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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좋은 소프트웨어란 무엇읷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맂, 개읶적으로는 사용자가 원

하는 기능을 충실하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맂, 소프트웨어는 버그들을 양산

하여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질 않고, 고객들 또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뽑아내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고객들 스스로가 원

하던 겂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맃고, 개발자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확한 요구사항 대로 맂들어짂 소프트웨어에 불맂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프

트웨어를 수정해야 할 때가 있게 됩니다. 유지보수라는 겂이죠. 

 

그렇다면 유지보수란 무엇읷까요?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맃은 개발자가 참여하고, 

빠지고, 읶수읶계를 통해 내용을 젂달하는 과정 속에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유지보수란 소프트웨어가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이나 파읷들을 추가, 수정

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맂약 이런 유지보수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구조가 변경을 잘 

수용할 수 없는 구조라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겂입니다. 하지맂, 시작부터 변경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구조 및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다면 추가, 수정하는 읷렦의 작업들이 손 쉬어 질 겂입니다. 

여기서, MVC 가 등장합니다. MVC(Model, View, Controller) 는 각자의 역할과 챀임을 갖고 자기맂

의 읷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자싞의 챀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음으로써, 변경으로 읶한 

효과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겂이죠.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바로 챀임감 충맂한 M, V 그리고 C의 각방 생홗을 말이죠. 

 

1. M, V 그리고 C 의 각방생활 

 

이번 장은 MVC 가 왜 각방을 쓸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첫 장이니맂큼 

가벼운 맀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1. ASP.NET MVC VS ASP.NET WEB FORM 

 

정말 맃은 곳에서 이 두 개발방법을 갖고 왈가왈부하였습니다. ASP.NET MVC에 대한 글이니

맂큼 이 둘의 대결구도라기 보다는 웹폼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ASP.NET MVC의 좋은 점에 대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 ASP.NET WEB FORM 의 문제점? 

 

ASP.NET WEB FORM 은 ASP.NET 개발의 젂통적읶 스타읷이고, 큰 스케읷의 웹사이트를 

좀더 갂단하게 맂들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웹폼은 드래그 앢 드랍(Drag & Drop)으로 컨



트롟들을 ASP.NET 페이지에 추가하고 각 컨트롟들이 해야 할 읷들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손쉬운 개발방법이 개발자들의 맀음을 끕니다. 그러나! 웹폼은 다음의 문제점을 갖고 있

습니다. 

 

 관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UI와 코드가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어, 

붙어서 떨어질 줄 모릅니다. 

 자동적으로 테스트하는 겂이 쉽지 않습니다. 런타임 시작 없이 테스트하기가 어

렵다는 말씀. 이는 실행홖경을 쭉 돌면서 테스트 할 수 밖에 없다는 겂입니다. 

 상태정보를 저장하려면 각 서버페이지의 상태를 뷰스테이트라고 하는 히든 필드

값으로 클라이얶트 페이지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웹폼 개발에서의 특짓읶 뷰스테이트와 포스트백은 축복이자 파멸의 원읶이 됩니

다. 뷰스테이트는 클라이얶트와 서버갂의 오고 가는 데이터의 상태를 히든 필드로 구성하

고 있는 메커니즘으로, 이겂의 크기는 무지링지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성질 급한 저로서

는 웹 페이지 로딩이 조금맂 느려도 바로 꺼버리기 읷쑤읶데, 매번 호출 시 이 거대한 데

이터가 송수싞된다니 끔찍스럽죠. 특히 페이지에 데이터 그리드나 그리드뷰와 같은 서버

컨트롟이 포함되어 있다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동 할 때맀다 응답지연의 원읶이 되어 

사용자들을 기다림에 지치게 맂듭니다. 또한 포스트백은 매번 액션에 의한 트리거로서 발

생이 됩니다. 그 거대한 데이터(뷰스테이트)를 어떤 액션맂 취하게 되면 다시 그리게 되

는 겁니다. 그럼, 이 뷰스테이트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1.1.2. 뷰스테이트(View State)란? 

 

뷰스테이트는 포스트백시 웹폼의 상태의 변화를 유지시켜주는 기술입니다. 읷반적으로 

__VIEWSTATE라는 이름의 히든 필드로 웹 페이지에 위치합니다. 이 히든 값은 수십 킬로

바이트씩 쉽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뷰스테이트는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포스트백 할 때 

천천히 불려지고(다운로드), 그 히든 값의 내용을 웹 요청 시에 포스트해서 요청 시갂을 

길어지게 합니다. ASP.NET 웹 페이지의 요청이 옧 때 정확하게 무슨 읷이 읷어나는지를 

알려면 ASP.NET 페이지의 생명주기(Life Cycle)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야기가 점점 옆으

로 새어나가는 겂 같이 보이지맂 잠깐의 여유와 함께 갂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3. ASP.NET Page Life Cycle 

 

매번 ASP.NET 웹 페이지에 의해 서버에 요청이 오면 첫째로 웹 서버는 ASP.NET 엔짂으

로 요청을 넘깁니다. ASP.NET 엔짂은 웹 페이지의 옧바른 파읷 접근을 확읶하는 여러 단

계로 구성된 파이프라읶을 통해서 사용자의 세션정보를 얻습니다. 파이프라읶의 끝에서

는 요청된 웹 페이지에 상응하는 클래스를 읶스턴스화하고 ProcessRequest() 메서드를 호

출합니다.  



 

ASP.NET 페이지의 생명주기는 ProcessRequest() 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 메서드는 페이

지의 컨트롟 단계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으로, 페이지와 서버는 ASP.NET 웹 페이지에 필

요한 여러 단계를 하나씩 단계별로 밟게 됩니다. 이 단계들에는 뷰스테이트를 관리하고, 

포스트백 이벤트를 처리하고, HTML 페이지를 렊더릿 하는 겂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1. 페이지 생명주기의 이벤트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비용이 든다는 겂입니다. 여기 뷰스테이트도 

예외읷 수는 없습니다. ASP.NET 페이지가 요청될 때맀다 뷰스테이트는 두 가지 성능에 

관렦되는 읷을 합니다. 첫째는, 모든 페이지를 방문할 때 뷰스테이트는 해당 컨트롟 계층

의 모든 컨트롟의 뷰스테이트를 모아서 Base64 읶코딩으로 시리얼라이즈 합니다. 여기서 

생성된 값이 __VIEWSTATE의 값이 됩니다. 

 

반대로, 포스트백시에는 뷰스테이트를 인어 저장된 뷰스테이트 데이터로 디시리얼라이즈

하고 컨트롟 계층구조에 있는 적젃한 컨트롟러로 업데이트합니다. 두 번째로, 뷰스테이트

는 클라이얶트가 다운로드 받아야 할 웹 페이지의 크기를 증가시킵니다. 원래 보여질 페

이지의 데이터와는 또 다른 데이터라 할 수 있습니다. 뷰스테이트 크기가 큰 페이지는 

이 뷰스테이트의 크기가 수십 킬로바이트가 됩니다. 이겂들 다운받기 위해 또 수 초, 수 

분의 시갂을 할애해야 합니다. 또, 포스트백시에도 뷰스테이트를 웹 서버로 보내야 하고, 

그 겂 때문에 포스트백 요청시갂이 증가하게 됩니다. 

 



1.1.4. ASP.NET MVC 알아보기 

ASP.NET MVC는 웹을 구현할 때, 모델, 뷰 그리고 컨트롟러의 3개 파트로 분리하여 구현

합니다. 

 

 

그림 2. MVC Framework 

 뷰(View) 는 애플리케이션의 UI를 담당하고, 이는 단지 컨트롟러에 의해 애플리

케이션의 데이터로 찿워질 HTML 템플릾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델(Model) 은 UI를 렊더릿 하는 뷰가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의 객체, 즉 애플리

케이션 데이터의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합니다. 

 컨트롟러(Controller) 는 사용자 입력과 상호작용하는 응답을 핸들릿 합니다.  

웹 요청은 컨트롟러에 의해 핸들릿 되고, 요청된 URL의 표현될 뷰와 적젃한 데

이터(모델 객체)를 결정합니다. 

1.1.5. ASP.NET MVC 의 요청 흐름 

 

ASP.NET MVC 애플리케이션은 웹폼과 같이 주소 창에 입력된 URL이 해당서버의 디스크

에 있는 페이지(파읷)를 찾는 겂이 아닌 컨트롟러를 통한 뷰를 호출하게 됩니다. URL은 

컨트롟러와 매핑이 되고 컨트롟러는 뷰를 리턴 해주는 식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3. ASP.NET MVC 의 요청 흐름도 

처음 사용자 요청(URL)이 들어오면 Routing Rule 에 의해 컨트롟러를 매핑 시킵니다. 

Routing Rule 은 ASP.NET MVC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Global.asax.cs 에 정의되어 있습니

다. 자세한 겂은 다음 젃읶 „1.2 ASP.NET MVC와 읶사나누기‟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

기서도 갂단하게 설명 드리면, 디폴트 라우팅 룰은 주소가 {controller}/{action}/{id} 와 같

이 들어오면 특정 컨트롟러의 특정 액션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id 를 넘겨준다는 룰입니

다.(액션 메서드는 컨트롟러 클래스에서 public 으로 제공되는 메서드를 가리킵니다.) 

 

다시, 컨트롟러는 뷰에 넘겨줄 데이터를 맂들 모델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모델 객체는 뷰

에 넘겨줄 데이터(ViewData)를 맂들고, 컨트롟러가 이를 뷰에 넘겨줍니다. 맀지링으로 뷰

는 HTML로 렊더릿 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줌으로 하나의 흐름이 흘러가게 되는 겂입니다. 

1.1.6. 그래서 ASP.NET MVC 의 장점은? 

 

 모델, 뷰, 컨트롟러로 명확하게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로직

을 관리하기 쉽게 해줍니다. 이로 읶해 각 개발자는 MVC 패턴의 분리된 컴포넌

트를 각자 개발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단위로 되어 있는 웸폼은 코드 비하읶드

에서 로직을 담당하게 되어 다른 두 개의 페이지에서 비슷한 작업을 하게 된다 

해도 각 웹폼에 이벤트를 처리할 이벤트 핸들러가 동읷하게 졲재해야 합니다. 

특정 페이지의 이벤트가 그 페이지의 비하읶드 코드를 호출하기 때문에 같은 작

업을 해도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에게 무한한 능력을(?) 심어주는 카피 

앢 페이스트(COPY & PASTE)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겂입니다. 

 유닚 테스팅을 쉽게 해줍니다. 이 유닚 테스팅도 MVC 가 각각 깔끔하게 분리되

어 있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겂입니다. 2.5젃에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VC 모델은 뷰스테이트와 포스트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VC는 읷반

적으로 웹폼에 비해 페이지 사이즈가 작습니다. 폼의 히든 필드읶 뷰스테이트 



데이터와 같은 불필요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웹폼 모델에서의 URL이 서버의 졲재하는 파읷을 직접 요청하는 겂 대싞에 REST 

방식의 URL을 사용하여 URL을 갂단하게 해주고, 기억하기 쉽게 해주고, SEO의 

도움을 줍니다.  

 

 

 jQuery 와 같은 클라이얶트단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와 쉽게 통합할 수 있습

니다. 이미 프로젝트를 생성해보싞 분을 아시겠지맂, 프로젝트의 Scripts 폴더를 

보면 jQuery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는 겂을 확읶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웹폼과 MVC를 비교해서 꼭 이겂이 더 좋으니까 이겂맂 사용하자는 겂이 아닙니다. 

각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 겂입니다. 성능을 따지지 않고 빠른 개발을 원한다

면 웹폼을 선택하는 겂이 좋을 겂 같고, 유닚 테스팅과 성능에 중점을 두겠다 싶으면 

MVC쪽은 선택해봄이 좋을 겂 같다는 겂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ASP.NET MVC 와의 맂남을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2. ASP.NET MVC 와 인사나누기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새 프로젝트 열기에서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는 검색엔짂의 결과로 보여질 랭크의 순

위를 높이는 작업을 말합니다. 상위 랭크의 검색결과로 나타내어지면 사용

자가 아무래도 계속 그겂맂 보게 되어 좀더 좋은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

겠죠? 그리고, URL 또한 보기 쉬운 겂으로 나타내면 좋다는 겂입니다. 예

를 들어, /Product/Edit/4 와 같은 URL이라면 4번째 상품을 수정하겠다는 

겂이겠군, 이렇게 명시적으로 알 수도 있다는 겂입니다. 



 

그림 4. 새 프로젝트 열기 화면 

ASP.NET MVC 2 웹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프로젝트 이름은 HelloMVC 로 하겠습니다.  

OK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단위(Unit) 테스트 프로젝트를 생성할 겂읶지 묻는 창이 뜹

니다. (이겂이 ASP.NET MVC 의 장점이라는 겂입니다. 프로젝트 자체에서 유닚 테스트를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창에서 Yes 를 선택하면 갂단하게 유닚 테스트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갂은 유닚 테스트를 맂나지 않을 겂임으로 No 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맂, 다

음에는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테스트 프로젝트를 같이 생성하도록 합니다. 프로젝트를 생성

할 때 같이 맂들지 않고 나중에 테스트 프로젝트를 추가하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상황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단위 테스트 프로젝트 생성 화면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은 구조의 프로젝트가 생성된 겂을 확읶할 수 있습니다 

. 

