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erver Pages by BlueNote

Chapter 3 : 기초문법/내장객체
Hello JSP
Hello 프로그램(?)은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통과 역사를 무시할 수 없어서 Hello
jsp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턱대고 소스를 보자.

List 3.1
<html>
<body>
<center>
<h1>Hello jsp</h1>
</center>
</body>
</html>
hello.jsp 로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보면 잘도 보인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jsp페이지를
만들었다. 재미있지 않은가요? 나는 재미있다… 소스를 보면 html tag 밖에 없다. 확장자만
jsp이다. 이것은 jsp 컨테이너가 해석하고 출력한 jsp페이지인 것이다.

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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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한 마음이 들어 조금 다른 hello jsp를 만들어 보겠다.
List 3.2
<html>
<body>
<center>
<h1><%=”hello jsp”%></h1>
</center>
</body>
</html>
실행화면을 보여주고 싶지만, 부끄럽게도 [그림 3-1]과 똑같다. 이제 Html 태그가 아닌 다
른 요소가 한 줄 들어갔다. Jsp뿐 아니라 대부분의 스크립언어들이 가지는 expression을
사용했다. 스크립트기반 코드를 사용했다고만 생각하자. 너무 실망하지 말자… 또 Hello jsp
를 할 것이니 말이다.

List 3.3
<html>
<body>
<center>
<h1><jsp:expression>Hello jsp</jsp:expression></h1>
</center>
</body>
</html>
이제 이상한 태그가 하나 들어 있다. List 3.2와 List3.3은 똑 같은 형식이다. 하지만 어딘
가 모르게 깔끔(?) 해보이지 않나? 잘 만들어진 jsp문서는 xml문서로도 해석될 수 있다.
xml 문법 태그를 사용한 것이라고만 알아두자. 나중에 다시 다룰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
냥…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자… 실행화면은 결국 같다.

참고 :

아쉽게도 List3.3의 경우에는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Jsp의 xml기반

tag를 인식하지 못하는 몇몇 컨테이너들이 있다. Tomcat3.2.1에서 수행한 결과 에러가 없
었지만, Resin1.2.3에서 실행한 결과 에러를 발생시켰다. 하지만, 컨테이너들이 버전업되면
서 이런 문제들을 사라질 것이다.

다시 Hello jsp를 해보자. 벌써 지겨운가? 아직 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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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3.4
package com.boolpae.jsp;
public class HelloBean{
String hello = “Hello jsp”;
public String getHello(){
return hello;
}
public void setHello(String hello){
this.hello = hello;
}
}
List 3.5
<jsp:useBean id=”hello” class=”com.boolpae.jsp.HelloBean” />
<jsp:setProperty name=”hello” property=”hello” />
<html>
<body>
<center>
<h1><jsp:getProperty name=”hello” property=”hello” /></h1>
</center>
</body>
</html>
위 3.4/3.5는 자바빈즈를 사용해서 만든 것이다. 실행을 해보려면 class파일을 컴파일하고
classpath가 지정된 곳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jsp페이지를 만들어서 실행해보면 된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살펴보겠다. 이제 hello jsp가 끝났을까? 아쉽게도(?) 하나 더 있다.
List 3.6
package com.boolpae.jsp;
import
import
import
import

javax.servlet.jsp.*;
javax.servlet.jsp.tagext.*;
java.io.*;
javax.servlet.*;

public class HelloTag extends TagSupport{
String value;
public int doStartTag(){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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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pWriter out = pageContext.getOut();
out.print("Hello jsp");
}catch(IOException e){
System.out.println(e);
}
return SKIP_BODY;
}
}
List 3.6은 custom tag를 사용하기 위한 태그핸들러라 불리우는 클래스인데, jsp에서는 여
러분 마음대로 태그를 정의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정의한 태그가 무엇을 수행할
것인지, 어떻게 수행될 것인지를 정의하는 class 파일이다. 여러분이 사용할 태그를 정의해
주는

파일은 아래

List

3.7에

나와있는 확장자를

tld

로

가지는

TLD(tag

library

descripter)파일이다. 답답해 하지 말고 그냥 읽어 주었으면 한다. 그냥 읽어주는 것이 저
자가 의도하는 바이니 말이다.

List 3.7
<?xml version="1.0" encoding="ISO-8859-1" ?>
<!DOCTYPE taglib
PUBLIC "-//Sun MicroSystems, Inc. //DTD JSP Tag Library 1.1//EN"
"http://java.sun.com/j2ee/dtds/web-jsptaglibrary_1_1.dtd">
<taglib>
<tlibversion>1.0</tlibversion>
<jspversion>1.1</jspversion>
<shortname>jspace</shortname>
<urn/>
<info>
허접 JavaServer Pages
</info>
<tag>
<name>hello</name>
<tagclass>com.boolpae.jsp.HelloTag</tagclass>
<info>Simple example : Hello jsp</info>
<bodycontent>empty</bodycontent>
</tag>
</taglib>
위와 같이 여러분이 사용할 태그를 정의해 주면 아래 List 3.8에서와 같이 jsp페이지 내에
서 사용할 수 있다. 위 파일은 xml 문서이다. <tag> 태그의 자식태그에 <name>태그의
몸체에 정의한 태그이름은 hello이다. Jsp에서 tld파일(List 3.7과 같은 xml 문서파일)의 경
로를 지정해주면 tld파일을 찾아서 해당 태그(여기서는 hello)를 처리할 class(List 3.6에
해당하는 태그핸들러)를 찾는다. com.boolpae.jsp.HelloTag 라는 클래스가 처리한다. 역
시 자세한 사항은 custom tag 를 이야기할 때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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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3.8
<%@ taglib uri="WEB-INF/classes/tld/hello.tld" prefix="jspace" %>
<html>
<body>
<center>
<h1>
<jspace:hello />
</h1>
</center>
</body>
</html>
이 jsp페이지 역시 hello jsp를 정확히 똑같이 화면에 출력한다. Hello 로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다. 우리는 jsp로 표현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사용해서 Hello jsp를 만들
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들은 모두 지금까지 보았던 Hello JSP 프로그램의 확장
판이 될 것이다. 무슨 뜬 구름 잡는 이야기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jsp의 철학(?)을 제대로
표현해 내려면 아마도 자바빈즈, 커스텀태그 그리고 서블릿을 잘 소화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두겠다. 차차 알게 될 것이다.

JSP의 철학
Jsp의 철학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좀 쑥스럽니다. JSP가 지향하는 핵심부분을 두 가지
로 압축해 보았다.

