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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JAVABEANS와 JSP
이번 장에서는 JAVABEANS 모델이 JSP와 어떻게 협력해서 돌아가는지 BEAN의 사용을 위
해 JSP에서 지원하는 태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두 알아볼 것이다.
자바빈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모델로서 GUI 어플리케이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
만, JSP에서 사용하는 JavaBeans 를 위해서는 JavaBeans에 대해서 모두 알 필요는 없다.
자바빈즈스펙에 대해서는 http://java.sun.com/beans 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러한 컴포넌
트 모델을 사용하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사용성이
다. 컴포넌트에 대해서 앞에서 사람의 신장을 비유로 잠깐 언급했듯이 자바빈즈 아키텍처는
우리가 컴포넌트 중심의 설계를 유도하고, 그러한 컴포넌트 설계에 따라 만들어진 자바빈즈
들은 다른 곳에서 코드의 수정없이 다시 재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비용과 효율 측면에
서 컴포넌트 모델이 가져다 주는 장점은 매우 크다.
각설하고, 우리가 JSP에서 사용할 자바빈즈에 대해서 따라야 할 것들은 다음 네가지로 압
축시켜 볼 수 있다.

1. 빈 클래스는 아규먼트없는 생성자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2. 인스턴스 변수는 public 이어서는 안된다.
3. 변수에 대한 접근은 접근자메쏘드나 변경자메쏘드를 통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4. 접근자, 변경자 메쏘드는 항상 public 이어야한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자바빈즈는 처음 생성될 때 아규먼트없는 생성를 통해 초기화된다. 따
라서 아규먼트없는 생성자가 없다면 디폴트생성자(자바에서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으면 디폴
트로 아무일도 하지않는 아규먼트없는 생성자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를 호출하여
생성된다. 따라서 초기화와 관련된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아규먼트 없는 생성
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스턴스 변수는 public 으로 선언하여 외부에서 메쏘드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건드리게 한다면 그 변화로 인해 다른 인스턴스들이 영향을 받아 엉뚱한 일이 일
어날지도 모르며 캡슐화와 컴포넌트모델을 깨뜨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메쏘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접근자 메쏘드는 getXxx 형태의 이름이어야 하며 변경자 메쏘드는
setXxx 형태이어야 한다. 예외사항으로 Boolean 형태의 리턴값을 가지는 메쏘드의 접근자
메쏘드는 isXxx 의 형태이어야 한다. 접근자, 변경자메쏘드는 항상 public 이어야 하는데
public 이 아니라면 jsp페이지 내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jsp 컨테이너는 public 이 아닌 메
쏘드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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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p:useBean
빈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jsp:useBean 액션을 통해서 우리는 빈을 로드할 수 있다.
가장 심플한 형태의 문법은 아래와 같다.

<jsp:useBean id=”name” class=”package.Class” />
이 것의 의미는 “package.Class 타입의 클래스를 name이라는 이름으로 초기화한다.” 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위 jsp:useBean 태그는 new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를 선언하고 초
기화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package.Class name = new package.Class(); 와 거의 같
은 의미라는 것이다. class 속성 대신 beanName 속성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beanName
속성을 사용하면 직렬화된 빈객체를 담고 있는 파일을 로드할 수도 있다. 객체를 스트림을
통해 쓰고 읽게 만들려면 직렬화 메커니즘을 구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bean 객체라면 beanName 속성을 통해서 로드할 수 있
는 것이다. beanName속성에 정의된 값은 java.beans.Beans 클래스의 instantiate메쏘드
로 넘겨진다. Instantiate 메쏘드는 classLoader 와 beanName 을 아규먼트로 받아들이는
데 beanName 아규먼트 자리에 우리가 jsp:useBean 태그를 사용하여 beanName 값이
넘어간다는 의미이다.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자. 그렇게 된다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
다. 클래스로더와 빈에 관한 사항들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인 것 같다.
한가지 더 type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은 빈클래스가 상속 또는 구현할 수퍼 클래스
나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jsp:useBean

id=”myThread”

class=”MyClass”

type=”Runnable” /> 와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Runnable myThread = new MyClass(); 와 같은 의미이다. 설명을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beanName 속성과 type 속성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을 것이다. 문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설명을 했으니 참고만 하면 될 것이다. 스펙에 정의되어 있는 전체 문법은 아래
와 같다.