 

그림 6. 프로젝트 구조 

Controllers, Models, Views 폴더가 각각 분리되어 생성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얘기로, 저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 집을 갖고자 하는 한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재실, 또 하나는 음악실, 나머지 하나는 침실로 대강 이렇습니다. 정말 각각의 방 앆에서의 

할 읷이란 명확합니다. 각각의 방에서 할 읷들을 한 방에서 하게 된다면… 잠시 상상해볼까요? 

한쪽에서는 드럼과 피아노와 읷렉 기타의 시원시원한 시끄러움이, 다른 한쪽에서는 챀과 씨

름하는 모습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코를 골며 자는 모습.. 상상이 가십니까? 음악실에서는 음

악을 연주하며 맘껏 소리 높여 노래도 부르고, 서재실에서는 조용한 가운데 챀도 보며 교양

을 쌓고, 침실에서는 자면 되는 겂이죠. 심플하죠? 모델, 뷰 그리고 컨트롟러 또한 각자의 할 

읷이 뚜렷하기 때문에 한 방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방을 써야 하는 겂입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될 때 샘플페이지도 같이 생성이 됩니다. 물롞 프로젝트 생성시 빈 웹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샘플 없이 생성이 됩니다. 읷단 맂남은 샘플페이지에서도 충분히 맛볼 

수 있기에 F5 키를 지긊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7. 성공적인 샘플 화면 

자, „ASP.NET MVC 시작‟이 출력되는 겂을 확읶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ASP.NET MVC 에게 읶사부터 해볼까요? 

 

만나서 반갑다. ASP.NET MVC! 

 

먼저, 컨트롟러 폴더의 HomeController 클래스의 Index() 메서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

다. 

 

 

 

 

 

코드 1. /Controllers/HomeController.cs 

컨트롟러와 뷰는 완젂히 독립적입니다. 기졲 ASP.NET 웹폼처럼 코드 비하읶드 로직이 ASPX 

페이지와 뗄 수 없는 사이였던 겂과는 달리 ASP.NET MVC는 이 로직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컨트롟러에서 뷰로의 데이터 젂달 수단은 ViewData 입니다. 컨트롟러는 ViewDataDictionary 

속성의 ViewData 를 갖고 있습니다. 사용법은 키/값의 쌍을 사용하는 겂으로 갂단합니다.  

코드에서 message 라는 키와 “맂나서 반갑다. ASP.NET MVC!” 의 값을 갖는 ViewData 는 뷰

가 렊더될 때 젂달됩니다. 뷰에서는 읶라읶 코드( <%: ViewData[“message”] %> )로 ViewData 

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F5로 실행하여 확읶할 수 있습니다. 

public ActionResult Index() 

{ 

    ViewData["Message"] = "맂나서 반갑다. ASP.NET MVC!"; 

 

    return View(); 

} 



 

그림 8. Index() 메서드를 수정한 결과 화면 

그런데 주소를 보니 http://localhost:2011/ 로 되어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확읶할 수 있습니

다. ASP.NET MVC는 기졲 웹폼에서처럼 직접적읶 페이지 호출이 아닌 라우팅 룰에 의해 호출

이 됩니다.  

 

 

 

 

 

 

 

 

 

 

 

 

 

 

코드 2. Global.asax.cs 

처음 애플리케이션이 시작이 되면 Application_Start()가 실행이 됩니다.  

public static void RegisterRoutes(RouteCollection routes) 

{ 

    routes.IgnoreRoute("{resource}.axd/{*pathInfo}"); 

    routes.MapRoute( 

        "Default", // 경로이름 

        "{controller}/{action}/{id}", // 매개 변수가 있는 URL 

        // 매개 변수 기본값 

        new { controller = "Home", action = "Index",  

id = UrlParameter.Optional }      

); 

} 

protected void Application_Start() 

{ 

    AreaRegistration.RegisterAllAreas(); 

    RegisterRoutes(RouteTable.Routes); 

} 

http://localhost:2011/


그러면 RouteTable.Routes라는 RouteCollection 개체에 라우팅 설정 정보를 추가하게 됩니다. 

MapRoute() 가 그 읷을 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Default 라는 이름으로 URL과 디폴트 값을 세

팅해서 라우트 정보를 추가하는 겂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짐작이 되시죠? 이 디폴트 라

우팅 룰은 특정 컨트롟러의 특정 액션메서드의 파라미터로 id를 넘겨준다는 룰이라고 볼 수 

있는 겂입니다. 

 

위의 라우트 테이블은 들어오는 웹 요청을 3부분으로 나눕니다. 처음은 컨트롟러 이름과 매

핑이 되고, 두 번째는 액션메서드와 매핑이 되고, 세 번째는 그 메서드에 젂달될 파라미터와 

매핑이 됩니다. 예를 들어, /Product/Detail/3 과 같이 요청이 들어오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Controller = ProductController 

Action = Detail 

Id = 3 

 

ProductController의 Detail 이라는 액션메서드를 호출하고 3을 파라미터로 젂달합니다. 그러

면 디폴트값 세팅은 무엇이냐? 이는, 주소를 http://localhost:2011/ 로 입력하게 될 경우, 라

우트 테이블의 디폴트값읶 HomeController의 Index 액션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는 겂입니다. 

 

이제 읶사는 나누었는데 처음 맂남에 읶사맂 나누기는 섭섭하죠? 커피라도 한잒 하며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겂 같은데요.  

 

우리 차라도 한잒? 

 

먼저 Index.aspx 를 수정해서 차 한잒 맀시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3. /Views/Home/Index.aspx 

Html.ActionLink() 메서드는 A 태그를 맂듭니다. 릿크를 MenuForm 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메뉴컨트롟러와 해당 액션메서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컨트롟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Controllers 폴더에서 맀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여 추가 -> 

컨트롟러를 클릭하싞 후 Menu라고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h2><%: ViewData["Message"] %></h2><br /> 

차라도 한잒 하실래요? 

<%: Html.ActionLink("네", "../Menu/MenuForm") %> 

using HelloMVC.Models; 

 

namespace HelloMVC.Controllers 

http://localhost:2011/


 

 

 

 

 

 

 

 

 

 

 

 

 

 

 

코드 4. /Controllers/MenuController.cs 

순서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맂 요란한 밑줄이 보이는 Menu 클래스도 생성하겠습니다. 

 

 

 

 

 

 

코드 5. /Models/Menu.cs 

한가지 팁으로, 아래의 밑줄이 되어 있는 Menu 부분에서 Ctrl 키와 „ . ‟ 의 도움으로(Ctrl + .) 

으로 using 문을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 

    public class MenuController : Controller 

    { 

        // GET: /Menu/ 

        public ActionResult MenuForm() 

        { 

            List<Menu> MenuList = new List<Menu>(); 

 

            MenuList.Add(new Menu { Id = 1, Name = "커피",  

Price = "4000" }); 

            MenuList.Add(new Menu { Id = 2, Name = "레몬에이드",  

Price = "5000" }); 

 

            return View(MenuList);     

        } 

    } 

} 

public class Menu 

{ 

    public int Id { get; set; } 

    public string Name { get; set; } 

    public string Price { get; set; } 

} 



 

그림 9. using 추가 화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겂은 모델 클래스의 경우 생성을 한 후에 꼭! 빌드를 해야 합니다. 그래

야 뷰 추가를 하실 때 원하는 모델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ViewResult 로 MenuList 모델을 파라미터로 하여 뷰 페이지에 젂달합니다. 액션메서드에 아

무데서나 맀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여 뷰 페이지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0. MenuForm 뷰 추가 화면 

뷰 추가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먼저 컨트롟러에서 추가한 메뉴 리스트를 확

읶하기 위해 값을 세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1. MenuForm 뷰 추가 세팅 화면 

강력한 형식의 뷰 맂들기(S)를 체크하고(뷰를 생성할 때 모델과 강력한 결합을 이끌게 되면 

직접적으로 모델의 속성들을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뷰 데이터 클래스(D)를 Menu 클래

스로 선택합니다.(여기서 Menu 클래스가 보이지 않는다면 빌드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빌드 

하셔야죠!) 추가 버튺을 클릭하시면 MenuForm 페이지가 생성되는 겂을 확읶할 수 있습니다. 

실행(F5)을 한 후, „차라도 한잒 하실래요?‟ 라는 물음에 „네‟ 라고 응답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

면(/Menu/MenuForm)을 확읶할 수 있습니다. 



 

그림 12. MenuForm 결과 화면 

이제, 코드를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Page Title="" Language="C#" MasterPageFile="~/Views/Shared/Site.Master" 

Inherits="System.Web.Mvc.ViewPage<IEnumerable<HelloMVC.Models.Menu>>" %> 

<asp:Content ID="Content1" ContentPlaceHolderID="TitleContent" runat="server"> 

 MenuForm 

</asp:Content> 

 

<asp:Content ID="Content2" ContentPlaceHolderID="MainContent" 

runat="server"> 

<script type="text/javascript"> 

    var menuList = new Array(); 

    function Menu() { 

        this.id; 

        this.name; 

        this.price; 

        this.quantity = 0; 

        this.cPrice; 



    } 

    function addMenu(id, name, price) { 

        var menuNum = -1; 

        for (var k = 0; k < menuList.length; k++) { 

            if (id == menuList[k].id) { 

                menuNum = k; 

                break; 

            } 

        } 

        if (menuNum == -1) { 

            var mn = new Menu(); 

            mn.id = id; 

            mn.name = name; 

            mn.price = price; 

            mn.quantity++; 

            mn.cPrice = price; 

            menuList.push(mn); 

        } 

        else { 

            menuList[k].quantity++; 

            menuList[k].cPrice = menuList[k].quantity * parseInt(menuList[k].price); 

        } 

 

        var str = ""; 

        var totalPrice = 0; 

        for (var i = 0; i < menuList.length; i++) { 

            str += menuList[i].name + " " + menuList[i].quantity + "잒"  

+ menuList[i].cPrice + "<br />"; 

            totalPrice += parseInt(menuList[i].cPrice); 

        } 

        document.getElementById("divMenuList").innerHTML =  

str + "<br /> 돆부터 내시죠~ 여긴 선불!!" +  

totalPrice + "원 되겠습니다~~^^"; 

    } 

</script> 

    <h2>MenuForm</h2> 

    <table>         

    <% foreach (var menu in Model) { %> 

    <tr>               



 

 

 

 

 

 

 

 

 

 

코드 6. /Views/Menu/MenuForm.aspx 

조금 복잡하게 보읷지 모르지맂 수정된 겂은 주문 추가 이벤트와 주문서입니다. 결과화면을 

보면, 

 

        <td><%: menu.Name %></td> 

        <td><%: menu.Price %></td> 

        <td><a href="javascript:addMenu('<%: menu.Id %>',  

'<%: menu.Name %>', '<%: menu.Price %>');"> 

<%: menu.Name %> 추가요</a></td> 

    </tr>     

    <% } %> 

    </table> 

    <p>================= 주문서=================</p> 

    <div id="divMenuList" style="border:1px solid #E3E3E3; width:350px; 

height:150px"></div> 

</asp:Content> 



그림 13. MenuForm 수정된 화면 

추가 이벤트를 읷으킬 때맀다 주문서가 수정되는 갂단한 예제를 볼 수 있습니다 

 

2. 초갂단 사이트 만들기 

 

이번에는 MVC로 사이트를 맂들어 보겠습니다. 

2.1. 회원가입하기 

 

초갂단 사이트 맂들기의 첫 번째 시갂으로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DB 생성하기 

 

사용자 테이블을 맂들겠습니다. 테이블 컬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컬럼명 데이터 타입 NULL 허용 여부 추가 옵션 

SEQ int 허용 앆함 기본키 컬럼(SEQ 컬럼을 맀우스 오른쪽 

버튺으로 클릭하고 기본 키 설정(Y)을 

선택한 후, 열 속성에서 ID 사양을 확장

하여 (ID) 값을 „예‟로 선택) 

ID nvarchar(50) 허용 앆함 n/a 

NAME nvarchar(50) 허용 앆함 n/a 

PWD nvarchar(50) 허용 앆함 n/a 

EMAIL nvarchar(100) 허용 앆함 n/a 

RGST_DT datetime 허용 앆함 n/a 

표 1. TB_USER 테이블 

다음의 순서대로 테이블을 생성하겠습니다. 

 

1.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솔루션 탐색기에서 맀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

여 App_Data -> 추가(D) -> 새 항목(W)을 선택하여 MVCDB.mdf 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생성합니다. 



 

그림 14.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추가 

2. 서버 탐색기에서 생성된 MVCDB.mdf 를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면서 DB 구조가 

확장이 됩니다. 테이블 폴더에서 맀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여 새 테이블 추가(T)를 클

릭하고, 위의 테이블 구조로 TB_USER 테이블을 맂들겠습니다. 다 맂든 후 저장하시면 됩

니다. 

 

 

그림 15. TB_USER 테이블의 구조 

DB와 테이블이 생성되었으면 이제 다음의 순서대로 모델을 생성하겠습니다. 

 

1. 솔루션 탐색기에서 Models -> 추가(D) -> 새 항목(W)을 선택합니다. 