1. 프리젠테이션과 비즈니스로직의 분리
2. 컴포넌트의 재사용

철학이라는 학문이 원래 심오하고 답이 없는 학문이듯 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반문을
제기할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 두가지만 항상 가슴속에 품고 프로그래
밍을 한다면 jsp의 철학을 80% 이상 표현한 것이라고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프리젠테이션과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말하면
화면에 보여줄 것과 내부적으로 처리될 것의 분리라고 할 수 있겠고 더 쉽게 말해보면(방송
용으로 적합하지 않겠지만… ) 화장실에서 눈에 보이는 변은 프리젠테이션이라 할 수 있겠고
(이런 비유 밖에 들 수 없는 나의 머리가 원망스럽다) 변을 만들어 내기까지 처리하는 내장
들의 몸부림은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보면 되겠다. 두번째로 나오는 것이 컴포넌트의 재사용
인데…

컴포넌트는 각 내장 하나 하나라고 생각해보자. 위장은 위산을 분비시켜 음식물을

쭈물딱거린다. 이게 컴포넌트이다. 위장의 이식은 아직 안되지만, 신장의 경우는 이식이 되
지 않는가? 신장이 망가져서 필요한 사람은 신장 이식수술을 받으면 된다. 건강한 신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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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여 생명체가 그 맡은 일을 훌륭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 신장… 은
이사람에게서 떼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붙일 수가 있다. 이 신장이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자.
이렇듯 컴포넌트는 자체적으로 훌륭한(?) 일을 수행하는 개별적인 것이다.
이제 jsp의 철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가지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
하지만 JavaBeans , Custom Tag, 그리고 Servlet 의 훌륭한 조합이 jsp의 철학을 표현해
내는 길이라고 해두겠다.
Servlet대신 jsp를 사용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좋은 사고방식이 아닌 것 같
다. 이런 조합에서 servlet은 프리젠테이션용이 아니다.

어떻게 jsp와 조합되는지 예제 프

로젝트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요소문법(Element Syntax)
이제 처음으로 jsp의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온 것 같다.
처음으로 우리는 요소문법(어째 우리말로 해 놓으니 가슴에 팍 다가오질 않는다)을 알아보
자. 앞으로 우리는 요소문법을 지나서 내장객체를 이야기할 것이다. Jsp자체가 가지는 문법
적인 사항은 요소문법부분이 거의 전부이다.
jsp에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 타입의 요소들이 있다. 이것들의 문법을 알아보자는 것이다.
1. Directives
2. Scripting Elements
3. Actions

Directives
Directives 는 보통 “지시자”라고 번역하고 있다. 지시자는 jsp페이지의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그 페이지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을 컨테이너에게 알려준다. 지시자의 기본
문법은 다음과 같다.

<%@ directive {attr=”value”}* %>
참고 : 문법을 표기할 때는 EBNF표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EBNF표기법은 문법을 표기
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오늘날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표기에 사용되고 있다. 페이지
지시자에서 표기한 것도 이를 이용한 것이다. {}는 반복을 의미한다. 뒤에 아무런 표기도
없으면 0번 또는 1번 나와야한다는 의미이고, 와일드카드 문자인 *은 없어도 되고 계속 반
복해도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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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자도 세가지 타입이 있는데 page, include, taglib 가 그것이다.

page Directive
페이지 지시자는 jsp페이지의 속성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페이지의 처리는 이 지시자에 명
시된 속성에 의존하게 된다. Jsp컨테이너는 페이지 지시자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기본 설정
을 하게 된다. 예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리라 믿는다…
페이지 지시자의 문법은 다음과 같다.

<%@ page attributeList %>
attributeList ::= {language= “scriptingLanguage”}
{extends = “className”}
{import = “importList”}
{session = “true|false” }
{buffer = “none|sizekb”}
{autoFlush = “true|false”}
{isTreadSafe = “true|false”}
{info = “info_text ”}
{errorPage = “error_url”}
{isErrorPage = “true|false”}
{contentType = “contentType information”}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 는 왼쪽에 있는 것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로 바꾼다라는 의미
이다. 따라서 attributeList를 11가지 오른쪽의 것들로 바꾸면 된다. 오른쪽의 이탤릭체로
쓴 것은 그러한 값(특정한 값이 아님)을 나타내고 이탤릭체가 아닌 것들은 바로 그 값들이
들어가면 된다. | 는 or 의 의미를 가진다. 둘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는 것이다.(or를 한번 해
석해 보았다… 나는 바보인가 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써본다면 아래와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

<%@ page language=”java” extends=” javax.servlet.jsp.HttpJspPage”
import=”java.util.*” session=”false” buffer=”8kb” autoFlus=”true”
isTreadSafe=”true” info=”This page is example page”
errorPage=”/error/error01.jsp” isErrorPage=”false”
contentType=”text/html;charset=EUC-KR”
%>

한가지 주의할 점은 페이지지시자는 여러 번 나올 수 있어도 속성이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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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될 수 있는 속성은 import뿐이다. import는 하나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도 정
의했듯이 List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사용하면 에러가 일어날 것이다.
<%@ page contentType=”text/plain” %>
<%@ page contentType=”text/html” %>

각 속성들은 선택적이므로 지정하지 않는 다면 디폴트(Default) 값이 들어갈 것이다.
Default가 없는 것들도 있을 것이며 위와 같이 저렇게 긴 페이지 디렉티브는 아마 실무에
서는 보지 못할 것이다.(미안한 마음이 갑자기 든다… )
언능 각 속성에 대해 설명해야 욕을 덜 얻어먹을 것 같다.

language 속성은 스크립팅 언어를 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바를 사용할 것이며 현재
는 java 이외의 다른 스크립팅 언어를 지정해보야 소용이 없다. 컨테이너가 알아먹지도 못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아무생각없이(?) 살면 되겠다. 당근 디폴트언어도 자바이다. 세월이 흘
러서 다른 스크립트 언어가 가능하다면 그때 가서 사용하면 되겠다. (그걸 또 배워??? 난
그냥 자바로만 할련다… )
extends 속성은 jsp페이지가 상속받을 super 클래스를 지정하는 것이다. 말이 좀 이상한
데… jsp페이지는 결국 서블릿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웹서버에 jsp페
이지를 처음 request하면 컨테이너는 jsp페이지를 서블릿으로 컴파일하고 이 컴파일된 서
블릿이

클라이언트에게

response하게

된다.

이

서블릿

파일을

보려면

톰캣의 경우

jakarta-tomcat-3.2.1\work\ 아래의 폴더에 저장한다. 그곳의 자바파일을 열어보면 서블
릿소스코드를 볼 수 있다. extends 속성은 기본값이 없다. 따라서 속성을 지정하지 않으면
jsp 컨테이너가 맘대로 적당한 것을 골라낸다.
꼭 해야겠다면 javax.servlet.jsp.HttpJspPage 인터페이스를 구현(implements)한 클래스
이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쥐뿔도 없
다라고 할 수 있다. 각설하고 쓸데없이 만들어서 사용하면 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을 것
이다. 훌륭(?)한 jsp 컨테이너가 알아서 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자.
import 속성은 jsp페이지에서 사용할 java클래스들을 명시하는 것이다. package명까지
포함해서 full name으로 써야 한다. 패키지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흔히 쓰
는 Date 클래스가 java.util 패키지에도 있고 java.sql 패키지에도 있다. 어떤 것인지를 명
확히 해주어야 한다.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때도 URI를 사용하지 않는가? 유일한 클래스를
가리키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되겠다. 하나의 패키지 내의 많은 클래스
를 사용해야 한다면 와일드카드 문자 *을 사용하면 된다. jsp에서 import 나 jav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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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나 똑 같은 맥락이니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으리라. import는 여러 개
의 list를 표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구분은 쉼표(,) 로 한다. 아래와 같이 해주면 된다.
<%@ page import=”java.sql.*, java.util.*, com.boolpae.jsp.HelloClass %>
import