<jsp:useBean id=”name” scope=”page|request|session|application” typeSpec />
typeSpec ::= class=”className ” |
class=”className ” type=”typeName ” |
type=”typeName ” class=”className ” |
baenName=”beanName ” type=”typeName ” |
type=”typeName ” beanName=”beanName ” |
type=”typeName ”

jsp:get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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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의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jsp:getProperty 태그를 사용해야 한다. 문법은 아래와 같
다.

<jsp:getProperty name=”name” property=”property”>
name 속성의 값에는 useBean 에서 id 속성으로 사용한 값을 써야하며 property 속성에
는 property 이름, 즉 getXxx 에서 Xxx에 해당되는 값을 써야한다.
<jsp:getProperty name=”nameClass” property=”name” />
와 같은 형식이 될 것인데, 이는 nameClass.getName(); 과 같이 메쏘드를 호출하는 것
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크립트렛에서 nameClass.getName(); 과 같이 그
대로 사용해도 같다는 것이다.

jsp:setProperty
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마지막 액션태그는 jsp:setProperty 로써 변수를 변경시키는 역할
을 한다. 간단한 사용례는 아래와 같다.
<jsp:setProperty name=”nameClass” property=”name” value=”John” />
이는 nameClass.setName(“John”) 과 같은 의미이다. getProperty에서와 같이 name은
jsp:useBean 액션에서 id에 해당되는 값이며 property는 setXxx에서 Xxx에 해당되는 것
이다. 전체 문법은 아래와 같다.

<jsp:setProperty name=”beanName” prop_expr />
prop_expr ::= property=”*” |
property=”propertyName” |
property=”propertyName” param=”parameterName” |
property=”propertyName” value=”propertyValue”
propertyValue ::= string
문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param 이라는 속성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value 대신 특정
파라미터값을 value 값으로 넘기라는 의미이다.
말로만 떠들어 대었으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답답할 것이다. 간단한 예제를 살펴
보도록 하자

Example
먼저 우리가 만들 예제는 간단한 것이다. 이름과 학번을 빈을 통해서 셋팅하고 화면에 보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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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빈 클래스파일은 클래스패스가 지정되어 있는 폴더의 아래에 두어야 하는데 jsp페이지와 함
께 사용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웹어플리케이션의 classes 폴더에 두면 되겠다.
Tomcat의 경우나 resin의 경우나 웹어플리케이션의 구조는 루트 디렉토리 아래에 WEBINF/classes 폴더를 가지게 되어 있다. classes 폴더 내에 빈 클래스를 두면된다.
package.class 명의 형태이기 때문에 패키지의 최상위 폴더가 classes 폴더아래에 있으면
된다. 아래 List 4.1의 예를 보면 com.boolpae.jsp.NameBean 이 클래스 이름이기 때문
에, com 폴더가 classes 아래에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패키지를 컴파일 할때는
javac – d . 클래스명.java 의 형태로 해주면 패키지폴더를 만들면서 컴파일 된다. – d 옵션
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폴더를 차례대로 임의로 만들어 주고 마지막에서 그냥 – d 옵션없이
컴파일을 하면 된다.

List 4.1 NameBean.java
package com.boolpae.jsp;
public class NameBean{
private String name;
private String number;
public String getName(){
return name;
}
public void setName(String name){
this.name = name;
}
public String number(){
return number;
}
public void setNumber(String number){
this.number = number;
}
}
List 4.2 Name.jsp
<%@ page contentType="text/html;charset=euc-kr" %>
<jsp:useBean id="nameTest" class="com.boolpae.jsp.NameBean" />
<HTML>
<HEAD>
<TITLE> JavaBeans Test </TITLE>
</HEAD>
<BOD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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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Name / Number Test </h1>
name property 셋팅전 : <jsp:getProperty name="nameTest" property="name"
/><br>
number property 셋팅전 : <jsp:getProperty name="nameTest" property="number"
/><br>
<hr>
name, number property 셋팅중...
<jsp:setProperty name="nameTest" property="name" value="바보" /><br>
<jsp:setProperty name="nameTest" property="number" value="0001919" /><br>
<hr>
name property 셋팅후 : <jsp:getProperty name="nameTest" property="name"
/><br>
number property 셋팅후 : <jsp:getProperty name="nameTest" property="number"
/><br>
<hr>
</center>
</BODY>
</HTML>
List 4.1/4.2는 빈을 사용한 간단한 예였다. 용어에 대해서 잠깐 덧붙이자면 JAVABEANS
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아키텍쳐를 말하는 용어이며 이러한 아키텍쳐의 스펙에 부합되게
만들고 난 후의 Class는 “빈”이라고 부른다. 관습상 Bean 클래스에는 ClassBean 이라는
형태로 이름을 지어준다.
예제를 이용해서 만든 name.jsp 파일의 실행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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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코드와 실행결과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jsp:setProperty 태그를 사용하
기 전에는 name 과 number는 초기화에서 셋팅된 String 값인 “이름이 없습니다” , “학번
이 없습니다” 라는 결과를 출력했고 jsp:setProperty를 사용하여 변수를 변경한 후에는
“바보” , “0001919” 라는 결과를 출력하였다. 또한 value 값은 스크립트렛을 사용하여 동
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다. 아래를 보자.
<jsp:setProperty name=”nameTest” property=”name”
value=”<%= request.getParameter(“name”) %>
이와 같이 설정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파라미터 값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value 대신
param 속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빈관련 태그들은 xml문법을 따르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구별한다.