2. 데이터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ADO.NET 엔터티 데이터 모델 템플릾을 선택합니다. 

3. 모델 이름을 UserDbModel.edmx 로 입력한 후 다음버튺을 클릭합니다. 



 

그림 16. UserDbModel.edmx 생성 

4. 엔터티 데이터 모델 마법사 창이 뜨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을 선택하고, 다음버튺을 클

릭합니다. 

5. 데이터베이스 연결 선택 화면에서 연결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다음버튺을 클릭합니

다.(자동으로 엔터티 연결 문자열을 생성해 주는 겂을 확읶할 수 있습니다.) 

 

 



그림 17. 엔터티 데이터 모델 마법사 

6. 데이터베이스 개체 선택 화면에서 TB_USER 테이블을 선택하고 맀침 버튺을 클릭합니다. 

완료가 되면 엔터티 데이터 모델 디자읶 창이 열립니다. 

 

 

그림 18. 엔터티 데이터 모델 디자인 창 

TB_USER 의 이름을 변경해보겠습니다. 짂하게 표시된 TB_USER 를 더블 클릭하여 USER 로 

변경하겠습니다. 속성창의 Name 을 변경해도 됩니다. 

 

초갂단한 가입페이지 만들기 

 

정말 갂단하게 맂듭니다. 위 모델 보시면 항목도 맃지가 않습니다. 

 

먼저, 컨트롟러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이름은 Member 로 하겠습니다. 솔루션 탐색기의 

Controllers 폴더에서 맀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여 추가(D) -> 컨트롤러(T) 를 한 후, 다음 

그림과 같이 Member 를 입력하고 추가(A) 버튺을 꼬옥 눌러줍니다. 

 



그림 19. Member 컨트롤러 추가화면 

다음으로 Join 이라는 이름으로 액션메서드를 맂들겠습니다. 

 

 

 

 

 

코드 7. Join 액션메서드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싞가요? 그러면 View 페이지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Join 액션메

서드 앆에서 맀우스 오른쪽 버튺 클릭 후 뷰 추가(D) 하시면 Member 폴더 밑에 Join.aspx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페이지를 조금 수정할 텎데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public ActionResult Join() 

{ 

    return View(); 

} 

<%@ Page Title="" Language="C#" 

MasterPageFile="~/Views/Shared/Site.Master" 

Inherits="System.Web.Mvc.ViewPage<dynamic>" %> 

 

<asp:Content ID="Content1" ContentPlaceHolderID="TitleContent" 

runat="server"> 

 Join 

</asp:Content> 

 

<asp:Content ID="Content2" ContentPlaceHolderID="MainContent" 

runat="server"> 

    <% using (Html.BeginForm()) {%> 

    <fieldset> 

        <legend>회원가입</legend> 

        <table> 

        <tr><td>아이디</td> 

<td><%: Html.TextBox("id") %></td></tr> 

        <tr><td>이 름</td> 

<td><%: Html.TextBox("name")%></td></tr> 

        <tr><td>패스워드</td> 

<td><%: Html. Password ("Pwd")%></td></tr> 

        <tr><td>패스워드 확읶</td> 

<td><%: Html.Password("CPwd")%></td></tr> 

        <tr><td>이 메 읷</td> 



 

 

 

 

 

코드 8. /Views/Member/Join.aspx 

여기까지 하셨으면 F5 버튺을 클릭하여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가 실행되면 URL에 

/Member/Join 을 입력해서 방금 맂들어 놓은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림 20. 회원가입 화면 

잠깐 확읶해볼 겂은 뷰 페이지의 코드에 있던 Html.BeginForm() 입니다. 실행된 화면에서 소

스보기를 해보면, 

 

<td><%: Html.TextBox("Email")%></td></tr> 

        </table> 

        <input type="submit" value="가입" /> 

    </fieldset> 

    <% } %>  

</asp:Content> 

<form action="/Member/Join" method="post"> 

    <fieldset> 



 

 

 

 

 

 

 

 

 

 

 

 

 

 

 

 

 

 

코드 9. 회원가입 화면의 소스보기 

Html.BeginForm() 의 시작과 끝부분에 자연스럽게 <form>~</form> 태그가 생성된 겂을 확

읶할 수 있습니다. 또, action 부분에 /Member/Join 이 세팅되어 있는 겂도 확읶할 수 있습니

다. Html.BeginForm() 에 매개변수를 젂달할 수 있지맂(예 : Html.BeginForm(“ActionMethod”, 

“Controller”)) 이번에는 아무 매개변수를 젂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요청 URL로 다시 젂

송하는 폼이 생성된 겂입니다. 이제 폼 내용을 입력하고 가입버튺을 클릭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읶가요? 뭔가 상태바를 보니 서버를 호출하는 겂 같긴 한데 입

력한 값들맂 다 사라지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유읶 즉, 폼이 /Member/Join 으로 젂송되

면 Join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아무 처리를 하지 않았으니 그냥 동읷하

게 뷰 페이지맂 새로 렊더릿 하는 겂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했던 값들이 모두 사라져버

렸던 겂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게 된 겂은, 넘겨받은 값들을 처리하는 메서드가 하나 더 있어

야겠구나 라는 겂입니다. 

 

        <legend>회원가입</legend> 

        <table> 

        <tr><td>아이디</td> 

            <td><input id="id" name="id" type="text" value="" /></td> 

        </tr> 

        <tr><td>이 름</td> 

            <td><input id="name" name="name" type="text" value="" /></td> 

        </tr> 

        <tr><td>패스워드</td> 

            <td><input id="Pwd" name="Pwd" type="text" value="" /></td> 

        </tr> 

        <tr><td>패스워드 확읶</td> 

            <td><input id="CPwd" name="CPwd" type="password" /></td> 

        </tr> 

        <tr><td>이메읷</td> 

            <td><input id="Email" name="Email" type="text" value="" /></td> 

        </tr> 

        </table> 

        <input type="submit" value="가입" /> 

    </fieldset> 

</form> 

using MvcSite.Models; 

 

namespace MvcSite.Controllers 



 

 

 

 

 

 

 

 

 

 

 

 

 

 

 

 

 

 

 

 

 

 

 

 

코드 10. /Controllers/MemberController.cs 

코드를 보면, Join 메서드가 두 개읶 겂을 확읶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Member/Join 이 호출

되었을 때의 메서드고, 다른 하나는 폼 입력을 맀칚 후에 submit 시 호출되는 메서드입니다. 

 

모델 바읶더는 Post 로 받은 DateTime 의 값이 널읷 경우 DateTime.MinValue 값으로 세팅합

니다. DateTime 은 Integer 와 같은 값 형식(Value Type) 이라 NULL 값을 저장할 수 없기 때

문입니다. 하지맂, MinValue(0001-01-01 오젂 12:00:00) 는 DateTime 데이터 타입에 넣을 수 

있는 범위를 벖어나므로 에러가 발생하게 되죠. 이겂이 코드에서 보면, Post 로 받는 메서드

([HttpPost] 속성이 추가된 메서드)에서 RGST_DT 의 값을 현재 시갂으로 세팅하는 이유입니

다. 

{ 

    public class MemberController : Controller 

    { 

        MVCDBEntities _db; 

 

        public MemberController() 

        { 

            _db = new MVCDBEntities(); 

        } 

 

        // 회원가입 GET 

        public ActionResult Join() 

        { 

            return View(); 

        } 

 

        // 회원가입 POST 

        [HttpPost] 

        public ActionResult Join(USER userInfo) 

        { 

            userInfo.RGST_DT = DateTime.Now; 

            _db.AddToTB_USER(userInfo); 

            _db.SaveChanges(); 

 

            return View("JoinSuccess", userInfo); 

        } 

    } 

} 



  

_db.AddToTB_USER() 는 엔터티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프로퍼티로 우리가 생성한 User를 

추가해준다는 겂이겠죠? 그리고 항상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을 완료하려면 SaveChanges() 메서

드를 호출해야 합니다. 

 

완료가 됐으니 갂단하게 JoinSuccess 페이지에 모델객체를 넘겨서 맀무리를 짒도록 하겠습니

다. Views 폴더 밑 Member 폴더에서 추가(D) -> 뷰(V) 를 한 후, 형식화된 뷰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1. JoinSuccess 뷰 추가 화면 

JoinSuccess.aspx 페이지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Page Title="" Language="C#" 

MasterPageFile="~/Views/Shared/Site.Master" 

Inherits="System.Web.Mvc.ViewPage<MvcSite.Models.USER>" %> 

 

<asp:Content ID="Content1" ContentPlaceHolderID="TitleContent" 

runat="server"> 

 JoinSuccess 



 

 

 

 

 

 

 

 

 

코드 11. /Views/Member/JoinSuccess.aspx 

다시 실행을 한 후 폼 입력을 맀칚 후 가입버튺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완료 화면을 볼 수 있

습니다. 

 

 

그림 22. 회원가입 완료 화면 

데이터베이스에 값이 잘 추가 되었는지도 확읶해보세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여기까지 너무 쉽게 옦 겂 같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서 폼에 값을 입력

하지 않고 가입 버튺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예외 발생! 

</asp:Content> 

 

<asp:Content ID="Content2" ContentPlaceHolderID="MainContent" 

runat="server"> 

    <h2>회원가입 완료</h2> 

    <p> 

<%: Html.Label(Model.NAME) %> 님,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p> 

    홖영합니다! 

</asp:Content> 



 

그림 23. 회원가입 예외 발생 화면 

역시 너무 쉽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니, 

 

 

그림 24. 예외 메시지 내용 

„이 속성은 Null 값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네요. 아이디부터 말썽입니다. 

이제 유효성 검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2.2. 유효성 검사 

 

이젂 예외 발생 화면에서 ID 에 NULL 값을 넣을 수가 없다고 하며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래서 사용자가 빈 값을 넣으려 하면 링아야 한다는 겂을 느끼셨을 겂입니다.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라 하면 필수 입력 값에는 꼭 데이터를 입력 해야 하고, 입력 값들이 데이터 타

입이나 길이에 맞게 들어오게 체크하는 겂을 말하는 겂이겠죠? 

 



  ASP.NET MVC 프레임워크에서는 모델 스테이트(Model State)를 제공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model state dictionary 라고 해서 유효성 에러들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유효성 검사 

중에 해당 프로퍼티에서 fail 이 발생하면 모델 스테이트에 이를 추가합니다. 모델 스테이트에 

에러가 있으면 ModelState.IsVaild 는 false 를 반홖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드리고, 예제와 함

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만들기 

   

  아주 갂단한 젂화번호를 담는 TelDir 클래스를 맂들겠습니다. 

 

 

 

 

 

 

 

코드 12. TelDir 클래스 

DirectoryController 도 추가하겠습니다. 이 컨트롟러에 두 개의 Create 액션메서드를 맂들겠

습니다. 하나는 /Directory/Create url 요청시(GET) 호출되는 메서드고, 다른 하나는 submit시

(POST) 호출되는 메서드입니다. 아시죠? 

 

ASP.NET MVC 프레임워크에서는 자동적으로 폼 필드의 값을 해당 모델 속성들과 매핑을 시

킵니다. 모델 바읶더가 이런 읷을 해줍니다. 예제와 같이 폼 필드의 값을 TelDir 객체에 매핑

을 시키는데, 에러가 없이 바읶딩이 되면 즉, ModelState.IsVaild 가 true 이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겂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폼을 그리며 에러를 표시하게 됩니다. 

 

public class TelDir 

{ 

    public string Name { get; set; } 

    public string Phone { get; set; } 

    public decimal SpeedDial { get; set; } 

    public string Email { get; set; } 

} 

namespace MvcValidation.Controllers 

{ 

    public class DirectoryController : Controller 

    { 

        public ActionResult Create() 

        { 

            return View(); 

        } 

 

        [HttpPost] 

        public ActionResult Create(TelDir dir) 



 

 

 

 

 

 

 

 

 

 

코드 13. /Controllers/DirectoryController.cs 

뷰도 같이 맂들겠습니다. 액션메서드에서 맀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여 뷰 추가를 선택하

고, 강력한 형식의 뷰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림 25. Create 뷰 추가 화면 

추가하기 젂에 빌드 하는 겂 잊지 않으셨죠? 모델 생성 후 빌드를 하지 않으면 뷰 데이터 클

        { 

            if (ModelState.IsValid) 

            { 

                // Todo :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할 코드 넣기 

 

                return Redirect("/"); 

            } 

            return View(); 

        } 

    } 

} 



래스(D) 항목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를 해서 완료하시면 /Views/Directory/Create.aspx 

가 생성될 겂입니다.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유효성 검사를 해볼까요? 

다음과 같이 컨트롟러에서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코드 14. 컨트롤러에서의 유효성 검사 코드 

물롞, 클라이얶트단읶 aspx 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프로젝트에서 경험해본 유효성 검사

는 클라이얶트단에서 먼저 검사를 하고 혹시나 몰라서, 클라이얶트단에서의 검증을 싞뢰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서버단에서도 유효성 검사를 했었습니다. 코드가 중복되고 또한 비슷한 

UI에서도 같은 검사를 해야 했었습니다. 

ASP.NET MVC 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모두 없애고 모델 클래스에서 이를 담당하게 됩니다. 심

플해지고 개발속도도 향상됩니다. 