속성의

디폴트는

java.lang.*,

javax.servlet.*,

javax.servlet.jsp.*,

javax.servlet.http.* 이다. java.lang은 기본적 언어기능과 String, 배열등의 클래스를 포
함하고 있다. 이건 그냥 자바프로그래밍할때도 마찬가지로 import 하지 않지 않는가? 이유
인 즉, 프로그램과 함께 자동으로 로드되도록 되어 있다. 그 외의 javax.servlet 계열(?)
패키지들은 jsp에서 Web과 관련된 일련의 클래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일
것이다. 그래서 jsp페이지에서 쿠키등을 사용할 때 그냥 Cookie c = new Cookie(“id”,
“bluenote”);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쿠키는 javax.servlet.http 패키지에
들어 있다.

session 속성은 jsp페이지에서 session의 관리여부를 설정하는 것이다. 문법에서 보았듯
이 true 또는 false 중 하나의 값을 지정할 수 있다. 디폴트는 true이다. true이면 세션관
리에

참가하게

되는데

뒤에서

이야기할

내장객체인

session(참고로

이것은

javax.servlet.http.HttpSession의 인스턴스이다)을 참조할 수 있다. false로 설정하게 되
면 session의 관리에 참가할 수 없게되고 따라서 session 내장객체도 접근할 수 없다.
Session에 관한 이야기는 쿠키와 세션 부분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buffer 속성은 jsp페이지의 출력 버퍼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JspWriter(Javax.servlet.jsp.JspWriter)의 초기화와 관계있다. 어짜피 jsp는 서블
릿으로 컴파일 된다는 것을 한번 더 상기하라.

JspWriter 클래스의 생성자는 버퍼크기와

autoFlush여부를 설정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버퍼크기를 정하는 것이다. 서블릿도 생소
하고 java도 생소한 독자들은 그냥 출력버퍼를 조정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java와 servlet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사람은 없기를 바랄뿐이다. 아무것도 몰라요
를 부른 박지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를 것 같다는 느낌이 왠지 든다. 갑자기 성인식을 부르
던 조혜련도 떠오른다… 아~ 머리야… )
버퍼링은 kb로 조정하고, 버퍼링을 하기 싫다면 none 으로 값을 지정하면 된다. 디폴트는
8kb이다. 그냥 버퍼링을 하는 것이 성능향샹에 좋다라고 해두겠다. 버퍼의 크기는 중용의
덕을 지켜서 적당히~ 하면 되겠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건드리는 일도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autoFlush 속성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JspWriter의 초기화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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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과도 뭔가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 버퍼가 다 찼을 때

자동으로 비울것이냐 말것

이냐를 설정하는 것이다. true / false 중에 하나를 설정하면 되는데 디폴트는 true이다.
false로 설정하면 buffer가 넘칠(overflow) 때 예외를 발생시키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buffer=”none” autoflush=”false” 로 지정할 수 없다. Buffer가 애초에 없는 상태에서 예
외를 던질 수 없기 때문이다.

isThreadSafe 속성은 jsp페이지가 컴파일되면서 SingleThreadModel 인터페이스를 구현
할 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true / false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디폴트
는 true이다. true이면 페이지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때 마다 하나의 thread를 생성하여
동시에 요청을 처리할 수 있지만, false로 지정하면 SingleThreadModel 인터페이스를 구현
하여 이 쓰레드가 끝나기 전에는 다른 요청을 처리할 수 없다. Thread에 대한 자세한 이야
기는 쓰레드 책을 보도록 하고 여하튼 이것이 false면 동시처리가 안된다는 것만 기억하자.
생각해보면 디폴트값이 true인것만 봐도 true가 좋다는 것을 눈치챌 것이다. 화장실에 변기
가 하나밖에 없다면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많은 기다림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false를 써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인스턴스 변수의 경우를 예
로 들어보면, 그 변수가 쓰레드에 의해서 동시에 접근할 때 원하지 않는 값을 반환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페이지의 카운터를 보여주는 변수에 어떤 쓰레드가 우연히도 동시에 접근하면
같은 페이지 카운터를 반환할 것이다. 다른 예로, DB를 연결할 때 오직 하나의 요청만을
받아 들이게 한다면 런타임 에러를 발생시킬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쓰레드동기화
(syncronized)를 시켜 주든지 SingleThreadModel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쓰레기인지 쓰레드인지 이야기에 답답함을 느꼈다면 그냥 아무 생각없이 넘어 가자. 나중에
필요성을 느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쓰레드 부분을 뒤져보자.

info 속성을 보자. 별거 없다. 그냥 말 그대로 페이지에 대한 부가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 속성은 Servlet의 getServletInfo() 메쏘드로 접근할 수 있다. 별 쓸 일이 없을
것이다. 디폴트는 빈문자열이다.

isErrorPage 속성은 다른 jsp페이지의 에러페이지로 사용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다. 디폴트는 false이며 true로 설정하면 exception 내장객체 접근할 수 있어서 jsp페이
지에서 에러가 날 때 jsp 컨테이너가 화면에 에러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든
임의의 errorPage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간단히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List 3.9
<%@ page isErrorPage=”true” %>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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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당신이 만든 소스에는 이런 안 좋은 상태의 에러가 있습니다. 보세요~!!! <br>
<%=exception %><br><br>
<% exception.printStackTrace(new PrintWriter(out)); %>
</BODY>
</HTML>
이 jsp페이지를 errorPage로 설정한 jsp페이지에서 에러가 발생한다면 List 3.9 가 실행될
것이다. 아쉽게도 테스트 결과 이것도 컨테이너의 특성을 타는 것을 보게 되었다. Resin의
경우 컴파일타임에러든 런타임에러든 모두 error 페이지로 처리가 넘어갔지만, tomcat의
경우는 컴파일에러의 경우 error 페이지로 처리가 넘어가지 않았다. 다시말해 서블릿으로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러는 지정한 에러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발 중이라면 error페이지에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넣을 수 있겠지만, 클라이언트에게
List3.9 와 같은 에러를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이쁜 에러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 낫지 않을까 싶다…

errorPage 속성은 jsp 컨테이너가 jsp페이지 처리도중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보여줄 페
이지를 설정하는 것이다. 페이지의 경로명은 절대경로나 상대경로명이나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

ContentType 속성은 jsp페이지의 response MIME 타입과 문자 인코딩타입을 지정한다.
MIME 타입은 원래 인테넷 메일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 생긴 것으로 jsp에서 통용되는 규
칙이다. 어쨌든 우리는 html을 보여주려한다면 text/html로 지정하면 된다. Acrobat PDF
문서를 보여주려 한다면 application/pdf 로 지정하면 될 것이다. 또한 문자셋을 지정할때
도 charset 형식으로 추가하는데 charset=문자 encoding 형식으로 쓰면 된다. 아래와 같
이 말이다.

<%@ page contentType=”text/html;charset=EUC-KR” %>
NOTE
MIME TYPE :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tion의 약자이다. 메일을 받을 때 그 메
일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인데, 아스키 데이터만을 처리할 수 있는 원래
의 인터넷 전자우편 로토콜, 즉 smtp를 확장하여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응용프로그램,
기타 여러가지 종류의 데이터 파일들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능이 확장된 프로토콜이다.
1991년에 SMTP를 확장하여 인터넷 클라이언트 및 서버들이 아스키 텍스트이외의 다른 종
류의 데이터들도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벨 코어의 Nathan Borenstei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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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 제안하였다. 그 결과로, 새로운 파일 형식들이 IP가
지원하는 파일 형식으로서 메일에 추가되었다.