참고
대소문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set에서 s는 소문자로 Xxx에서 X는 항상 대문자로
쓰라고 말하고 싶다. 사실 빈클래스에서 s를 대문자로 쓰고 jsp페이지에서 <jsp:setXxx >
와 같이 s를 소문자로 쓰면 에러가 발생할 것이다. 둘 다 똑같이 대문자로 쓰면 에러없이
결과를 출력할 것이다. 이런 걸 테스트 해보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다른데 더 정력을 쏟기
바란다. s는 소문자, X는 대문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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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jsp:setProperty 에서 value 대신 param 속성을 사용해 보도록 하자. 이 예제는
html 폼에서 파라미터 값을 받아와서 빈을 통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다.
List 4.3 name.html
<HTML>
<HEAD>
<TITLE> Name html </TITLE>
</HEAD>
<BODY>
<form action="name02.jsp">
이름 : <input type="text" name="name"><br>
학번 : <input type="text" name="number"><br>
<input type="submit">
</BODY>
</HTML>
List 4.4 name02.jsp
<%@ page contentType="text/html;charset=euc-kr" %>
<jsp:useBean id="nameTest" class="com.boolpae.jsp.NameBean" />
<HTML>
<HEAD>
<TITLE> JavaBeans Test </TITLE>
</HEAD>
<BODY>
<center>
<h1> Name / Number Test </h1>
name property 셋팅전 : <jsp:getProperty name="nameTest" property="name"
/><br>
number property 셋팅전 : <jsp:getProperty name="nameTest" property="number"
/><br>
<hr>
name, number property 셋팅중...
<jsp:setProperty name="nameTest" property="name" param="name" /><br>
<jsp:setProperty name="nameTest" property="number" param="number" /><br>
<hr>
name property 셋팅후 : <jsp:getProperty name="nameTest" property="name"
/><br>
number property 셋팅후 : <jsp:getProperty name="nameTest" property="number"
/><br>
<hr>
</center>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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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4.4는 List4.2와 두 줄만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Html 페이지와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파라미터의 값으로 name 과 number 를 대입했다. 이 것은 html 페이지에서 폼의 요소들
의 이름이다. input type=”text ” name=”name” / input type=”text ” name=”number”
에서 쌍따옴표로 둘러싸인 name 과 number 인 것이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사
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위 결과물에서 name property 셋팅후 글이 깨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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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cat3.2.1에서 테스트한 결과물이다. 한글이 깨진 것이다. Resin의 경우에는 charset에
서 인코딩 타입의 조절여부에 따라 한글이 제대로 처리된 결과를 볼 수 있지만, 톰캣 및 그
외의 많은 컨테이너들이 이러한 한글처리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단, 여기서는 그냥 넘어
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법은