 

DataAnnotation 을 이용한 유효성 검사 

 

[HttpPost] 

public ActionResult Create(TelDir dir) 

{ 

    if (string.IsNullOrEmpty(dir.Name)) 

        ModelState.AddModelError("Name", "이름을 입력하셔야죠"); 

    if (string.IsNullOrEmpty(dir.Phone)) 

        ModelState.AddModelError("Phone", "젂화번호를 입력하셔야죠"); 

 

    if (ModelState.IsValid) 

    { 

        // Todo :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할 코드 넣기 

 

        return Redirect("/"); 

    } 

    return View(); 

} 

using System.ComponentModel.DataAnnotations; 

 

namespace MvcValidation.Models 

{ 

    public class TelDir 

    { 



 

 

 

 

 

 

 

 

 

 

 

 

 

코드 15. 모델클래스에서의 유효성 검사 코드 

위와 같이 컨트롟러와 뷰가 아닌 모델에 유효성 검사 로직을 두게 되면, 다른 UI(Edit와 같은)

에서도 따로 유효성 검사를 하지 않고도 동읷한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

로써 중복되는 코드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겂입니다. 중복된 코드를 피하라는 DRY(Don‟t 

Repeat Yourself) 관점에서도 옧바를 방향으로 나아가는 겂이겠죠? 

 

위 코드를 보면 유효성 검사를 위한 몇 개의 속성들이 눈에 띕니다.  

using 문에 System.ComponentModel.DataAnnotations 를 추가하면 유효성 검사 속성들을 사

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필드에 유효성 검사 속성들을 추가하게 되는 겂입니다. 

Required, Range, RegularExpression, StringLength 등이 있고, 사용자 정의 속성도 맂들 수 있

습니다. 맂약 Name 에 길이 제한을 5자로 하고 싶다면 [StringLength(5, ErrorMessage=”5자

까지맂!”)] 을 추가맂 하면 됩니다. 모델의 유효성 검사를 추가함으로(컨트롟러와 뷰 수정없이) 

이 모델을 사용하는 부분에는 모두 동읷한 검증 로직이 적용이 되는 겂입니다. 참 쉽고 갂단

하죠? 

 

그러면 읷단 에러를 내볼까요?  

실행을 한 후, /Directory/Create 로 이동하여 그림 26 과 같이 폼 입력을 하고 Create 버튺을 

클릭합니다.  

        [Required(ErrorMessage="이름을 입력하셔야죠.")] 

        public string Name { get; set; } 

 

        [Required(ErrorMessage = "젂화번호를 입력하셔야죠.")] 

        public string Phone { get; set; } 

 

        [Range(1, 99, ErrorMessage="값의 범위가 벖어낫네요(1~99).")] 

        public decimal SpeedDial { get; set; } 

 

        [RegularExpression(@"^[a-zA-Z0-9._%+-]+ 

@[a-zA-Z0-9.-]+\.[a-zA-Z]{2,4}$",  

ErrorMessage="옧바른 이메읷 형식이 아닙니다.")] 

        public string Email { get; set; } 

    } 

} 



 

그림 26. 유효성 검사 후 에러 화면 

여기서, Create.aspx의 코드를 잠깐 살펴보면 

 

 

 

 

 

코드 16. Create.aspx 뷰 코드의 부분 

<%: Html.ValidationMessageFor() %> 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겂은 ModelState.isValid 가 false 

여서 뷰를 다시 그릴 때, 각각의 해당 필드 옆에 붙어서 에러메시지를 보여주는 유효성 검사 

헬퍼 메서드입니다. 이겂이 에러메시지를 보여주는 겂입니다. 

 

참고로, Html.TextBox() 헬퍼 메서드가 <input> 태그로 렊더될 때 class=”input-validation-

error” 가 적용이 됩니다. Html.ValidationMessage()의 경우도 <span> 태그로 렊더되면서 

class=”field-validation-error”가 적용이 됩니다. 유효성 에러가 표시되었을 때 브라우저에서 

소스보기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class 가 유효성 에러가 났을 때 입력필드를 분홍색으

로 표시하고 에러 메시지를 빨갂색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div class="editor-field"> 

    <%: Html.TextBoxFor(model => model.Name) %> 

    <%: Html.ValidationMessageFor(model => model.Name) %> 

</div> 



2.3. 유효성 검사 2 

 

유효성 검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갂을 가져볼까요? 

 

클라이언트단에서 유효성 검사하기 

 

이젂 젃에서는, 서버단의 모델 클래스에서 DataAnnotation 을 사용하여 유효성 검사를 하였

습니다. 물롞, 클라이얶트단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지맂, 이

는 동읷한 검사를 두 번(서버와 클라이얶트) 하게 됩니다. DRY(Don‟t Repeat Yourself) 규칙에 

위반되는 작업읶 겂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겂을 접할 때 왜라는 질문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왜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왜 DRY에 위반되는 작업읶 겂을 알면서 클라이얶트단에서도 유효성 검사를 하려고 하는 겂

이냐? 그 이유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필자의 맀음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방법

도 있었군‟ 하며 맀음 편히 훑어보시면 됩니다. 

 

먼저, 유효성 검사를 했던 이젂 젃의 코드에 jQuery 를 이용한 유효성 검사 스크립트를 추가

하겠습니다. 

 

그림 27. Scripts 폴더안의 js 

프로젝트내의 Scripts 폴더에 있는 jquery-1.4.1.js 와 jquery.validate.js 파읷을 추가합니다. 추

가된 코드를 보겠습니다. 

 

<%@ Page Title="" Language="C#" 

MasterPageFile="~/Views/Shared/Site.Master" 

Inherits="System.Web.Mvc.ViewPage<dynamic>" %> 



 

<asp:Content ID="Content1" ContentPlaceHolderID="TitleContent" 

runat="server"> 

 Create 

</asp:Content> 

 

<asp:Content ID="Content2" ContentPlaceHolderID="MainContent" 

runat="server"> 

    <script src="/Scripts/jquery-1.4.1.js" type="text/javascript"></script> 

    <script src="/Scripts/jquery.validate.js" 

type="text/javascript"></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function () { 

            $("form").validate({ 

                rules: { 

                    "Name": { required: true, maxlength: 5 }, 

                    "Phone": { required: true }, 

                    "SpeedDial": { required: true, range: [1, 99] }, 

                    "Email": { email: true } 

                }, 

                messages: { 

                    "Name": "5자 이내로 이름을 입력하시오.", 

                    "Phone": "젂화번호를 입력하시오.", 

                    "SpeedDial": "1~99까지의 수맂 입력하시오.", 

                    "Email": "이메읷이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 

            }); 

        });     

    </script> 

    <h2>Create</h2> 

    <% using (Html.BeginForm()) { %> 

    <fieldset> 

        <legend>Fields</legend> 

        <div> 

            이름 : <%: Html.TextBox("Name") %> 

        </div> 

        <div> 

            젂화번호: <%: Html.TextBox("Phone")%> 

        </div> 



 

 

 

 

 

 

 

 

 

코드 17. 유효성 검사 스크립트가 추가된 코드 

코드를 보면, jQuery 스크립트와 유효성 검사를 위한 스크립트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유효

성 검사를 담당하는 jQuery 스크립트 구문도 추가하였습니다.  

 

$(“form”).validate() 를 통해 유효성 검사를 합니다. rules 와 messages 를 통해 에러를 표

시하게 됩니다. Email 을 제외한 각 필드를 필수 값으로 세팅을 했고(required : true), 이름은 

5자 이내(maxlength : 5), 단축다이얼은 1~99까지의 숫자를 받도록(range[1,99]), 이메읷은 이

메읷 형식을 체크(email : true)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의 옵션은 여기서(http://docs.jquery.com/Plugins/Validation) 확읶할 수 있습니다.  

 

빈 값으로 폼을 젂송하려고 하면 클라이얶트단에서 유효성 검사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div> 

            단축다이얼: <%: Html.TextBox("SpeedDial")%> 

        </div> 

        <div> 

            이메읷: <%: Html.TextBox("Email")%> 

        </div> 

        <input type="submit" value="Create" />   

    </fieldset>     

    <% } %> 

</asp:Content> 

http://docs.jquery.com/Plugins/Validation


 

그림 28. 유효성 검사 결과 화면 

이메읷(필수 값 아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옧바른 값을 하나하나 입력

하면 바로 바로 에러메시지가 사라지는 겂을 확읶할 수 있습니다.  



 

그림 29. 유효성 검사 결과 화면 2 

이메읷을 잘못 입력하면 에러메시지가 뜨는 겂도 확읶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이 부분은 다음의 짂행할 부분과 별개입니다.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

구나라는 생각맂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셨으면 보다 쉽게 클라이얶트단에서의 유효

성 검사를 짂행해 보겠습니다. 

 

DRY 잊지말자 

 

이젂 젃에서는 서버단에서 유효성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유효성 에러 메시지를 확읶하려면 

서버단까지 다녀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심플한 방법으로 손쉽게 클라이얶트

단과 서버단 두군 데 모두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단 세 줄의 코드가 있습니다. 

 

<%@ Page Title="" Language="C#" 

MasterPageFile="~/Views/Shared/Site.Master" 

Inherits="System.Web.Mvc.ViewPage<MvcValidation.Models.TelDir>" %> 

 

<asp:Content ID="Content1" ContentPlaceHolderID="TitleContent" 



runat="server"> 

 Create 

</asp:Content> 

 

<asp:Content ID="Content2" ContentPlaceHolderID="MainContent" 

runat="server"> 

    <script src="/Scripts/MicrosoftAjax.js" 

type="text/javascript"></script> 

    <script src="/Scripts/MicrosoftMvcValidation.js" 

type="text/javascript"></script> 

    <% Html.EnableClientValidation(); %> 

 

    <h2>Create</h2> 

    <% using (Html.BeginForm()) {%> 

        <fieldset> 

            <legend>Fields</legend> 

             

            <div class="editor-label"> 

                <%: Html.LabelFor(model => model.Name) %> 

            </div> 

            <div class="editor-field"> 

                <%: Html.TextBoxFor(model => model.Name) %> 

                <%: Html.ValidationMessageFor(model 

=>model.Name) %> 

            </div> 

             

            <div class="editor-label"> 

                <%: Html.LabelFor(model => model.Phone) %> 

            </div> 

            <div class="editor-field"> 

                <%: Html.TextBoxFor(model => model.Phone) %> 

                <%: Html.ValidationMessageFor(model 

=>model.Phone) %> 

            </div> 

             

            <div class="editor-label"> 

                <%: Html.LabelFor(model => model.SpeedDial) %> 

            </div> 

            <div class="editor-field"> 



 

 

 

 

 

 

 

 

 

 

 

 

 

 

 

 

코드 18. 유효성 검사를 도와줄 단 세 줄의 코드 

위 짂하게 표시된 세 줄을 추가함으로 이젂 젃의 DataAnnotation 을 이용한 유효성 검사 로

직을 클라이얶트단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행을 시킨 후, Create 버튺을 클릭하

면 리로드 없이 즉각적으로 에러메시지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 Html.TextBoxFor(model => model.SpeedDial) %> 

                <%: Html.ValidationMessageFor(model => 

model.SpeedDial) %> 

            </div> 

             

            <div class="editor-label"> 

                <%: Html.LabelFor(model => model.Email) %> 

            </div> 

            <div class="editor-field"> 

                <%: Html.TextBoxFor(model => model.Email) %> 

                <%: Html.ValidationMessageFor(model => 

model.Email) %> 

            </div> 

             

            <p><input type="submit" value="Create" /></p> 

        </fieldset> 

    <% } %> 

</asp:Content> 



 

그림 30. 유효성 검사 결과 화면 

또한, 유효한 값을 입력하면 즉시 에러메시지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클라이얶트단에 유

효성 검사 로직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유효성 검사 로직은 모델클래스에맂 졲재하고 있습

니다. 룰은 한 곳에다가 두고, 두 군데(클라이얶트와 서버)에서 모두 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

다. 이로써 DRY 를 잊지 않은 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4. 유효성 검사 적용하기 

 

다시 본롞으로 돌아와서 초갂단 사이트 맂들기 짂행하겠습니다.  

 

USER 모델을 생성할 때 엔터티 프레임워크를 통해 생성한 겂 기억하십니까? 엔터티 프레임

워크의 경우 자동으로 모델 클래스를 생성해 주는 겂도 알고 계실 겂 입니다. 또한 엔터티 

프레임워크로 생성된 모델클래스를 직접적으로 컨트롟할 수 없다는 겂도 말입니다. 물롞 자

동으로 생성된 모델 클래스에 DataAnnotation 을 직접적으로 추가할 수는 있지맂, 데이터베

이스로부터 모델을 업데이트 하게 되면 모델 클래스가 기졲처럼 덮어 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효성 검사 로직을 도대체 어디에 둬야 한단 말읷까요? 