표 3-1 일반적인 MIME TYPE 리스트
타

입

의

미

application/msword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문서

application/octet-stream

확인할수 없거나 binary 데이터

application/pdf

어도비 아크로뱃(PDF)문서

application/vnd.lotus-notes

Lotus Notes 파일

application/vnd.ms -excel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application/vnd.ms -powerpoint

마이트로소프트 파워포인트

application/x-gzip

Gzip 파일

application/x-java-archive

JAR 파일

application/x-java-serialized-object

직렬화된 Java 파일

application/x-java-vm

Java class

application/zip

ZIP 파일

audio/basic

au, snd 포맷 사운드파일

audio/x-wav

wav 사운드파일

audio/midi

midi 사운드파일

text/css

cascading style sheet

text/html

html 문서

text/xml

xml 문서

text/plain

평문 text 문서

image/gif

gif 이미지

image/jpeg

jpeg 이미지

image/png

png 이미지

image/x-bitmap

비트맵 이미지

video/mpeg

mpeg 비디오클립

지금까지 page Directive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속성과 default 값을 표로 정리하니 참고
하길 바란다.

표 3-2 페이지 지시자 정리
Attribute
language
import

Default
Java
java.lang.*,

javax.serv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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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x.servlet.http.*
extends

없음

session

true

buffer

8kb

autoFlush

ture

isThreadSafe

true

errorPage

없음

isErrorPage

false

info

빈문자열(없음)

ContentType

text /html;charset=ISO-8859-1

Jsp1.2 spec final Draft
아직 1.2 스펙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최종 제안된 문서에는 pageEncoding 이란 속성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ContentType에서 charset으로 지정하던 것을 pageEncoding속성
으로 분리시킨것으로 보인다.

taglib Directive
태그라이브러리 지시자이다. 이것은 jsp 컨테이너에게 특정 태그가 태그라이브러리에 의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태그라이브러리는 사용자정의 태그(custom tag)의
집합으로 jsp의 태그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태그라이브러리 지시자는 특정하고 유일하게
태그를 정의한 TLD파일(태그라이브러리 설명자:Tag Library Descriptor)의 URI와 tag
prefix( 태그의 이름과 함께 쓰이는 접두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뒷 장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볼 것이며 문법은 다음과 같다.

<%@ taglib uri=”tagLibraryURI” prefix=”tagPrefix” %>
uri는 절대경로나 상대경로 모두 가능하며 태그이름이 동일할 때 이 접두어(prefix)로 구분
한다. 단, 접두어 jsp,jspx,java.javax,servlet,sun,sunw는 예약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
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 jsp이외의 예약어는 사용해도 컨테이너가 해석을 해서 별 탈없이
돌아가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간단한 사용례를 아래에 적었다.

<%@ taglib uri=”WEB-INF/classes/tlds/jspace-taglib.tld” prefix=”jspace” %>
…
<jspace:hello>
…
</jspace: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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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Directive
include 지시자는 어떠한 내부 파일을 jsp페이지내에 처리시간(translation-time) 에 포함
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이다. 문법은 다음과 같다.

<%@ include file=”경로명” %>
include 지시자를 사용해서 포함되는 파일은 그 파일이 변경되었을 때 다시 컴파일하지 않
는다. Jsp 컨테이너가 포함되는 파일의 변경을 인식해서, 다시 컴파일을 하게 만들 수는 있
지만, jsp 스펙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다. 따라서 포함되는 파일이 변경되더라 하더라도 재
컴파일하지 않는다.
Jsp에서는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방법 매커니즘이 두가지 존재하는데 하나가 우리가 방
금 보았던 include 지시자이며 다른 하나는 <jsp:include> 이다. 이건 액션(action)이라고
부르는데 action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 인클루드 액션은 요

청시간(request-time)에 포함하는 것으로 요청(request)을 포함되는 페이지로 넘기고 결
과를 다시 원래 페이지로 가지고 온다. 따라서 포함되는 파일이 변경된다면 이 파일을 재컴
파일하게 된다. 최초로(혹은 변경후) Request 요청이 들어올 때 컨테이너는 jsp파일을 서
블릿으로 컴파일한다는 것을 상기하면 “요청시간” 에 포함하는 jsp페이지가 재컴파일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음음… 여기까지 지시자(Directive)라는 것에 대한 거의 모든 사항을 이야기했다. Jsp는 모
든 문법적인 부분에서 xml 기반 태그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던 지
시자(Directive) 역시 xml 기반 태그를 지원하므로 완벽한 xml 문서를 만들어 낼수가 있
는 것이다. XML 기반 태그의 문법은 아래와 같다.
<jsp:directive.directiveType attribute=”value” />

따라서 페이지 지시자의 경우에는
<jsp:directive.page import=”java.util.*” />
태그라이브러리 지시자는
<jsp:directive.taglib uri=”classes/jspace-tld.tld” prefix=”jspace” />
인클루드지시자는
<jsp:directive.include file=”/jspace.jsp” />
와 같이 쓸 수 있다.

태그를 닫기전에 항상 /를 붙여야 한다. 이것은 xml 문법에서 정의된 것으로 몸체(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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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태그를 축약형으로 사용할때는 항상 <로 시작해서 />으로 끝나야 하며, 축약형이
아닌 경우에는 <tag></tag>의 형태이어야 한다. 따라서 page 지시자를 축약형이 아닌
전체 태그로 표현하면 <jsp:directive.page import=”java.util.*></jsp:directive.page>
와 같이 표현해도 된다.
몸체라는 것은 <tag>몸체(Body)</tag> 에서 태그로 둘러싸인 부분을 말한다.
몸체가 있는 태그의 경우에는 시작태그가 있으면 반드시 끝태그를 가져야한다. 그래야
well-formed xml 문서가 될 수 있다. xml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래야한다”, “규칙이다”
라고 생각해주기 바란다. xml기반태그에서 접두어는 jsp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xml의 네임
스페이스(namespace)를 이야기한다. namespace만 다르면 같은 이름의 태그를 사용해도
무관하다. 자꾸 xml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끊도록 하겠다. 자꾸 더하게 되면 머리
가 살살 아파질 것이다. 이렇게 잠깐이나마 언급한 이유는, Html 에만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의아해 할지 모르지만 jsp는 xml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언어이다.
이제 Scripting Element(스크립팅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문법 부분은 항상 지루
하다. 하지만, 기초가 바로 서지 않으면 가정이 바로 서지 않고 나라가 바로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바로 세우기 싫은 분들은 뒷부분 예제부터 보아도 된다. 급하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실전 예제를 보고 개념이 다시 궁금해지면 앞으로 돌아와서 뒤적거려 보아라.
Jsp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다면 그것도 꽤 나쁜 방법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Scripting Elements
스크립팅 요소 정도로 해석하겠다. 이것은 jsp페이지가 컴파일되어 생성될 서블릿 코드내에
직접적으로 자바코드를 삽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스크립팅 요소에는 세가지 형태가 있
는다.

1. Expression <%= code %>
2. Scriptlets <% code %>
3. Declarations <! code %>
Expression은 서블릿의 output 메쏘드에 코드를 삽입하며,
Scriptlets 은 서블릿의 _jspService 메쏘드에 그리고, Declarations 은 모든 메쏘드의 외
부에, 따라서 클래스변수나 인스턴스변수, 특정메쏘드등이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주석에 대해 잠깐 이야기 하겠다. 사람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이, 코드가 있는 곳
에 주석이 있다! 스크립팅 요소들이 코드를 넣는 곳이라면 여기에도 주석이 있을 것이다.
Jsp에서는 자바의 주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한 줄 짜리 주석은 //, 여러줄 짜리 주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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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Jsp에서의 주석은 <%-- 주석 --%>을 쓸 수 있고,
Html 주석도 사용할 수 있다. Html 주석이 <!- -주석 - -> 인 것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
다.
이제 세가지 스크립팅요소를 이야기해야겠다.

