해, WAR 파일을 신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Local Application Window：  

o 2 BonusApp 아이콘을 클릭해 Application Component를 표시합니다.  

o BonusWar 를 선택하여 하이라이트 표시되게 합니다.  

o [Edit]메뉴로부터[Delete]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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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 파일의 신규 작성 

[File]메뉴：  

 

o New Web Component를 선택합니다.  

[Introduction]다이알로그 박스：   

 

o [Next >] 를 클릭합니다.  

 

[War File General Properties] 다이알로그 박스：  

 

o [display name] 를 BonusWar로 설정합니다.  

o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o 다음의 윈도우로 ClientCode 디렉토리로 이동해 bonus.jsp 를 추가합니다.  

o [Next >] 를 클릭해,ClientCode 디렉토리로 이동해 JBonusBean.class 를 추가합

니다.  

o [Finish] 를 클릭합니다.  

노트：JBonusBean.class 를 추가하기 전에, bonus.jsp 를 추가해 주세요.  

 

[War File General Properties] 다이알로그 박스：  

 

o [Next >] 를 클릭합니다.  

 

[Choose Component Type]다이알로그 박스 ：  

 

o [JSP Filename] 이 bonus.jsp 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o [JSP]가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o [Next >] 를 클릭합니다.  

 

[Component General Properties]다이알로그 박스：   

 

o 표시명을 BonusJSP 에 설정합니다.  

o [Finish] 를 클릭합니다.  

 

[Inspecting] 윈도우：  

 

o [Web  Contents] 를 선택합니다.  

o JSPRoot 와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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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EE 어플리케이션의 검사와 디플로이먼트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먼트하기 전에, Verifier를 실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Verifier를 

사용하면 Enterprise Bean 메소드의 결여 등 compiler 가 처리 할 수 없는 에러를 검출할 수

가 있습니다. 

검사 

o BonusApp 가 선택된 상태로 [Tool]메뉴로부터 [Verifer]를 선택합니다.  

o 다이얼로그가 표시되므로, [OK]버튼을 누릅니다. 윈도우에  검사에 성공 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메세지가 표시될 것입니다.  

o Verifier를 종료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디폴이먼트할 준비가 갖추어졌습니다.

  

 
노트: Version 1.2 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tests app.WebURI 에러가 발
생할 수도 있지만, 어플리케이션은 정상적으로 디플로이먼트됩니다. 

디플로이먼트 

o  [Tool]메뉴로부터[Deploy Application]를 선택합니다. 

o 타겟이 되는 서버가 로컬 호스트 , 또는 J2EE 서버로 사용되는 호스트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노트: [Return Client Jar]라고 하는 체크 박스는, 체크하지 말아 주세요. 이 체크 박스

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위한 스탠드얼론 어플리케이

션을 디플로이먼트하는 필요가 있을 때 뿐입니다. 이 샘플에서는 서블릿과 HTML 
페이지를 사용하므로, 이 체크 박스를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체크 박스를 체
크하면 스탠드얼론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JAR 파일이 작성됩니다.  

 
o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CalcBean 의 JNDI 명이 calcs  로, BonusBean 의 JND

I 이름이 bonus 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이 설정으로 되어 있지 않으

면 설정을 변경하고 리턴 키를 누릅니다.  

o [Next >]를 클릭합니다.  

o Context Root의 이름이 JSPRoot 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설정으로 되

어 있지 않으면, JSPRoot 이라고 입력하고 리턴 키를 누릅니다.  

o [Next  >]를 클릭합니다.  

o [Finish] 버튼을 클릭하여 디플로이먼트를 시작합니다. 디플로이먼트의 상황

을 나타내는 다이알로그 박스가 표시됩니다. 처리가 완료 되면 좌측의 3 개의 

바가 그림 4와 같이 됩니다.  

o 처리가 완료 하면 [OK]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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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어플리케이션의 배비  

J2EE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Web 서버는 디폴트로 8000번 포트로 실행합니다. bonus.html 를 열기위해서 브라우저에

 http://localhost:8000/JSPRoot/bonus.html 를 입력합니다. 

 
o social security number 와 multiplier 를 입력합니다.  

o Submit  버튼을 클릭합니다. bonus.jsp 가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해, 계산된 보너

스를 포함한 HTML 페이지를 돌려줍니다.  

관련 자료 

한층 더 상세한 JavaBeans technology의 정보는 아래와 같은 JavaBeans 의 홈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http://java.sun.com/beans/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