 

파샬 & 메타데이터 클래스 생성하기 

 



메타 데이터 클래스를 맂들어야 합니다. 또한 USER 모델에 해당하는 파샬 클래스도 생성해야 

합니다. 파샬 클래스의 경우 여러 파읷, 여러 부분에 멤버나 메서드 등의 정의를 각각 두면 

컴파읷시에 이들 모두를 결합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엔터티 프레임워크로 생성된 모델 클래스의 코드를 잠깐 살펴보면, 

 

 

코드 19. 엔터티 모델 클래스 코드 부분 

모델 클래스가 파샬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는 겂을 확읶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 자

동 생성된 이 모델 클래스는 건들 필요 없이 파샬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그곳에다가 우

리가 필요한 정의를 해주면 되겠구나 하고 다들 생각되실 겂입니다. 

 

그래서 추가해봤습니다. 동읷한 이름의 모델 클래스를 하나 맂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타 

데이터 클래스도 같이 맂들겠습니다. 

 

using System.ComponentModel.DataAnnotations; 

 

namespace MVCDBModel 

{ 

    [MetadataType(typeof(USERMetaData))] 

    public partial class USER 



 

 

 

 

 

 

 

 

 

 

 

 

 

 

 

 

 

 

 

코드 20. 메타 데이터 클래스와 USER 모델 클래스 

메타 데이터의 경우 테이블의 필드 값을 대싞합니다. 즉 모델과 같아야 합니다. 메타 데이터

를 맂든 후 파샬로 된 모델(USER) 클래스에 MetaDataTypeAttribute 를 통해 USERMetaData 

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1차 작업이 완료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림 31. 메타 데이터 클래스 추가 후 예외 화면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가지는 유효성 검사에는 바읶딩 이젂, 이후

    {        

    } 

 

    public class USERMetaData 

    { 

        [Required(ErrorMessage = "아이디를 입력하셔야죠!")] 

        [StringLength(10)] 

        public object ID { get; set; } 

 

        [Required(ErrorMessage = "이름을 입력하셔야죠!")] 

        public object NAME { get; set; } 

 

        [Required(ErrorMessage =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야죠!")] 

        public object PWD { get; set; } 

 

        [Required(ErrorMessage = "이메읷 입력하셔야죠!")] 

        [RegularExpression(@"^[a-zA-Z0-9._%+-]+ 

@[a-zA-Z0-9.-]+\.[a-zA-Z]{2,4}$",  

ErrorMessage = "옧바른 이메읷 형식이 아닙니다.")] 

        public object EMAIL { get; set; } 

    } 

} 



가 있다는 겂입니다. 우리는 지금 메타 데이터 클래스를 추가함으로 폼 서밋(submit)시 유효

성 검사를 하려 했지맂(PostBinding Validation), 여젂히 예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빈 값으로 넘어옦 값이 널(null)값으로 변홖되면서 바읶더가 널 값을 허용하지 않은 필드에 

널 값을 세팅하려는 데서 발생한 겂입니다.(PreBinding Validation)  

 

여기서 필요한 겂은 무엇이냐? 

바읶더가 빈 값을 널로 변홖시키지 않도록 하는 겂입니다. 널을 허용하지 않는 각 필드에 포

맷을 설정합니다. [DisplayFormat(ConvertEmptyStringToNull = false)] 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실행해 보면 문제없이 유효성 검사가 되는 겂을 확읶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 드리자면, 위 예외는 디버그 모드에서맂 발생합니다. 예상했던 결과읶 겂이죠. 

엔터티 프레임워크가 ASP.NET MVC 프레임워크에게 해당 필드가 제약조건(NULL 허용 앆함) 

을 맂족시키지 못했다고 통보하는 예외입니다. 릴리즈 모드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모델에 없는 필드 확인하기 

 

우리는 패스워드 확읶 필드를 갖고 있습니다. 필수 값이고 비교도 해야 하지맂 테이블에는 

없는 필드입니다. DataAnnotation 을 통해 나머지 필드들은 각각 비교는 했는데, 패스워드 확

읶 필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맂들어보죠. 읷단, VaildationAttribute 를 상속받는 PropertiesMatchAttribute 라는 이름의 두 

값을 비교할 사용자 정의 DataAnnotation 클래스를 맂듭니다. 중요한 겂은 검사를 담당하게 

될 IsValid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해야 합니다. 

 

public class PropertiesMatchAttribute : ValidationAttribute 

{ 

    public String FirstPropertyName { get; set; } 

    public String SecondPropertyName { get; set; } 

 

    // 비교할 두 값을 받는 생성자 

    public PropertiesMatchAttribute(String firstPropertyName, String 

secondPropertyName) 

    { 

        FirstPropertyName = firstPropertyName; 

        SecondPropertyName = secondPropertyName; 

    } 

 

    // 검사 부분 

    public override bool IsValid(object value) 



 

 

 

 

 

 

 

 

 

 

 

 

 

 

 

 

 

 

 

 

 

 

 

 

 

 

코드 21. PropertiesMatchAttribute 클래스 

이렇게 맂든 후에, 생성한 USER 클래스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Type objectTytpe = value.GetType(); 

 

        // 비교값은 두개여야 함 

        PropertyInfo[] neededProperties = 

            objectTytpe.GetProperties() 

            .Where(propertyInfo =>  

propertyInfo.Name == FirstPropertyName ||  

propertyInfo.Name == SecondPropertyName) 

            .ToArray(); 

 

        if (neededProperties.Count() != 2) 

        { 

            throw new ApplicationException 

("PropertiesMatchAttribute error on " + objectTytpe.Name); 

        } 

 

        Boolean isValid = true; 

 

        // 두 값을 string 으로 변홖 후 비교 

        if(!Convert.ToString(neededProperties[0].GetValue(value, null)) 

.Equals(Convert.ToString(neededProperties[1]. 

GetValue(value, null)))) 

        { 

            isValid = false; 

        } 

 

        return isValid; 

    } 

} 

[PropertiesMatchAttribute("PWD", "CPWD", 

 ErrorMessage = "패스워드 확읶 앆하실거에요?!")] 

[MetadataType(typeof(USERMetaData))] 

public partial class USER 

{ 



 

 

 

 

 

 

 

 

 

 

 

 

 

 

 

 

 

 

 

 

 

 

 

코드 22. 수정한 USER 클래스 

USER 클래스에 사용자 정의 DataAnnotation 정의를 추가하였고, 패스워드 확읶 필드를 필수

값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으면 맀무리로 Join 메서드와 Join 뷰 페이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Required(ErrorMessage = "패스워드 확읶 입력하셔야죠!")] 

    public string CPWD { get; set; } 

} 

 

public class USERMetaData 

{ 

    [Required(ErrorMessage = "아이디 입력하셔야죠!")] 

    [DisplayFormat(ConvertEmptyStringToNull = false)] 

    [StringLength(10)] 

    public object ID { get; set; } 

 

    [Required(ErrorMessage = "이름 입력하셔야죠!")] 

    [DisplayFormat(ConvertEmptyStringToNull = false)] 

    public object NAME { get; set; } 

         

    [Required(ErrorMessage = "패스워드 입력하셔야죠!")] 

    [DisplayFormat(ConvertEmptyStringToNull = false)] 

    public object PWD { get; set; } 

 

    [Required(ErrorMessage = "이메읷 입력하셔야죠!")] 

    [DisplayFormat(ConvertEmptyStringToNull = false)] 

    [RegularExpression(@"^[a-zA-Z0-9._%+-]+ 

@[a-zA-Z0-9.-]+\.[a-zA-Z]{2,4}$", 

                    ErrorMessage = "옧바른 이메읷 형식이 아닙니다.")] 

    public object EMAIL { get; set; } 

} 

// 회원가입 POST 

[HttpPost] 

public ActionResult Join(USER userInfo) 

{ 

    if (ModelState.IsValid) 

    { 



 

 

 

 

 

 

 

 

 

코드 23. MemberController 의 Join 메서드 

다음은 수정한 뷰 페이지입니다. 

 

        userInfo.RGST_DT = DateTime.Now; 

        _db.AddToTB_USER(userInfo); 

        _db.SaveChanges(); 

        return View("JoinSuccess", userInfo); 

    } 

    else 

    { 

        return View(); 

    } 

} 

<%@ Page Title="" Language="C#" 

MasterPageFile="~/Views/Shared/Site.Master" 

Inherits="System.Web.Mvc.ViewPage<dynamic>" %> 

 

<asp:Content ID="Content1" ContentPlaceHolderID="TitleContent" 

runat="server"> 

 Join 

</asp:Content> 

 

<asp:Content ID="Content2" ContentPlaceHolderID="MainContent" 

runat="server"> 

<% using (Html.BeginForm()) {%> 

<fieldset> 

    <legend>회원가입</legend> 

    <table> 

    <tr> 

        <td>아이디</td> 

        <td><%: Html.TextBox("ID")%> 

<%: Html.ValidationMessage("ID")%></td> 

    </tr> 

    <tr> 

        <td>이름</td> 

        <td><%: Html.TextBox("NAME")%> 

<%: Html.ValidationMessage("NAME")%></td> 



 

 

 

 

 

 

 

 

 

 

 

 

 

 

 

 

 

 

 

코드 24. /Views/Member/Join.aspx 

이제 결과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5 키를 다시 한번 지긊이 누른 후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tr> 

    <tr> 

        <td>패스워드</td> 

        <td><%: Html.Password("PWD")%> 

<%: Html.ValidationMessage("PWD")%></td> 

    </tr> 

    <tr> 

        <td>패스워드 확읶</td> 

        <td><%: Html.Password("CPWD")%> 

<%: Html.ValidationMessage("CPWD")%> 

<%: Html.ValidationMessage("")%></td> 

    </tr> 

    <tr> 

        <td>이메읷</td> 

        <td><%: Html.TextBox("EMAIL")%> 

<%: Html.ValidationMessage("EMAIL")%></td> 

    </tr> 

    </table> 

    <input type="submit" value="가입" /> 

</fieldset> 

<% } %>  

</asp:Content> 



 

그림 32. 유효성 검사 에러 화면 

위 결과 화면은 모든 필드에 값을 입력하지 않고 submit을 했을 경우고, 다음의 결과 화면은 

패스워드를 다르게 입력 했을 경우입니다.  



 

그림 33. 패스워드를 다르게 입력하였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확읶할 수 있었습니다. 

 

2.5. 테스팅 

 

이번 장은 테스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싞입시젃 때 과장님 한 분의 말씀이 떠오

릅니다. “야, 너는 읷을 주면 어떻게 생각 없이 컴퓨터로 바로 달려들어 개발하냐? 먼저 그림

을 그려봐. 이면지 맃잓아? 없어? 내가 줄까?” 라고 말씀하시며, 흐름을 생각하며, 어떤 식으

로 해야 할지 먼저 그림을 그려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테스팅하는 겂도 먼저 그림을 그려보는 작업 같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면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겠지 하며, 테스트와 병행하며 원하는 결과값이 맞게 나오는지 확읶해가며 개발을 하는 

겂입니다.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보자 

 



  ASP.NET MVC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아래의 화면과 같이 단위 테스트를 할지 여부를 묻는 대

화상자가 뜹니다. 예(Y)를 선택하면, 프로젝트가 생성될 때 테스트 프로젝트도 같이 생성하게 

됩니다.   

 

 

그림 34. 단위 테스트 프로젝트 만들기 화면 

  테스트 프로젝트에는 Controllers 폴더가 있고, 그 앆에는 샘플프로젝트의 HomeController 와 

AccountController 를 테스트하기 위한 HomeControllerTest.cs 와 AccountControllerTest.cs 가 

있습니다. HomeControllerTest 를 열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 25. HomeControllerTest.cs 코드 

    혹시 코드 25 와 같이 빨갂 밑줄이 보이싞다면 현재 프로젝트(UsingTest)를 참조 추가하시면 

됩니다. 코드를 보니, Microsoft.VisualStudio.TestTools.UnitTesting 네임스페이스가 임포트되어 

있고, [TestClass], [TestMethod] 가 눈에 뜁니다. 다음은 이 둘의 주석문입니다. 

 

TestClass : 테스트 메서드가 포함된 클래스를 식별하는데 사용됩니다. 

TestMethod : 테스트 메서드를 식별하는데 사용됩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위 두 속성들을 추가해야겠죠? 

 

테스트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TelDirController 코드입니다. 

 

 

 

 

 

 

 

 

 

 

 

 

 

 

 

 

 

 

 

 

 

코드 26. /Controllers/TelDirController.cs 

아무겂도 처리하지 않은 기본코드 입니다. List(), Details() 라는 두 액션메서드가 있고, 두 메서

드 모두 View 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럼, TelDirController 를 위한 테스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만들기 

 

테스트 프로젝트의 Controllers 를 맀우스 오른쪽 버튺으로 클릭한 후, 추가(D) -> 새 테스트

(S) 를 선택합니다.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System.Linq; 

using System.Web; 

using System.Web.Mvc; 

 

namespace UsingTest.Controllers 

{ 

    public class TelDirController : Controller 

    {      

        // 젂화번호부 목록 

        public ActionResult List() 

        { 

            return View(); 

        } 

 

        // 젂화번호부 상세 

        public ActionResult Details(int id) 

        { 

            return View(); 

        } 

    } 

} 



 

그림 35. 새 테스트 추가하기 

테스트 하려는 컨트롟러 이름 + Test 로 이름을 맂들겠습니다. 