Expression
표현식(Expression) 은 값을 jsp페이지에 바로 나타내려고 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출력에
바로 이 값을 끼워넣는다. 내부적으로 Jsp페이지에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자열로 값을 변
환하는데 원시타입의 경우는 포장자(wrapper) 의 toString()메쏘드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변
환시키고, 다른 자바객체들은 toString()메쏘드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된다. 모든 자바객체
들은 Object를 상속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모른다면 지금부터 알면 된다)
Object에 toString() 메쏘드가

있으니 모든

자바객체는 toString()메쏘드를 사용해서

String으로 변환시키면 된다. 포장자라는 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더 언급하도
록 하겠다. 포장자는 원시타입을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 자바에서 지원하는 클래스로 원시타
입을 이 클래스들로 둘러싸기만 하면 객체가 되는 것이다. Vector 같은 클래스는 자신의 요
소로 객체밖에 받아들이지 않으니, 원시타입을 넣을 수가 없다. 따라서 객체포장자로 싸서
집어 넣으면 된다. int의 경우 포장자 클래스는 java.lang.Integer이다.
Expression 역시 xml 문법 태그를 가지고 있다. 아래와 같다.
<jsp:expression> code </jsp:expression>
표현식에는 값만 들어갈 수 있으므로 조건문등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한가지 3항연산자의
경우는 허용이 된다. 3항연산자는

조건? 참값 : 거짓값

으로 나타내는 조건문인데 조건

부분이 참이면 참값이 값(value)가 되고 거짓이면 거짓값이 값(value)가 된다.
따라서 <%= (1+3)==5? “true” : “false” %> 와 같이 표현식을 쓴다면 String 값인
false가 화면에 보일 것이다.
한가지 더, 표현식은 꼭 화면에 output을 보여준다는 것과는 무관하다. Html문서의 값의
한 부분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jsp 태그내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a href=”http://jsp.boolpae.com/expression.jsp?id=<%=Math.random()%>”>
html 의

앵커태그와

함께

사용했고

expression.jsp

페이지의

id

파라미터

값으로

Math.random() 값을 넘기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리라 믿는다. 이게 화면에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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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키는 표현식(expression)이 아니라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표현식은 마지막에 자바의
문장종결을 가리키는 세미콜론(;)을 쓰지 않는다.

Scriptlets
스크립트렛이라고 불리우는(적당히 한글로 번역할 말이 없다. 다른 책이나 문서들도 그냥
스크립트렛, 스크립트릿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가장 범용의 스크립팅 요소이다. 어떠한 자
바코드도 받아들인다. Scriptlets의 xml 표기법은 아래와 같다.
<jsp:scriptlet> code </jsp:scriptlet>
스크립팅요소의 첫부분에 잠깐 언급했듯이 스크립트렛은 _jspService 메쏘드의 내부에 들
어간다고 말했었다. Jsp가 컴파일되어서 서블릿이 되면 html 태그와 지금 말하고 있는 스
크립트렛의 모든 코드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_jspService 메쏘드 내부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같은 코드 블록내에만 있다면, 여기서 선언한 변수들은 다른 스크립트렛에서도 접근
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메쏘드내의 지역변수이니깐 말이다. 표현식(expression)에서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표현식도 _jspService 메쏘드 내에 들어간다. 다음에
살펴볼 Declaratin(선언문)만이 모든 메쏘드의 외부에서 외로이 선언된다.
Note : Servlet Life Cycle
_jspService() 메쏘드 이야기가 나왔으니 서블릿 Life Cycle을 알아야할 것 같은데, 간단하
게 이야기하려 한다. 서블릿은 처음 생성되면서 init 메쏘드가 호출된다. 정확히 말해 서블
릿의 인스턴스가 생성된 직후에 서버에 의해 호출된다. init() 메쏘드는 서블릿의 초기화와
관련된 일들을 한다. 설정파일들을 불러들여서 변수를 초기화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 말이
다. init()메쏘드가 호출된 후에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해 service() 메쏘들가 호출되
는데 _jspService() 메쏘드가 그것이다. 이 것의 주업무는 jsp페이지의 출력을 생성하는
것이다. 각각의 요청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쓰레드가 생성되고 이 쓰레드들은 이미 생
성된 서블릿 인스턴스의 service()메쏘드를 호출함으로써 jsp페이지를 출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service() 메쏘드는 Http헤더의 request 타입을 체크하고 doGet, doPost, 또는
doXxx 메쏘드를 호출하여 request 헤더값들을 받아들이고 출력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모두 끝나면, 마지막으로 컨테이너는 이 서블릿을 해제(unload)하게 된다. 이때 부르는 메
쏘드가 destroy() 메쏘드이다. 이것으로 서블릿의 Lift cycle은 끝나게 된다.
그렇다면 jsp에서는 이런 init() 과 destroy에 관한 일들을 할 수 없을까? 답은 “있다”이다.
선언문(Decalration)에서 jspInit(), jspDestory()메쏘드를 사용하면 된다.

Decl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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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언문(declaration)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것은 jsp페이지 내에서 변수와 메쏘드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선언문에서 정의되는 것들은 컴파일 후 _jspService 외부에 들
어간다. 문법은 다음과 같다.

<%! Code %>

선언문내에 코드들은 페이지 출력과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선
언된 변수나 메쏘드는 스크립트렛이나 표현식(expression)에서 다른 코드들과 결부되어 사
용되어진다. _jspService 메쏘드 외부에 선언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언되 변수들은
서블릿 Life cycle에서 이야기 했듯이 서블릿이 처음 생성될 때 초기화된다. 사용자가 계속
요청을 해도 _jspService 메쏘드만 호출하지 서블릿 인스턴스를 다시 생성하지 않는다. 따
라서 이 변수는 인스턴스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지되게 된다. 한마디로 인스턴스
변수인 것이다. 페이지 지시자의 속성중에 isThreadSafe 이야기할때 언급했듯이 다중 쓰레
드의 사용이 중요한 오류를 낳는다면 이 jsp페이지는 isThreadSafe속성을 false로 지정해
서 SingleThreadModel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역시나 xml 태그는 다음과 같
다.