부록에 있는 한글문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param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 형변환을 하게 된다. 예제에서 빈클래스의 변수가 모두
String 이었는데 int등 원시 자료타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답은 “잘된다”이다. 하지만,
value 속성을 사용하여 request.getparameter() 메쏘드를 호출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
까? 이런 경우 말이다.
<jsp:setProperty name=”number”
value=”<%=request.getParameter(“number”)%>” />
이 경우 에러가 발생한다. 왜나하면 request 객체를 통해 넘어오는 것들은 모두 String 형
이기 때문이다. Param 속성을 사용하는 경우 에러가 나지 않는 이유가 이 자동 형변환 때
문이다. 빈 클래스의 아규먼트에 해당되는 형으로 자동으로 변환시켜 주게 된다. 하지만,
몇몇 컨테이너의 경우 그리고 몇몇 타입의 경우에 에러를 유발하기도 한다.(컨테이너 자체
버그이다. 이런 사항들도 버전이 올라가면서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value 속성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직접 형변환을
해주어야 하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int num = 0;
try{
num = Integer.valueOf(request.getParameter("number")).intValue();
// 또는 Integer.parseInt(request.getParameter("number"));
}catch(NumberFormatException e){}
%>
<jsp:setProperty name=”number” value=”<%=num%>” />
위와 같이 직접적인 형변환을 수행한 변수를 스크립트렛을 사용해서 value의 값으로 넘기
면 된다.

다음 예제는 property 이름을 지정해 주지 않고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하여 변경자 메
쏘드를 통해 변수들을 전부 셋팅해 버리는 예제이다. 쇼핑몰등에서 가격할인을 하는 것을
예로 들어 보고자 한다. 생각보다 좀 유치한 예제이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10,000원으로
셋팅하고 기본 할인율을 20% 적용한다. 특별한 할인율 적용대상은 그 할인율을 적용하며,
특별 품목(여기서는 A0000 이라는 ISBN을 가진 책으로 가정)의 경우 40%의 할인율을
적용하려 한다. 소소코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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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4.5 SaleBean.java
package com.boolpae.jsp;
public class SaleBean{
private String isbn = “0000”;
private int salePer = 20;
private int cost = 10000;
public void setIsbn(String isbn){
if(isbn != null){
this.isbn = isbn;
}else{
this.isbn = "1111";
//실제로 필요없는 부분일지도 모른다. 어떻게 셋팅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다.
}
}
public String getIsbn(){
return isbn;
}
public void setSalePer(int salePer){
if(salePer != 20){
this.salePer = salePer;
}
}
public int getCost(){
if(isbn.equals("A0000")){
salePer = 40;
}
if(salePer == 0){
return cost;
}else{
return(cost-(cost*salePer/100));
}
}
}
List 4.6 saleBean.jsp
<jsp:useBean id="sale" class="com.boolpae.jsp.SaleBean" />
<HTML>
<HEAD>
<TITLE> Sale Bean Test</TITLE>
</HEAD>
<BODY>
<h1> Sale Bean Test </h1>
<jsp:setProperty name="sale" property="*" />
기본 셋팅된 ISBN : <jsp:getProperty name="sale" property="isbn" /><br>
할인율 - 디폴트 20% : <jsp:getProperty name="sale" property="c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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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jsp:setProperty name="sale" property="salePer" value="30" />
할인율 - 30%로 지정 : <jsp:getProperty name="sale" property="cost" />
<hr>
<jsp:setProperty name="sale" property="isbn" value="A0000" />
특별 할인 품목 - 할인율 40% : <jsp:getProperty name="sale" property="cost" />
</BODY>
</HTML>
List 4.7 saleBean.html
<HTML>
<HEAD>
<TITLE> saleBean.html </TITLE>
</HEAD>
<BODY>
<form action="saleBean.jsp">
isbn : <input type="text" name="isbn">
<input type="submit">
</BODY>
</HTML>
처음엔

*

를

사용해서

saleBean.html에

값을

모든

set

대입하여

메쏘드를

수행하면

수행시킨다.

그

값으로

따라서
isbn이

이때,
셋팅된다.

List4.7의
하지만,

saleBean.jsp페이지를 그냥 실행시킨다면, isbn은 0000 값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setXxx 메쏘드를 실행시킬 때 value 가 null 이면 setXxx 메쏘드가 수행되지 않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할인율이나 특정 상품을 대입했을 때 서로 다른 할인율이 적용되어 나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다. 실행 결과 화면은 다음과 같다.

[SaleBean.html 페이지]

[SaleBean.jsp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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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페이지에서 isbn 22222 를 넘기지 않았다면 기본 셋팅된 isbn은 0000 으로 출력될
것이다.

가끔은 useBean 태그를 사용해서 빈을 로드할 때 특정 값으로(파라미터등을 이용해서) 셋
팅하고 싶을 때가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싶을때는 jsp:useBean 태그의 몸체에다가
jsp:setProperty 태그를 쓰면 된다. 다음과

같이 …

<jsp:useBean id=”testBean” class=”BeanClass”>
<jsp:setProperty name=”testBean” property=”property” param=”param” />
</jsp:useBean>
이것으로 JSP와 함께 써먹을 JAVABEANS 에 대한 개념은 거의 끝이 났다. 허덥한 예제이
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컴포넌트이다. 이러한 할인율을 적용시킬 또 다른 곳이 있다면 우리
는 이 허덥한 “빈”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빈의 scope 에
대해서 알아보자.