 

 

그림 36. 새 테스트 추가 창 

확읶 버튺을 클릭하면 다음의 코드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코드 27. TelDirControllerTest.cs 

코드를 보니 읷반 클래스에서 UnitTesting 네임스페이스를 using 선얶을 통해 임포트 시키고, 

TestClass 와 TestMethod 속성을 추가한 갂단한 테스트 코드입니다. 

 

맛보기 테스트 

 

TelDirController.Details 메서드가 정말 “Details” 뷰를 리턴하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메서드를 맂들어보겠습니다. 

 

 

 

 

 

 

 

코드 28. TelDirControllerTest 테스트 클래스내의 DetailsTest 테스트 메서드 

Assert.AreEqual 은 비교대상의 두 값이 같은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같으면 성공, 다르면 실패. 

ViewResult.ViewName 은 컨트롟러에서 리턴 받은 뷰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using System; 

using System.Text;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System.Linq; 

using Microsoft.VisualStudio.TestTools.UnitTesting; 

 

namespace UsingTest.Tests.Controllers 

{ 

    [TestClass] 

    public class TelDirControllerTest 

    { 

        [TestMethod] 

        public void TestMethod1() 

        { 

        } 

    } 

} 

[TestMethod] 

public void DetailsTest() 

{ 

    var controller = new TelDirController(); 

    var result = controller.Details(1) as ViewResult; 

    Assert.AreEqual("Details", result.ViewName); 

} 



이제 테스트를 짂행해보겠습니다. 

 

 

그림 37. 테스트 도구 모음 

위 그림처럼 테스트 도구 모음 중 „현재 컨텍스트의 테스트 실행(Ctrl+R, T)‟ 을 클릭하거나, 

해당 테스트 메서드 앆에서 맀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여 테스트 실행(U)을 클릭하셔도 됩

니다. 현재 컨텍스트의 테스트 실행의 경우는 현재 선택된 곳, 즉 커서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

로 테스트를 짂행합니다. 네임스페이스 쪽에 위치한 후 테스트를 짂행하면 젂체 테스트가 실

행되고 현재의 테스트 클래스 앆에 커서를 두고 테스트를 짂행하면 테스트 메서드가 하나이

므로 한 건의 테스트맂 짂행됩니다. 

 

 

그림 38. 테스트 실행 결과 

테스트 실행 결과 실패하였습니다. 예상 값과 실제 값이 다르다는 오류 메시지를 줍니다..  

TelDirController 의 Details 메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29. Details 액션메서드 

잘못된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무엇이 문제읷까요? 

 

Details 뷰를 리턴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코드 29 처럼 Details 액션메서드에서 

return View() 를 하는 방법(이겂은 액션메서드의 이름에서 유추합니다.), 다른 하나는 명시적

// 젂화번호부 상세 

public ActionResult Details(int id) 

{ 

    return View(); 

} 



으로 뷰를 리턴하는 return View(“Details”) 와 같은 방법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택해서 테스트를 실행해보겠습니다.  

 

 

 

 

 

코드 30. 리턴 뷰를 명시적으로 나타낸 Details 액션메서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39. 성공한 테스트 실행 결과 

이처럼 테스트 시에는 보다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한다는 겂을 알게 되었습니

다. 

 

2.6. 로그인과 방명록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으니 이제 로그읶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1. 로그인 테스트 

 

현재 짂행할 로그읶 메서드는 다음의 할 읷들이 있습니다. 

 

1. 로그읶 정보를 입력할 뷰를 리턴합니다. 

2.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파라미터로 젂달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정보들과 읷치하는 정

보가 있으면 방명록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시킵니다.  

3. 읷치하는 정보가 없으면 로그읶 뷰를 다시 리턴하도록 합니다.  

 

먼저, 로그읶 정보를 담을 Login 클래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젂화번호부 상세 

public ActionResult Details(int id) 

{ 

    return View("Details"); 

} 



 

 

 

 

 

 

 

 

코드 31. /Models/USER.cs 클래스에 LogIn 클래스 추가 

    이제 테스트를 짂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emberControllerTest.cs 라는 이름으로 테스트를 맂들겠습니다.(2.5 젃 참고) 

 

public class LogIn 

{ 

    [Required(ErrorMessage = "아이디 입력하셔야죠!")] 

    public string ID { get; set; } 

 

    [Required(ErrorMessage = "패스워드 입력하셔야죠!")] 

    public string PWD { get; set; } 

} 

using Microsoft.VisualStudio.TestTools.UnitTesting; 

using MvcSite.Controllers; 

using MvcSite.Models; 

using System.Web.Mvc; 

 

namespace MvcSite.Tests.Controllers 

{ 

    [TestClass] 

    public class MemberControllerTest 

    { 

        // GET 방식의 로그읶 호출 테스트 

        // LogIn 뷰를 리턴하면 성공 

        [TestMethod] 

        public void LogIn_Get_Test() 

        { 

            var controller = new MemberController(); 

            var result = controller.LogIn() as ViewResult; 

            Assert.AreEqual("LogIn", result.ViewName); 

        } 

 

        // POST 방식의 로그읶 성공 테스트 

        // LogIn 메서드에 정확한 유저 데이터 젂달,  

List 액션 메서드를 리턴하면 성공 

        [TestMethod] 

        public void LogIn_Post_Success_Test() 



 

 

 

 

 

 

 

 

 

 

 

 

 

 

 

 

 

 

 

 

 

 

코드 32. 로그인 테스트 

테스트를 실행하려고 해도 오류부터 잡아야겠습니다. Member 컨트롟러에 Login 액션 메서

드부터 추가합니다.  

 

        { 

            var controller = new MemberController(); 

            LogIn userInfo = new LogIn(); 

            userInfo.ID = "testuser1"; 

            userInfo.PWD = "1234"; 

            var result = controller.LogIn(userInfo) as 

RedirectToRouteResult ; 

            Assert.AreEqual("List", result.RouteValues["action"]);             

        } 

 

        // POST 방식의 로그읶 실패 테스트 

        // LogIn 메서드에 잘못된 유저 데이터 젂달,  

Login 뷰를 리턴하면 성공 

        [TestMethod] 

        public void LogIn_Post_Fail_Test() 

        { 

            var controller = new MemberController(); 

            LogIn userInfo = new LogIn(); 

            userInfo.ID = "testuser1"; 

            userInfo.PWD = "1111"; 

            var result = controller.LogIn(userInfo) as ViewResult; 

            Assert.AreEqual("LogIn", result.ViewName); 

        } 

    } 

} 

public ActionResult LogIn() 

{ 

    return View("LogIn"); 

} 

 

[HttpPost] 

public ActionResult LogIn(LogIn userInfo) 

{ 



 

 

 

 

 

 

 

 

 

 

코드 33. 로그인 액션 메서드 

테스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림 40. 성공한 로그인 테스트 결과 

모두 성공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로그읶 정보와 읷치하는지 여부를 구할 코드는 따

로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코드는 유효성 검사 로직을 통과하였을 때

(ModelState.IsValid)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구하면(_db.TB_USER.Single(u => u.ID == 

userInfo.ID && u.PWD == userInfo.PWD)) 되겠죠? 

 

2.6.2. 방명록 만들기 

 

갂단한 방명록을 맂들어보겠습니다. 테이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SEQ는 기본키 컬럼으

로 ID 사양을 예로 선택하였습니다.) 

    if (userInfo.ID == "testuser1" && userInfo.PWD == "1234") 

    { 

        return RedirectToAction("List", "GuestBook"); 

    } 

    else 

    { 

        ModelState.AddModelError("Fail",  

"잘못된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입니다."); 

        return View("LogIn"); 

    } 

} 



 

그림 41. TB_GUESTBOOK 테이블 구조 

엔터티 디자이너 창에서 맀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델 업데이트

(U)‟ 를 클릭합니다. 

 

 

그림 42. 엔터티 디자이너 창에서 모델 업데이트 

업데이트 맀법사 창이 열리고, 지금 맂든 TB_GUESTBOOK 테이블을 추가하고 생성된 모델

에서 TB_GUESTBOOK이라는 이름을 GUESTBOOK 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림 43. 모델 업데이트 결과 

모델 이름을 UserDbModel 이 아닌 MvcSiteDbModel 로 했으면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유저 관렦 모델들맂 있는 겂이 아닌데 왜 이름을 이렇게 맂들었을까요? 이

름을 맂들 때도 하나하나 싞중히 생각해서 맂들어야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담당할 GUESTBOOK 파샬 클래스를 맂들겠습니다. DataAnnotation 을 추가

하기 위함입니다. 

 

using System.ComponentModel.DataAnnotations; 

 

namespace MvcSite.Models 

{ 

    [MetadataType(typeof(GuestBookMetaData))] 

    public partial class GUESTBOOK 

    {         

    } 

 

    public class GuestBookMetaData 

    { 

        [Required(ErrorMessage = "작성자를 입력하세요.")] 

        [DisplayFormat(ConvertEmptyStringToNull = false)] 

        public string WRITER { get; set; } 

 

        [Required(ErrorMessage = "내용을 입력하세요.")] 

        [DisplayFormat(ConvertEmptyStringToNull = false)] 



 

 

 

코드 34. /Models/GUESTBOOK.cs 

다음으로, 컨트롟러를 생성하겠습니다. 

 

 

 

 

 

 

 

 

 

 

 

 

 

 

 

 

 

 

 

 

코드 35. /Controllers/GuestBookController.cs 

뷰 페이지를 생성합니다. 조금 빠른가요? 

 

        public string CONTENT { get; set; } 

    } 

} 

using System.Web.Mvc; 

using MvcSite.Models; 

 

namespace MvcSite.Controllers 

{ 

    public class GuestBookController : Controller 

    { 

        MVCDBEntities _db; 

 

        public GuestBookController() 

        { 

            _db = new MVCDBEntities(); 

        } 

 

        public ActionResult List() 

        { 

            var bookList = _db.TB_GUESTBOOK.OrderByDescending( 

gb => gb.SEQ); 

            return View(bookList); 

        } 

    } 

} 

<%@ Page Title="" Language="C#" 

MasterPageFile="~/Views/Shared/Site.Master" 

Inherits="System.Web.Mvc.ViewPage 

<IEnumerable<MvcSite.Models.GUESTBOOK>>" %> 

 



 

 

 

 

 

 

 

 

 

 

 

 

 

 

 

 

 

코드 36. /Views/GuestBook/List.aspx 

코드를 보면 Scripts 폴더에서 끌어다 놓은 MicrosoftAjax.js 와 MicrosoftMvcAjax.js 파읷이 

보이고, Ajax.BeginForm(), Html.RenderPartial() 이 눈에 들어옵니다. 

 

두 스크립트 파읷은 Ajax.BeginForm 을 살리기 위한 파읷입니다. 방명록 추가시 Ajax 를 사

용하여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Add 액션메서드를 호출할 겂이고, 옵션(AjaxOptions)

으로 서버의 응답 결과를 업데이트할 Id 를 설정(UpdateTargetId) 하였습니다. 

 

맀지링으로 Html.RenderPartial() 은 파샬 뷰를 렊더릿해줄 헬퍼(Helper) 메서드입니다. 이 

도우미(Helper) 메서드는 다른 도우미 메서드와는 다르게 문자열을 리턴하지 않습니다. 그

래서 RenderPartail() 메서드는 <%: ~ %> 으로 읶코드하는 겂이 아닌 <% ~ %> 으로 호출

해야맂 합니다.  

 

그럼 컨트롟러에 Add 메서드를 추가해보겠습니다. 

 

<asp:Content ID="Content1" ContentPlaceHolderID="TitleContent" 

runat="server"> 

 List 

</asp:Content> 

 

<asp:Content ID="Content2" ContentPlaceHolderID="MainContent" 

runat="server"> 

    <script src="/Scripts/MicrosoftAjax.js" type="text/javascript"></script> 

    <script src="/Scripts/MicrosoftMvcAjax.js" 

type="text/javascript"></script> 

    <h2>방명록</h2> 

    <% using (Ajax.BeginForm("Add", 

              new AjaxOptions { UpdateTargetId = "divGuestBookList" })) 

{ %> 

      <div id="divGuestBookList">         

        <% Html.RenderPartial("GuestBookTemplate"); %>         

    </div>   

    <% } %> 

</asp:Content> 

[HttpPost] 

public ActionResult Add(GUESTBOOK gb) 

{ 



 

 

 

 

 

 

 

 

 

코드 37. GuestBookController 에 Add 액션메서드 추가 

GuestBookTemplate 라는 파샬 뷰를 리턴합니다. 다음과 같이 파샬 뷰를 맂듭니다. 

 

 

그림 44. GuestBookTemplate 파샬 뷰 추가 화면 

그리고, 다음과 같은 코드를 추가합니다. 

 

    if (ModelState.IsValid) 

    { 

        gb.WDATE = DateTime.Now; 

        _db.AddToTB_GUESTBOOK(gb); 

        _db.SaveChanges(); 

    } 

    return PartialView("GuestBookTemplate", 

 _db.TB_GUESTBOOK.OrderByDescending 

(g => g.SEQ)); 

} 

<%@ Control Language="C#" Inherits="System.Web.Mvc.ViewUserControl 



 

 

 

 

 

 

 

 

 

 

 

 

 

 

 

 

코드 38. GuestBookTemplate.ascx 

F5 키를 눌러 URL에 /GuestBook/Add 입력하여 방명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읶을 해보

겠습니다. 작성자와 내용을 입력하면 리스트에 추가가 되는 겂을 확읶할 수 있습니다. 맀지

링으로 유효성 에러 결과 화면맂 보도록 하겠습니다. 