<jsp:declaration> code </jsp:declaration>

Action
액션(action)이라고 불리우는 이놈은 페이지의 출력 스트림에 영향을 주거나, 객체를 사용
또는 수정하는 행동을 한다. Jsp 스펙에서는 표준(Standard) 액션을 정의하여 jsp 컨테이
너들이 모든 표준 액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하게끔 하였고, 새로운 타입의 액션들을 태
그확장 매커니즘인 커스텀태그(custom tag)의 사용으로 구현되는데, 이미 앞서 소개하였던
taglib 지시자에 관련 정보들을 셋팅하도록 하였다. 커스텀태그는 추후에 자세히 살펴볼 그
날이 올 것이다. (갑자기 이육사님의 ‘광야’가 생각난다. 그날이 오면 나도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

표준

<jsp:useBean>

액션을 나열해 보면

<jsp:setProperty>

<jsp:getProperty>

<jsp:param> <jsp:include> <jsp:forward> <jsp:plugin> 와 같은 것들이 있다. 처음
세개 useBean, setProperty, getProperty는 JavaBeans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들
은 JavaBeans를 이야기하게될 다른 chapter 에서 살펴볼 것이다. <jsp:param> 태그는
include, forward, plugin 이 세가지 태그에서 사용되므로 이 세가지 태그를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할 것이다. param 태그는 key와 value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는 것만 어렴풋이 알아두고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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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p:include>
include 태그는 앞서 include 지시자(directive)를 살펴볼 때 잠깐 언급했었다. include 태
그는 request time 에 파일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포함되는 파
일이 변경되더라도 재컴파일이 수행된다.(기억이 가물거리는 분은 include지시자 부분을 다
시 읽어 보길 바란다). 한번 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include
태그를 사용해서 포함하면 그 포함된 파일은 포함한 파일의 일부가 아니며, include지시자
를 사용해서 포함한 파일은 포함한 파일의 일부이다. 그래서, jsp:include 태그를 사용해서
포함한

파일은

포함된

파일의

변수나

메쏘드를 사용할

수

없다.

List

3.9를

보면

includeFile 01은 정상적으로 수행될 것이나, includeFile 02는 에러를 일으킬 것이다.
List 3.9
<%-- includedFile.jsp --%>
<%! int i = 0; %>
<%-- includeFile 01 --%>
<%@ include file=”includedFile.jsp” %>
<%= i %>
<%-- includeFile 02 --%>
<jsp:include page=”includeFile.jsp” flush=”true” />
<%= i %>
두가지 include 방법중 적당한 것을 선택하면 되겠다. 개념적으로 보면 많이 헷갈리지만,
몇번 써보다 보면 익숙해지리라 생각된다.
문법은 다음과 같다.

<jsp:include page=”relative url” flush=”true” />

또는

<jsp:include page=”relative url” flush=”true”>
{<jsp:param … /> }*
</jsp:include>
page 속성의 값은 포함하려는 페이지의 경로명을 써주면 될 것이고, flush속성은 출력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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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것인데,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무조건 true이다. 버전업되면서 이 속성의 값을
변경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현재 1.1 스펙에는 무조건 true이다. 1.2final Draft된 스펙에
서도 현재까지는 마찬가지이다. 내부적으로 <jsp:param> 액션을 가질 수도 있다.
List 3.10
<%@ page contentType="text/html;charset=EUC-KR" %>
<HTML>
<BODY>
<center><h1> 추천 사이트 </h1></center><br>
<OL>
<LI>include action : <jsp:include page=”jspace.html” flush=”true” />
<LI>include directive <%@ include file=”jspace.html” %>
</OL>
</BODY>
</HTML>
List 3.11 jspace.html
<B>J</B>space는 파란공책과 그

일당들이 운영하는 허덥하기 그지

없는 사이트이

다.<br>
하지만, 찌끔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List 3.10은 List 3.11인 jspace.html 파일을 include 액션을 사용해서 포함했다.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List 3.10에서는 지시자와 액션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를 보기 위해 두가지
를 같이 써봤다. 실행화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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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cat-3.2.1에서 테스트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시자에서 한글이 깨
졌다. Jsp 페이지에서 charset을 지정하지 않으면 include Action의 한글이 깨졌다. 구지
이렇게 두가지를 모두 쓸 일이 있다면, 한글 변환 클래스등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List 3.11에서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까지 적었다. 그리고, 3.11의 html파일에 “그럴
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 정말… ” 이라는 문장을 추가했다. 다시 화면에서
리로드했을 때 include 액션은 반영이 되었지만 include 지시자를 사용한 것은 반연되지
않았다.(한글이 깨져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예전에 두가지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을 위
예제를 통해서 알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이제 jsp:param 액션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도록 하자.

<jsp:param>
jsp:param 액션은 jsp:include 혹은 jsp:forward, jsp:plugin 액션의 내부 요소태그로 사
용된다고 말했었다.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부모 액션(위에서 말한 3가지)의 파라미
터로 값을 넘길 때 사용된다.

List 3.12 param.jsp
<HTML>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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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h1> 추천 사이트 </h1></center><br>
<OL>
<LI>include Action :
<jsp:include page="jspace.jsp" flush="true">
<jsp:param name="para01" value="파란공책" />
</jsp:include>
</OL>
</BODY>
</HTML>
List 3.13 jspace.jsp
<% String para01 = request.getParameter("para01"); %>
<B>J</B>space는 파란공책과 그 일당들이 운영하는 허덥하기 그지
다.<br>
하지만, 찌끔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 정말...<br>

없는 사이트이

운영자는 누구? <%=para01%>
List 3.12는 List 3.13을 include 하고 있다. 여기서 파라미터로 “파란공책”이라는 값을 넘
기고 있다. 파라미터의 이름은 para01 이다. 따라서 List 3.13에서 보면 파라미터 값을 받
아서 para01 이라는 이름의 String 변수에 값을 대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행결과는 아
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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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을 설명하면서 처음에 jsp:param 액션은 key와 value에 관계된 것이라고 넌지시 말
했었다. 보시다시피 jsp:param 액션이 파라미터의 key와 value를 설정하는 것임을 이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계속해서 보게될 jsp:forward 와 jsp:plugin 액션에서도 똑
같이 적용된다.

<jsp:forward>
jsp:forward 액션은 현재 페이지의 처리를 다른 jsp페이지 혹은 서블릿파일로 넘겨주는 액
션이다. jsp:forward 액션이 그리 자주(?)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다른 페이지로 처
리를 넘겨준다는 것만 기억하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이러한 처리(다른 페이지
로 처리를 넘기는)를 하는 파일은 jsp페이지가 되기보다는 서블릿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로직이라든지 내부 컨트롤은 대부분 서블릿이 맡고 처리후 페이지 프리
젠테이션 부분을 jsp로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에 익숙해 있지 않
거나 혹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상황에 따라 그 역할을 jsp페이지가 맡을 수도 있다. 이러
한 경우에 jsp:forward 액션을 사용하면 된다. 문법은 아래와 같다.
<jsp:forward page=”relativeURL” />
또는
<jsp:forward page=”relativeURL”>
{<jsp:param … />}*
</jsp:forward>
문법에서 보듯이 역시나 jsp:param 액션도 들어가 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jsp:include
액션에서 보신 바와 같으니 사용례는 include 액션부분을 참고해서 jsp:forward에서도 한
번 써보기 바란다. jsp:param 액션을 사용하지 않은 단순한 예를 List 3.14에 들었다.
List 3.14
<% String desPage;
if("yes".equalsIgnoreCase(request.getParameter("destination"))){
desPage = "page01.jsp";
}else{
desPage = "page02.jsp";
}
%>
<jsp:forward page="<%=desPage%>" />
특별히 유용성은 없어보이는 예다. destination의 값이 yes면 page01.jsp로 이동하고 아
니면 page02.jsp로 이동한다. 액션 태그내에서 표현식(Expression)을 사용하여 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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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여기서 잠깐, forward와 관련되 서블릿 이야기를 해보자. jsp:forward 액션과 같은 역할은
주로 서블릿에서 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서블릿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해답은 javax.servlet패키지의 RequestDispatcher 인터페이스에 있다.
RequestDispatcher 인터페이스는 ServletContext 의 getRequestDispatcher() 메쏘드들
통해 얻으면 된다. 서블릿코드에서…

String url = “page01.jsp”;
RequestDispatcher dis = getServletContext().getRequestDispatcher(url);

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getServletContext() 메쏘드는 javax.servlet.GenericServlet 클래스의 메쏘드인데, 모든
서블릿은 javax.servlet.http.HttpServlet 클래스를 상속받으므로, HttpServlet 클래스의
수퍼클래스인 GenericServlet의 getServletContext() 메쏘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상속 전파되니깐… )
하여튼 머리가 아프면 어떤 클래스의 메쏘드인지는 몰라도 크게 상관없으니, 서블릿에서
getServletContext()메쏘드를 사용해서 ServletContext 클래스를 얻고 ServletContext
클래스의 getRequestDispatcher() 메쏘드를 통해 RequestDispatcher 인터페이스를 얻는
다고만 생각해두자.