빈의 SCOPE
우리는 이미 3장에서 내장객체의 scope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했었다. 바로 그 때 설명한
scope이 여기 빈의 scope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빈이 웹어플리케이션
에서 어떤 공유영역을 가지느냐는 의미이다. 다시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보면, 빈에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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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지 page, request, session, application 이 있다. page는 단순히 요청을 하는 그페이
지에서만, request는 요청의 전달까지 포함하는 페이지까지, session은 세션이 종료되지 않
는 이상 계속, application은 웹어플리케이션의 모든 영역이다. 이름만 카운터인 허덥한 카
운터를 만들어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자. Bean의 scope은 application이며 모든 페이지에
서 공유하게 된다.

List 4.8 CountBean.java
package com.boolpae.jsp;
public class CountBean{
private int count = 1;
public int getCount(){
return count++;
}
}
List 4.9 count01.jsp
<jsp:useBean id="count" class="com.boolpae.jsp.CountBean" scope="application"
/>
<HTML>
<HEAD>
<TITLE> Count Test </TITLE>
</HEAD>
<BODY>
<h1>Counter Test</h1>
Counter : <jsp:getProperty name="count" property="count" />
<hr>
<a href="count02.jsp">Count02.jsp</a><br>
<a href="count03.jsp">Count03.jsp</a><br>
</BODY>
</HTML>
count02.jsp와 count03.jsp 페이지는 List 4.9의 count01.jsp에서
하이퍼 링크부분 <a href= … > … </a> 만 다르게 써주면 된다. 링크된 페이지들을 클릭
할때마다 카운터가 1씩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scope을 다르게 써주면서 테스트해보면
scope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물론 session 값일때는 계속 링크를 클릭
하면 똑 같이 증가할 것이지만, session이 종료되고 나면 지금까지의 카운터는 사라질 것이
다. 하지만, scope을 application으로 지정해주면 session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카운터는
사라지지 않는다. 실행을 한 허덥한 결과 화면은 아래와 같다.

[count01.jsp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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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예제만 더 보도록 하자. 앞서 이야기 했듯이 <jsp:useBean> 은 객체를 아규먼트
없는 생성자로 초기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었다. 따라서 똑 같은 클래스를 다른 id로 설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래 List 4.10과 같이 간단한 빈을 작성했다고 하자.
List 4.10 MyBean.java
package com.boolpae.jsp;
public class MyBean{
String name;
public String getName(){
return name;
}
public void setName(String name){
this.name = name;
}
}
이 빈 클래스를 jsp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List 4.11 MyBean.jsp
<HTML>
<BODY>
<center>
<jsp:useBean id="mybean" class="com.boolpae.jsp.MyBean" scope="application"
/>
<jsp:setProperty name="mybean" property="name" value="Bluenote" />

http://www.java2xml.com

14

JavaServer Pages by BlueNote
<jsp:useBean id="yourbean" class="com.boolpae.jsp.MyBean" scope="application"
/>
<jsp:setProperty name="yourbean" property="name" value="CountryGirl" />
<jsp:getProperty name="mybean" property="name" /><br>
<jsp:getProperty name="yourbean" property="name" /><br>
</BODY>
</HTML>
이 List 4.11은 두개의 빈 객체를 생성했는데 모두 application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id만
다르게 주었다. SetProperty의 name 부분에서 사용할 빈 객체의 이름(jsp:useBean에서
id의 값)만 지정해주면 두개의 빈 객체를 자유자제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MyBean myBean = new MyBean();
MyBean yourBean = new MyBean();
과 같은 것이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음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실행 결과 화면은 다음
과 같다.

jsp에서 자바빈즈를 써먹기 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다. 남은 것은 웹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에 들어가서 어떻게 컴포넌트 중심으로 적절히 디자인을 하여 개발해 내느냐 하는 것이다.
잘 디자인된 컴포넌트는 정말 앞으로 여러분의 개발작업을 단순화 시켜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히 프리젠테이션과 비즈니스로직을 분리시키기에는 아직도 뭔가 모자른 감이
있다. 우리는 이제 Custom Tag Library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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