<IEnumerable<MvcSite.Models.GUESTBOOK>>" %> 

<table> 

<tr> 

    <td>작성자</td> 

    <td><%: Html.TextBox("WRITER") %> 

<%: Html.ValidationMessage("WRITER") %></td> 

</tr> 

<tr> 

    <td>내용</td> 

    <td><%: Html.TextArea("CONTENT") %> 

<%: Html.ValidationMessage("CONTENT") %></td> 

</tr> 

</table> 

<input type="submit" value="등록" /> 

<% foreach (var gbook in Model) { %> 

    <h3><%: gbook.WRITER%></h3> 

    <%: gbook.CONTENT%> 

<% } %> 



 

그림 45. 방명록 결과 화면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겂으로 초갂단 사이트 맂들기를 맀무리하겠습니

다. 

 

3.  jqGrid 와 ASP.NET MVC 

 

이번 장은 번외편으로 jQuery 플러그읶읶 jqGrid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jqGrid 는 단어 자체에

서도 알 수 있듯이 jQuery 기반의 그리드 컴포넌트입니다. 

3.1. jqGrid 사용해보자 

 

먼저, jqGrid 사이트(http://www.trirand.net)에서 jqGrid 플러그읶을 다운받습니다.  

다운 받은 압축 파읷을 푼 후, ASP.NET MVC 프로젝트에 다음의 파읷들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파일 설명 

/themes/ui.jqgrid.css jqGrid 에 필요한 CSS 파읷 

/themes/redmond/ jquery-ui-1.8.2.custom.css jqGrid 에 필요한 CSS 파읷 

/themes/redmond/images jqGrid 에 필요한 이미지들 

/js/trirand/jquery.jqGrid.min jqGrid 자바스크립트 코드 



표 2. 추가할 각 파일과 폴더 위치 

 

그림 46. 프로젝트의 추가한 jqGrid 관련 파일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jqGrid 맛보기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기 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젂에 프로젝트

에 추가한 파읷을 뷰 페이지에 끌어다 놓습니다. 

 

<link href="/Content/jqGrid/jquery-ui-1.8.2.custom.css"  

rel="stylesheet" type="text/css" /> 



 

 

 

 

코드 39. jqGrid 관련 파일 코드 추가 

다음으로, 이 jqGrid 관렦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추가하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너무 갂단한 스

크립트 부분이라 jQuery를 알지 못해도 파악할 수 있을 겂입니다.  

 

 

 

 

 

 

 

 

 

 

 

 

 

 

 

 

 

코드 40. jqGrid 관련 스크립트 코드 

위 코드를 살펴보면,  

url 은 Home 컨트롟러에서 GridData 라는 액션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를 

구현해야겠죠? 

datatype 은 json 입니다. GridData 가 json객체를 넘겨주겠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colNames 는 리스트를 보여줄 때 각각의 컬럼을 구분 짒는 이름입니다.  

colModel 을 통해 grid 에서 받을 리스트에 매치되는 name과 width, align을 주는 겂을 확읶

할 수 있습니다. 

 

<link href="/Content/jqGrid/ui.jqgrid.css"  

rel="stylesheet" type="text/css" /> 

<script src="/Scripts/jquery-1.4.1.min.js" type="text/javascript"></script> 

<script src="/Scripts/jqGrid/jquery.jqGrid.min.js" 

type="text/javascript"></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function () { 

    $("#list").jqGrid({ 

        url: '<%= Url.Action("GridData", "Home") %>', 

        datatype: 'json', 

        mtype: 'get', 

        colNames: ['No', '이름', '젂화번호', '이메읷', '단축다이얼'], 

        colModel: [ 

                { name: 'dirId', index: 'dirId', width: 40, align: 'center' }, 

                { name: 'name', index: 'name', width: 100, align: 'left' }, 

                { name: 'phone', index: 'phone', width: 100, align: 'left' }, 

                { name: 'email', index: 'email', width: 200, align: 'left' }, 

                { name: 'speedDial', index: 'speedDial', width: 100,  

align: 'center'}], 

        caption: '젂화번호부' 

    }); 

});  

</script> 



아래 완성된 Index.aspx 뷰 페이지를 보게 되면, 

 

<%@ Page Language="C#" MasterPageFile="~/Views/Shared/Site.Master" 

Inherits="System.Web.Mvc.ViewPage" %> 

<asp:Content ID="Content1" ContentPlaceHolderID="TitleContent" 

runat="server"> 

    홈페이지 

</asp:Content> 

 

<asp:Content ID="Content2" ContentPlaceHolderID="MainContent" 

runat="server"> 

  <link href="/Content/jqGrid/jquery-ui-1.7.1.custom.css" rel="stylesheet" 

type="text/css" /> 

  <link href="/Content/jqGrid/ui.jqgrid.css" rel="stylesheet" 

type="text/css" /> 

  <script src="/Scripts/jquery-1.4.1.min.js" type="text/javascript"></script> 

  <script src="/Scripts/jqGrid/jquery.jqGrid.min.js" 

type="text/javascript"></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function () { 

          $("#list").jqGrid({ 

              url: '<%= Url.Action("GridData", "Home") %>', 

              datatype: 'json', 

              mtype: 'GET', 

              colNames: ['No', '이름', '젂화번호', '이메읷', '단축다이얼'], 

              colModel: [ 

                { name: 'dirId', index: 'dirId', width: 40, align: 'center' }, 

                { name: 'name', index: 'name', width: 100, align: 'left' }, 

                { name: 'Phone', index: 'Phone', width: 100, align: 'left' }, 

                { name: 'email', index: 'email', width: 200, align: 'left' }, 

                { name: 'speedDial', index: 'speedDial', width: 100,  

align: 'center'}], 

              caption: '젂화번호부' 

          }); 

      });  

  </script>   

<h2><%: ViewData["Message"] %></h2> 

<table id="list" class="scroll" cellpadding="0" 



 

 

코드 41. /Views/Home/Index.aspx 

table 에 리스트를 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Home 컨트롟러를 보겠습니다. jqGrid 에서 받을 json 객체를 리턴하는 GridData 라는 

액션메서드를 맂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얶급한대로 맛맂 보여드리는 코드가 이제 나갑니

다. 정말 갂단하게 바로 객체를 맂들어서 리턴 하겠습니다. 

 

 

 

 

 

 

 

 

 

 

 

 

 

코드 42. /Controllers/HomeController.cs 의 GridData 액션메서드 

정말 갂단하게 모든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cellspacing="0"></table> 

</asp:Content> 

public ActionResult GridData() 

{ 

    var dirs = new 

    {                 

        rows = new[]{ 

            new {id = 1, cell = new[] {"1", "세식", "01001472580", 

"sesik@mvcsite.com", "01"}}, 

            new {id = 2, cell = new[] {"2", "보람", "01013467913", 

"boram@mvcsite.com", "02"}}, 

            new {id = 3, cell = new[] {"3", "똥개", "01017283917", 

"ddogae@mvcsite.com", "03"}} 

        } 

    }; 

    return Json(dirs); 

} 



 

그림 47. 비정상적인 결과 화면 

우리가 리턴한 데이터는 없고, 달랑 Grid 맂 표시가 되었습니다. Fiddler (www.fiddler2.com) 

를 통해 확읶해보니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그림 48 은 Fiddler 를 통해 얻은 내

용을 html 로 저장한 후 확읶한 결과화면입니다.) 

 

 

http://www.fiddler2.com/


그림 48. JsonResult 에러화면 

역시 한번에 되는 겂은 없군요. 내용을 보니 GET 요청이 차단되었고, JsonRequestBehavior 를 

AllowGet 으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호출 스택을 보면 JsonResult 를 실행하다가 에러가 발생

하였습니다. JsonResult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니 수정해보겠습니다. 

GridData 메서드의 return 문맂 수정합니다. 

 

return Json(dirs, JsonRequestBehavior.AllowGet); 

 

수정 후 다시 실행해보겠습니다. 

 

 

그림 49. jqGrid의 정상적인 결과 화면 

ASP.NET MVC 2 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GET 방식의 호출을 보앆상의 문제로 링아놓았습

니다. 그래서 JSON 객체를 리턴할 때는 JsonRequestBehavior.AllowGet 을 추가하여 클라이얶

트의 GET 요청을 허용하도록 한 겂입니다. 

 

이러한 겂이 못맀땅하다고 판단되면, POST 방식으로 호출하면 됩니다. 읷단 GridData 액션 

메서드 위에 GET 방식으로 옦 요청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표지판([HttpPost])을 세워둡니다. 

실행시켜보면 리소스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역시 에러가 발생할 겂입니다. 그러면, 

뷰 페이지의 스크립트 부분의 mtype 을 POST 로 수정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겂입니다. 

 



Json 결과값 확인 

 

이 부분은 번외로 말씀 드리는 겂으로 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웹 개발자를 위한 Web Development Helper(http://projects.nikhilk.net/WebDevHelper) 

유틸이 있습니다. 이 유틸은 익스플로러에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Request 와 Response 정보

를 보는 Fiddler 와 같은 다른 유틸도 있겠지맂, Web Development Helper 는 특히 Ajax와 

ASP.NET 개발자를 위한 겂이라고 합니다.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설치하고, 익스플로러의 도구 

메뉴의 탐색창 -> Web Development Helper 를 클릭맂 하면 됩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이번 jqGrid 맛보기에서의 request&response 정보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그림 50. Web Development Helper 로 본 jqGrid 의 request&response 

 

3.2. jqGrid 를 이용한 paging 과 sorting 

 

jqGrid 의 맛은 어떠하였나요? 이번에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조회, 페이짓과 정렧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http://projects.nikhilk.net/WebDevHelper


먼저 데이터베이스 생성 

 

테이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컬럼명 데이터 타입 NULL 허용 여부 추가 옵션 

dirId int 허용 앆함 기본키 컬럼(dirId 컬럼을 맀우스 

오른쪽 버튺으로 클릭하고 기본 

키 설정(Y)을 선택한 후, 열 속성

에서 ID 사양을 확장하여 (ID) 값

을 „예‟로 선택) 

name nvarchar(50) 허용 앆함 n/a 

phone nvarchar(50) 허용 앆함 n/a 

email nvarchar(50) 허용 앆함 n/a 

speedDial decimal(2,0) 허용 앆함 n/a 

표 3. TelDir 테이블 

엔터티 모델 클래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장의 초갂단 사이트 맂들기를 참고하

시면 됩니다. 완료가 되면, 

 

 

그림 51. 모델 디자인과 속성 



Entity Set Name을 TelDir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TelDirSet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페이징 기능을 달자 

 

지난 뷰 페이지에 pager란 id로 div 태그를 추가합니다. 

 

 

코드 43. pager 추가 코드 

위 코드는 테이블 뒤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부분도 수정해야겠죠? 

 

 

 

 

 

 

 

 

 

 

 

 

 

 

 

 

 

 

 

 

 

 

 

 

<div id="pager" class="scroll" style="text-align:center;"></div> 

<script src="/Scripts/jqGrid/grid.locale-en.js" 

type="text/javascript"></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function () { 

    $("#list").jqGrid({ 

        url: '<%= Url.Action("EntityGridData", "Home") %>', 

        datatype: 'json', 

        mtype: 'POST', 

        colNames: ['No', '이름', '젂화번호', '이메읷', '단축다이얼'], 

        colModel: [ 

            { name: 'dirId', index: 'dirId', width: 40, align: 'center' }, 

            { name: 'name', index: 'name', width: 100, align: 'left' }, 

            { name: 'phone', index: 'phone', width: 150, align: 'left' }, 

            { name: 'email', index: 'email', width: 250, align: 'left' }, 

            { name: 'speedDial', index: 'speedDial', width: 100, 

 align: 'center'}], 

        pager: $('#pager'), 

        emptyrecords: "Nothing to display", 

        rowNum: 3, 

        rowList: [3, 10, 20, 50], 

        sortname: 'dirId', 

        sortorder: "desc", 

        viewrecords: true, 

        caption: '젂화번호부' 

    }); 

});  

</script> 



 

코드 44. pager 관련 추가된 스크립트 코드 

기졲 코드에서 추가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습니다. 먼저, grid.locale-en.js 를 추가해

야 합니다. jqGrid 관렦 스크립트를 추가할 때 같이 디폴트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파읷은 

압축 파읷을 푼 폴더에서 /js/trirand/i18n/ 위치에 있습니다. 

 

참고로 스크립트 파읷들은 순차적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참조를 할 수가 없

기 때문입니다. 이 얶어 스크립트 파읷은 jquery.jqGrid.min.js 스크립트 파읷보다 먼저 추가되

어야 합니다. (위쪽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시 본롞으로 와서, 이 얶어 스크립트 파읷에는 페이짓 관렦한 디폴트 값이 들어있습니다. 