RequestDispatcher 인터페이스가 외부파일을 include 하거나 request의 전이(forward)를
가능하게 해준다.

위의 서블릿 코드 다음에 이제 아래의 한줄만 추가하면 된다.

dis.forward(request, response);
request 객체와 response 객체를 아규먼트로 담아서 넘기면 끝난다.
request객체에 파라미터를 더 담고 싶다면(jsp:param 액션처럼) setAttribute() 메쏘드를
사용하면 된다. 아래와 같이…

request.setAttribute(“key”, “value”);
물론 설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RequestDispatcher 인터페이스의 forward나 include 메쏘
드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서블릿에서 어떻게 include 나 forward를 수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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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서블릿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음에 예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jsp만 가지
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jsp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servlet의 기능들을 활
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서블릿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길
바란다.

<jsp:plugin>
이 액션은 서버측 jsp 개념이라기 보다는 클라이언트측 개념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
applet과 관계된 것인데, html의 <applet> 태그를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이다.
<applet> 태그는 브라우저의 특성에 의존해왔고 이러한 제약사항들을 없애기 위해서
jsp:plugin 액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의 웹브라우저의 최신버전까지도 자체적
으로 java1.2 플랫폼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jdk1.2 의 패키지를 이용하여 만든 애플릿은
브라우저 자체에서 보여줄 수가 없다. 이러한 허덥(?)한 지원은 애플릿에 여러가지 제약을
안겨다 주었는데 구체적인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jdk1.2에 포함된 Swing 패키지를 사용한 애플릿이라면 스윙파일들을 네트웍을 통
해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야하는데, 이는 리소스의 소모와 처리실패의 가능성을 가지
고 있다.
2. Java 2D 그래픽을 사용할 수가 없다.
3. Java2 의 컬렉션(Collections) 패키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는 브라우저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개
발했는데 이 플러그인 프로그램 자체의 크기가 너무 크다. 사용자들이 이런 애플릿을 함 띄
워보겠다고 그 덩치 큰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있어야만 한다.
앞서 애플릿이 브라우저에 의존적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넷스케이프와 익스플로러에서 애플
릿을 띄우기위한 태그가 다르다는 것이다. 넷스케이프의 경우에는 EMBED 태그를 써야하면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OBJECT 태그를 써야한다. 이러한 제약은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매
번 확인한 다음 브라우저를 구별해서 임의의 태그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주어야 하는 지저분
함을 맘껏 과시(?)하고 있다. jsp:plugin 액션은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고 있다. 문법은 다음과 같다.

<jsp:plugin type=”bean|applet” code=”ObjectCode” codebase=”ObjectCodebase”
{ align=”alignment” }
{ archive=”archiveList” }
{ height=”height” }
{ hspace=”h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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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eversion=”jreversion” }
{ name=”componentName ” }
{ vspace=”vspace” }
{ width=”width” }
{ nspluginurl=”url” }
{ iepluginurl=”url” }>
{ <jsp:params>
<jsp:param name=”paramName ” value=”paramValue” />}+
</jsp:params> }
{ <jsp:fallback> arbitrary_text </jsp:fallback> }
</jsp:plugin>
문법을 보면 되게 길어 보이는데, 대부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BNF표기법으
로 한가지가 더 나왔는데 + 는 한번이상 이라는 의미이다. * 가 “없거나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 인데 반해 + 는 “한번 있거나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 이다. 간단하게 각 속성
들과 태그들을 정리해 보자.

-

type : type에 보면 applet과 bean 두가지가 있는데 applet은 그냥 애플릿이고
bean도 가능한데, 브라우저내의 자바빈즈를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bean
을 설정해서 쓰는 경우를 필자도 거의 보지 못했다. 유용성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할 것 같다.

-

code : 이 속성은 애플릿의 실제 class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다. Html의
<applet>태그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지만 jsp:plugin은 항상 소문자로 써야한
다는 것만 주의하면 될 것이다. 이유인즉 jsp는 xml 문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

height : 브라우저에서 애플릿의 상하 길이이다.

-

Width : 브라우저에서 애플릿의 좌우 넓이이다.

지금까지 알아본 속성으로 기존 HTML의 <applet> 태그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Html tag
<applet code=”Applet01.class” width=”200” height=”200”>
</applet>
jsp:plugin Action
<jsp:plugin type=”applet” code=”Applet01.class” width=”200” height=”200” />

계속해서 나머지 속성들을 보자
-

codebase : 애플릿이 존재하는 디렉토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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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gn :

애플릿의 정렬상태를 말한다. Html image 태그의 align속성의 값으로 가

능한 것은 거의 모두 가능하다.
-

name : 애플릿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것이다. Form의 이름을 지정해 주듯이…

-

archive : 애플릿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가지고 있는 jar 파일의 리스트이다.

-

vspace : 애플릿의 좌우 공백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

hspace : 상하 공백 크기

-

jreversion : 애플릿의 실행을 위한 JRE버전(Default는 1.1이다.)

-

nsplugin : 넷스케이프용 자바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할 위치

-

ieplugin : 익스플로러용 자바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할 위치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로컬 서버에 저장해두면 된다. 디폴트로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의 사이
트를 뒤지게 되겠지만, 로컬서버에 저장해두면 그 로컬사본을 바로 뒤지게 된다.
지금까지 <jsp:plugin> 액션의 속성들은 모두 살펴보았다.
jsp:plug-in 내에서

설정되는

jsp:param

과

jsp:params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jsp:param 태그는 jsp:params 태그의 자식태그로만 사용되어야한다. 즉, jsp:param 태
그는 항상 jsp:params 내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외의 jsp:param 태그의 name 과 value는 html 의 <applet> 태그의 <param> 태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같은 일을 하는 두가지 태그를 간단히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Html tag
<applet code=”Applet02.class” width=”200” height=”200”>
<param name=”param01” value=”value01”>
<parma name=”param02” value=”value02”>
</applet>
jsp:param / jsp:params Action
<jsp:plugin type=”applet” code=”Applet02.class” width=”200” height=”200”>
<jsp:params>
<jsp:param name=”param01” value=”value01”/>
<jsp:param name=”param02” value=”value02”/>
</jsp:params>
</jsp:plugin>
jsp:plugin 액션의 마지막 설명이 될 것은 <jsp:fallback> 이다. 이 태그는 플러그인에 문
제가 발생했을 경우 화면에 출력을 위한 태그이다. 몸체부분에 출력할 글들을 써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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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이지 애플릿에 문제가 있을때가 아니라고 부언해 둔다.
Chapter 3는 여기까지이다. 우리는 1장에서 jsp가 무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2장에서는
필요한 환경설정을 살펴보았으며 3장에서는 전통적인 hello 프로그램으로 걸음마를 시작했
고 jsp의 기본문법을 모두 살펴보았다. 이것으로 jsp의 기초적인 부분은 끝났다. 하지만 좀
더 나아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앞으로 jsp의 조금더 깊은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이것들이
jsp를 풍부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길을 제시해 줄것이다. 앞으로 살펴볼 이것들이 무엇인
고 하니 ‘내장객체’ , ‘jsp와 자바빈즈’ , 그리고 ‘커스텀 태그 라이브러리’이다.

내장객체(Implicit Object)
jsp에서는 표현식(expression), 스크립트렛(scriptlets)에서 코드를 심플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장객체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내장객체는 “자동정의된 변수(automatically
defined variables)” , “미리정의된 변수(predefined variables)” 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서
블릿 패키지내의 클래스 혹은 인터페이스라고 보면 된다.
결국 그러한 서블릿 내의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선언하고 초기화 해주는 일을 미리 jsp가
특정한 이름으로 대신해 준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표현식
과 스크립트렛에서 코드를 심플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했듯이 선언부(declaration)에서는 사
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 서블릿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이전에도 이야기 했
듯이(기억이 나지 않는 분은 3장-표현식, 스크립트렛부분을 뒤져보면 될 것이다) 표현식과
스크립트렛은 jsp가 서블릿으로 컴파일될 때 _jspService() 메쏘드의 내부에 들어간다고
하였고, 선언부에서 선언한 변수와 메쏘드는 _jspService() 메쏘드의 외부에서 생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_jspService() 메쏘드 내부의 로컬변수들을 선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것
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이러한 내장객체들은 모두 8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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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request객체는 javax.servlet.http.HttpServletRequest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의 인
스턴스라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무리해서 말하면 http 프로토콜이 아닌 방식으
로 접근해 온다면 javax.servlet.ServletRequest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것의 인스턴스일 것
이다. 이러한 경우를 별로 만날 일이 있으려나 싶다)
이 객체는 request 파라미터들에 접근할 수 있고 request 타입(get, post)과 request
http 헤더값을 분석할 수 있다. Javax.servlet.http.HttpServletRequest 인터페이스에 대
해서는 API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response
response객체는 javax.servlet.http.HttpServletResponse를 구현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라
고 생각해보자. 사용자에게 응답(요청의 결과)을 위한 객체이다. 따라서 response 헤더를
셋팅할 수 있으며, 쿠키를 담아보낼 수 있는등의 메쏘드를 가지고 있다. 출력 버퍼가 비워
지고 난 다음에는 응답헤더를 조작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메
쏘드등을 알려면 API문서를 참조하자.

out
out객체는 출력스트림을 위한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 응답을 출력하기 위한
javax.servlet.jsp.JspWriter클래스의 인스턴스이다. java.io.Writer를 상속했으며 추상클래
스이다. PrintWriter 의 버퍼버전이라고들 하는데, java.io.PrintWriter 클래스가 가지고 있
는 메쏘드 이외에 출력버퍼와 관련된 메쏘드들을 가지고 있다. out 객체는 대부분 스크립트
렛에서 사용될 것이다. 표현식(expression)에서는 자동으로 출력 스트림을 대체해 주기때
문이다. 그러니까 jsp페이지내에서 out객체를 사용하여 out.print(“xxx”); 라고 해주는 것
은 표현식에서 <%=”xxx”%>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session
이것은 javax.servlet.http.HttpSession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의 인스턴스이다. jsp
에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세션이 종료되기
전에는 세션정보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page 지시자(directive)에서 session
속성을 false로 지정해 놓은 다음 session에 접근하려고 한다면 에러가 발생한다는 것을 주
의하기 바란다. 세션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세션과 쿠키를 비교하는 chapter에서 알
아볼 것이다.

application
이 application 객체는 javax.servlet.ServletContext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의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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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스이다.

웹어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Servletcontext 내에는 어플리케이션의 영속적인(persistence) 정보를 담고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ServletContext 인터페이스의 메쏘드들을 이용해서 그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내장객체가 가지는 공통메쏘드인 setAttribute() 메쏘드로
application 객체에 어떠한 정보를 담는다고 하면,
<% application.setAttribute(“key”, “value”); %>
와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통메쏘드는 내장객체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할 것이다.

config
이 객체는 javax.servlet.ServeletConfig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것이다. 이는 서블릿 초기
화 매개변수를 읽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 객체는 실제로 그리 사용할 경우가 없을 것 같
다.

pageContext
이 객체는 jsp에서 지원하는 내장객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javax.servlet.jsp.PageContext 클래스의 인스턴스이다. 그래서 request객체를 그대로 받
아서(request객체를 가져오는 메쏘드는 getRequest()이다) 다른 페이지로 넘길 수도 있으
며 다른 객체의 속성 또한 제어할 수 있다.

page
이 객체는 java 프로그래밍에서 자기자신을 가리키는 this 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Jsp페
이지가 서블릿으로 컴파일되면 그 서블릿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스크립트언어가
java일 경우에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다. 이 것은 스크립트 언어가 자바가 아닌 다른 것이
나올수도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 같다.

이제 8가지를 모두 살펴보았다. 그런데 한가지가 더 남아있다. 그럼 모두 9가지인가? 그런
샘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에러페이지에서만 쓰이는 Exception
객체이다.

exception
이 객체는 page 지시자(directive)에서 isErrorPage 속성이 true로 설정되어 있는 jsp페이
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객체이며

java.lang.Throwable 클래스의 인스턴스이다. 이

exception 객체를 사용하는 예는 페이지 지시자의 isErrorPage 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간
단하게 다루었으니 시간이 남는 분은 되돌아가서 보시면 되겠다.

그랬거나 저랬거나 내장객체(implicit Object)도 이정도로 모두 살펴보았다. 정리를 위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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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무리 지을까한다. 내장객체를 한꺼번에 모아둔 표이다.
[표 4-1] 내장객체 전체요약
Type

내장객체
Request

scope

프로토콜에 따라 아래 둘 중 하나

request

javax.servlet.ServletRequest
javax.servlet.HttpServletReqeust
response

프로토콜에 따라 아래 둘 중 하나

page

javax.servlet.ServletResponse
javax.servlet.HttpServletRequest
pageContext

javax.servlet.jsp.PageContext

page

session

javax.servlet.http.HttpSession

session

application

javax.serlvet.ServletContext

application

out

javax.servlet.jsp.JspWriter

page

config

javax.servlet.ServletConfig

page

page

java.lang.Object

page

내장객체의 scope 을 써놓았는데, 적용되는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범위내에서는 설정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네가지의 scope이 나와있는데 간략히 설명하겠다. 이 설
명은 여기서 뿐만 아니라, 뒷 장에서 JavaBeans 를 설명할 때 Bean의 scope 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표 4-3] scope의 적용범위
scope

적용범위

page

말 그대로 현재의 페이지에서만 적용된다

request

요청(request)의 범위가 미치는 곳에서 적용된다. 따라서 page
를 포함하게 되며 include, forward 와 같이 request를 넘겨주
는 페이지까지 적용된다는 것이다.

session

사용자 세션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모두 적용된다

application

웹어플리케이션이 기동되어 서버를 끄기 전까지는 모든 영역(전
체 웹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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