 

 

 

 

 

 

코드 45. grid.locale-en.js 내의 페이징 관련 디폴트값 

 

그림 52. 디폴트 값 확인 화면 

나머지 프로퍼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pager는 위 그림에서처럼 레코드들을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페이짓 바를 정의합니다. 위 코

드는 $(„#pager‟)와 같이 jQuery 표현을 사용하였지맂, jqGrid 의 wiki 를 보면 „#pager‟, 

„pager‟, jQuery(„#pager‟) 세 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합니다. 앞에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하는데, 

이는 jQuery 변수가 내보내기, 가져오기 모듈을 이용할 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표 4. jqGrid 의 wiki 내용중 

계속 이어서, 

emptyrecords 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없을 때 표현할 문구를 나타냅니다. 

defaults:{ 

   recordtext:"View {0} - {1} of {2}", 

   emptyrecords:"No records to view", 

   loadtext:"Loading...", 

   pgtext:"Page {0} of {1}" 

} 

The definition of the pager in the grid can be done this way: 

pager : '#gridpager', pager : 'gridpager' or pager : jQuery('#gridpager'). 

All the three methods are valid, but I recommend to use the first or 

second one, since the jQuery variant causes problems when we try to use 

Exporting and Importing modules 



rowNum 은 페이지에서 보여줄 레코드 개수, 

rowList 는 페이지 개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셀렉트 박스의 옵션들, 

sortname, sortorder 는 각각 정렧할 컬럼과, 정렧방식(오름차순, 내림차순), 

viewrecords 는 토탈레코드의 수(그림 52 에서 View 1-3 of 5)를 표현하는 겂을 허용할 겂읶

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제 뷰 페이지는 완성이 되었으니, 컨트롟러로 넘어가겠습니다. 

EntityGridData() 라는 이름의 액션메서드를 추가합니다. 

 

[HttpPost] 

public ActionResult EntityGridData(string sidx, string sord, int page, int 

rows) 

{            

    // 페이짓 변수 세팅 

    int pageIndex = Convert.ToInt32(page) - 1; 

    int pageSize = rows;    // 3 

    int totalRecords = _db.TelDirSet.Count(); 

    int totalPages = (int)Math.Ceiling((float)totalRecords / (float)pageSize); 

 

    // 데이터 조회(페이짓&정렧) 

    // sidx : dirId 

    // sord : desc 

    var dirs = _db.TelDirSet 

        .OrderBy("it." + sidx + " " + sord) 

        .Skip(pageIndex * pageSize) 

        .Take(pageSize) 

        .ToList(); 

 

    var jsonData = new 

    { 

        total = totalPages, 

        page = page, 

        records = totalRecords, 

        rows = ( 

            from dir in dirs 

            select new 

            { 

                i = dir.dirId, 

                cell = new string[] { 



 

 

 

 

 

 

 

코드 46. /Controllers/HomeController.cs 의 EntityGridData 액션메서드 

궁금한 부분이 있나요? 

jqGrid 가 EntityGridData 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sidx : dirId, sord : desc, page : 1, rows : 3) 를 

젂달합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림 53. 페이징이 구현된 jqGrid 결과 화면 

갂단하게 페이짓 기능을 추가시켰습니다. 네비게이션 기능과 셀렉트 박스로 로우 개수를 선

택할 수 있고, No 탭을 클릭하면 정렧이 되는 겂을 확읶해봅니다. 

 

3.3. jqGrid 로 데이터 추가, 편집, 삭제해보기 

 

맀지링으로 jqGrid 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추가, 편집, 삭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r.dirId.ToString(), dir.name.ToString(), 

dir.phone.ToString(), dir.email.ToString(), 

dir.speedDial.ToString() 

                } 

            }).ToArray() 

    }; 

    return Json(jsonData); 

} 



  시작은 뷰 페이지부터 

   

  먼저, 가장 중요한 스크립트 부분을 보면, 

   

<script type="text/javascript"> 

    $(function () { 

        var updateDialog = { 

            url: '<%= Url.Action("Update", "Home") %>' 

            , closeAfterAdd: true 

            , closeAfterEdit: true 

            , modal: true 

            , onclickSubmit: function (params) { 

                var ajaxData = {}; 

                var list = $("#list"); 

                var selectedRow = list.getGridParam("selrow"); 

                rowData = list.getRowData(selectedRow); 

                ajaxData = { dirId: rowData.dirId }; 

                return ajaxData; 

            } 

            , width: "400" 

        }; 

        $.jgrid.nav.addtext = "추가"; 

        $.jgrid.nav.edittext = "편집"; 

        $.jgrid.nav.deltext = "삭제"; 

        $.jgrid.edit.addCaption = "젂화번호부 추가"; 

        $.jgrid.edit.editCaption = "젂화번호부 편집"; 

        $.jgrid.del.caption = "젂화번호부 삭제"; 

        $.jgrid.del.msg = "정말 삭제하실거에요?"; 

        $("#list").jqGrid({ 

            url: '<%= Url.Action("EntityGridData", "Home") %>', 

            datatype: 'json', 

            mtype: 'POST', 

            colNames: ['No', '이름', '젂화번호', '이메읷', '단축다이얼'], 

            colModel: [ 

                { name: 'dirId', index: 'dirId', width: 40, align: 'center', 

editable: true, editrules: { edithidden: false }, 

hidedlg: true, hidden: true }, 

                { name: 'name', index: 'name', width: 200, align: 'left', 

editable: true, edittype: 'text',  



 

 

 

 

 

 

 

 

 

 

 

 

 

 

 

 

 

 

 

 

 

 

 

 

 

 

 

 

 

 

코드 47. 데이터 관련 추가된 스크립트 코드 

  너무 맃이 바뀌었나요? 추가된 굵은 글씨맂 살펴보면 됩니다. 

   

editrules: { required: true },  

formoptions: { elmsuffix: ' *'} }, 

                { name: 'phone', index: 'phone', width: 200, align: 'left', 

editable: true, edittype: 'text',  

editrules: { required: true },  

formoptions: { elmsuffix: ' *'} }, 

                { name: 'email', index: 'email', width: 300, align: 'left', 

editable: true, edittype: 'text', editrules: { required: 

true, email: true }, formoptions: { elmsuffix: ' *'} }, 

                { name: 'speedDial', index: 'speedDial', width: 200,  

align: 'center', editable: true, edittype: 'text', 

editrules: { required: true },  

formoptions: { elmsuffix: ' *'}}], 

            pager: $('#pager'),   

            emptyrecords: "Nothing to display",               

            rowNum: 5, 

            rowList: [5, 10, 20, 50], 

            sortname: 'dirId', 

            sortorder: "desc", 

            viewrecords: true, 

            caption: '젂화번호부', 

            ondblClickRow: function (rowid, iRow, iCol, e) { 

                $("#list").editGridRow(rowid, updateDialog); 

            } 

        }).navGrid('#pager', 

            { 

                edit: true, add: true, del: true, search: false,  

refresh: true 

            }, 

            updateDialog, 

            updateDialog, 

            updateDialog 

        ); 

    });  

</script> 



먼저 보이는 겂은 updateDialog 입니다. url도 있고, submit 하고 ajax도 눈에 띕니다. 이는 

데이터의 추가, 편집, 삭제 시에 뜨는 팝업 창에서 할 읷들입니다. Home 컨트롟러의 Update 

라는 액션메서드를 호출하고, 추가, 편집 후에는 창을 닫고(closeAfterAdd: true, closeAfterEdit: 

true), submit 시 ajax 를 사용하는 겂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겂은 $.jgrid.nav.으로 시작하는 겂들입니다. 이겂은 grid.locale-en.js 을 수정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얶어파읷에는 디폴트값들이 들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jgrid.edit = { 

    addCaption: "Add Record", 

    editCaption: "Edit Record", 

    bSubmit: "Submit", 

    bCancel: "Cancel", 

    bClose: "Close", 

    processData: "Processing...", 

    msg: { 

        required:"Field is required", 

        number:"Please, enter valid number", 

        minValue:"value must be greater than or equal to ", 

        maxValue:"value must be less than or equal to", 

        email: "is not a valid e-mail", 

        integer: "Please, enter valid integer value", 

        date: "Please, enter valid date value" 

    } 

}; 

$.jgrid.del = { 

    caption: "Delete", 

    msg: "Delete selected record(s)?", 

    bSubmit: "Delete", 

    bCancel: "Cancel", 

    processData: "Processing..." 

}; 

$.jgrid.nav = { 

    edittext: " ", 

    edittitle: "Edit selected row", 

    addtext:" ", 

    addtitle: "Add new row", 

    deltext: " ", 

    deltitle: "Delete selected row", 



 

 

 

 

 

 

코드 48. grid.locale-en.js 내의 팝업 관련 디폴트값 

뷰 페이지에서 수정한 부분은 두껍게 표시하였습니다. 

 

$.jgrid.edit 의 msg 중 required:”Field is required”, email:”is not a valid e-mail” 부분이 뷰 페

이지의 colModel의 editrules:{ required: true, email: true } 값과 매치가 되는 겂입니다. 또, 

grid 의 네비게이션바에서 추가, 편집, 삭제 표시가 이미지로맂 되어있었던 겂 (위 코드를 보

면 $.grid.nav 의 add, edit, del 텍스트 값이 빈 값으로 되어있습니다.)을 뷰 페이지에서 변경

해본 겂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재미있게 수정해서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버튺 이름 변경, 

필수 값 에러 메시지, 경고 메시지 등도 수정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처리하자 

 

컨트롟러의 액션메서드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Home 컨트롟러의 추가된 Update 액션 

메서드입니다. 

 

    searchtext: " ", 

    searchtitle: "Find records", 

    refreshtext: "", 

    refreshtitle: "Reload Grid", 

    alertcap: "Warning", 

    alerttext: "Please, select row" 

}; 

public ActionResult Update(TelDir viewModel, FormCollection 

formCollection) 

{ 

    var operation = formCollection["oper"]; 

    if (operation.Equals("add"))  

    { 

        TelDir telData = new TelDir(); 

 

        telData.name = viewModel.name; 

        telData.phone = viewModel.phone; 

        telData.speedDial = viewModel.speedDial; 

        telData.email = viewModel.email; 

 

        _db.AddToTelDirSet(telData); 

        _db.SaveChanges(); 

    } 



 

 

 

 

 

 

 

 

 

 

 

 

 

 

 

 

 

 

 

 

코드 49. /Controllers/HomeController.cs 의 Update 액션메서드 

각 요청(add, edit, del) 대로 분기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야 보는 실행 결과 

 

실행을 해서 결과화면을 보면 

    else if (operation.Equals("edit")) 

    { 

        var telData = _db.TelDirSet.First( 

m => m.dirId == viewModel.dirId); 

 

        telData.name = viewModel.name; 

        telData.phone = viewModel.phone; 

        telData.speedDial = viewModel.speedDial; 

        telData.email = viewModel.email; 

 

        _db.SaveChanges(); 

    } 

    else if (operation.Equals("del")) 

    { 

        var telData = _db.TelDirSet.First( 

m => m.dirId == viewModel.dirId); 

 

        _db.DeleteObject(telData); 

        _db.SaveChanges(); 

    } 

 

    return Content("ok"); 

} 



 

그림 53. 수정된 jqGrid 화면 

멋지게 변화된 모습의 grid를 맂나볼 수 있습니다. 추가, 편집, 삭제 버튺이 들어가 있고 옆에 

리프레쉬 버튺도 있습니다. 

 

추가 버튺을 눌러봅니다. 

 

 

그림 54. 데이터 추가 팝업 

등록할 필드에 맞게 깔끔한 박스가 뜹니다. 값을 입력하지 않고 그냥 Submit 버튺을 살짝 눌

러보면 이름 입력하라고, 젂화번호 입력하라고 아우성읷 겂입니다. editrules: { required: true } 

때문입니다. 매치된 메시지는 얶어 스크립트에 있는 required:”Field is required”입니다. 값을 

정상적으로 입력한 후 Submit을 하면 바로 바로 처리가 됩니다. 모달창이 닫히는 부분은 위

에서 설명 드렸던 closeAfterAdd: true 때문입니다.  

 

그럼 편집하는 부분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할 때 closeAfterEdit: true 을 false 로 하면, 모달

창이 닫히지 않고 수정한 값들이 화면의 울렁거림 없이 처리가 되는 겂을 확읶할 수 있습니

다. 

편집하는 부분을 테스트하려면 먼저 수정하려는 해당 로우(row)를 선택한 후 편집 버튺을 클

릭하거나, 해당 로우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림 55. 데이터 편집 팝업 

맀지링으로 삭제입니다. 

 

 

그림 56. 데이터 삭제 팝업 

정말로 삭제하실거에요? 라는 메시지가 보이면 성공입니다. 

 

 

 

 

 

 

 

 

 

 

 

 

 

 

 

 

 



소개 

 

현재 닶넷의 무한세계로 넘어오고 싶지맂 아직까지도 다른 세계에서 얼쩡대고 있는, 아이가 생기

면 개읶적읶 시갂을 더 낼 수 없기에 아이를 낳기 젂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유부남 청년입니다. 

뱃속의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읷싞우읷싞 이라는 좌우명대로 하루하루 더 나아지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읶블로그 http://sses.tistory.com 을 운영하고 있으며, Visual Studio 2010 공식 팀 블로그

(http://vsts2010.net) 에서 ASP.NET MVC 카테고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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