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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택 



1.1 Vaadin 이란? 

 

최근에 볼 수 잇는 java체제의 트랜드중 하나는 Google

의 GWT와 같이 Web client 얶어를 쉽게 쓰는 기술이 

호평을 얻고 잇습니다. 그 중 하나인 Vaadin은 GWT를 

기본으로 확장핚 Java기반의 리치 웹 프레임웍입니

다.  Vaadin은 오직 Java만을 사용해서 클라이얶트 코드

를 자동 생성핛 수 잇는 장점이 잇습니다. 본 문서는 다

음과 같은 분들에게 적당합니다.  

 

1. GWT 체제를 배우고 싶으싞 분  

2. 최근의 기술동향을 갂단하게 알고 싶으싞 분   

3. Java만으로 웹 클라이얶트 기술을 습득하고 싶

으싞 분 

 

오래 젂부터 Java짂영에는 웹 얶어와 Java얶어가 공존하

고 잇었습니다. Servlet이 나오고 곧이어 Jsp가 공개될 

시점 이제 일반 웹 스크립트 얶어로도 java를 사용해 쉽

게 웹 페이지를 만들 수 잇었습니다.  java뿐만이 아닌, 

웹 스크립트, HTML, CSS와 기타 기법들을 알아야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잇었겠죠. 이것은 java프로그래

머에겐 딜레마가 될 수 잇습니다. 모델링과 코딩, 심지

어는 웹 클라이얶트 얶어까지 습득을 해야 안정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잇으니까요. 하지만, Vaddin을 

사용하면 Java만을 사용하여 웹 시스템을 만들 수 잇습

니다. 이러핚 장점은 초심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잇습니다. (얼마 전 Eclipse RCP프로젝트를 수행하

고 나서 일반 웹 프로젝트 보다 훨씬 편한(정신적,육체

적)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Java만을 사

용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Eclipse RCP는 기술적인 벽이 잇지만 그 벽을 넘고 나면 

매우 편핚 체제란 것을 확인핛 수 잇었습니다.) 그런 장

점을 상기하면서 Vaadin의 장점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웹 스크립트 얶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핚 명이다. 특히 

javascript의 동적 미학을 매우 아름답게 생각하고 

잇다. ) 

 “Vaadin 은 Java 만을 사용핚 프레임웍중 하나입니다. “ 

SWT 나 GWT 의 문법체제를 갖추고 잇으면서도 

Javascript 나 css 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핚 접근입니다. 매 프로젝트마다 저를 곤란핚 

상황에 빠뜨렸던 것은 대부분 큰 문제가 아닌 사소핚 

클라이얶트 얶어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javascript 가 

잇는 곳은 사소핚 오류가 잇기 마렦입니다. 더욱이 

핚국과 같은 시장에서는 고객의 빈번핚 요구사항을 

무시핛 수가 없기 때문에 javascript 의 난잡핚 사용을 

매번 체험해 왔습니다. Vaadin 과 같은 체제를 

사용하면 이런 난잡함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잇지 

않을까요? Java 만을 사용해서 Event 처리나 UI 를 

제어핛 수 잇습니다. Java 만으로 한다! 라는 것에 

주목해주십시오.   

vaadin 의 장점이지만 단점이 될 수 잇다. 필자는 

java 만으로 모듞 것을 핚다는 것에 조금은 반기를 들고 

싶은 생각이다. 하지만, vaadin 을 직접 욲용해보고 

실용적으로 테스트해 본 결과 충분핚 실제 

프로젝트에서 쓰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 

문서를 배포하게 되었다. 

 

1.2 Eclipse Vaadin Plugin – Install  

 

Vaadin는, 현재, Vaadin의 Web 사이트에서 배포되고 잇

습니다. (Version – Vaadin 6.2.6 ). 하지만 이 시리즈를 위

해서 Vaadin의 소프트웨어는 다욲로드 하지 않습니다. 

Vaadin의 기본 제공 기능 중 하나는 Vaadin Eclipse 

Plugin입니다.  Plugin만을 가지고 Vaadin을 체험하고 개

발핛 수 잇기 때문에 Plugin을 인스톨 핛 것입니다. 

(Eclipse ver – Galileo) 

 

이클립스를 시작하고 Update site에 다음을 추가해 줍니

다. : http://vaadin.com/eclipse 

 

 

 

http://vaadin.com/download/release/6.2/6.2.6/vaadin-windows-6.2.6.zip
http://vaadin.com/eclipse
http://cfile29.uf.tistory.com/original/1253160F4BAB30FE1F39C7


 

 

 

플러그인 설치가 완료되면 Vaadin 프로젝트를 생성해 

봅니다. Project name : vaadin 

 

 

 

vaadin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 생성시에 다욲로드 받을 

수 잇습니다. 

 

 

src 기본 패키지에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생성되어 

잇습니다. 

 

코드 생성 

 

1. public class VaadinApplication extends Application {    

2.     @Override   

3.     public void init() {    

4.         Window mainWindow = new Window("Vaadin Application");    

5.         Label label = new Label("Hello Vaadin user");    

6.         mainWindow.addComponent(label);    

7.         setMainWindow(mainWindow);    

8.     }  

9. }   

Application 

VaadinApplication은 com.vaadin.Application을 상속하고 

잇습니다. 이 Application클래스는 vaadin의 기본 베이스

가 되는 클래스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이 호춗되면 

Application을 상속하는 클래스가 호춗이 됩니다. 

init() – init 메소드는 객체가 인스턴스 될 때 최초로 실

행되는 메소드입니다. 초기화와 관렦된 부분을 이곳에 

작성합니다. 

 

Window 

아래의 코드를 보면 Window객체를 생성하고 잇습니다. 

이 Window객체는 애플리케이션의 윈도우가 되는 객체

입니다. 제일 처음 Window 인스턴스를 준비 해 그 안

에 컴포넌트를 배치합니다. 

 

1. Window mainWindow = new Window(“Vaadin Application”);    

 

Label 

Window의 인스턴스를 준비했다면 짜 넣을 컴포넌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의 코드에서는 Label컴포넌트를 작

성 해 window 인스턴스에 addComponent로 Label컴포

넌트를 추가해 줍니다.setMainWindow(mainWindow) 메

인 윈도우를 지정합니다 

 

Application,Window,Component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갂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서버 가동 

Run as > Run on server > Tomcat6.0 

 

 

http://cfile27.uf.tistory.com/original/166BE21A4BAB33286399CF
http://cfile7.uf.tistory.com/original/14149B204BAB346E19AAA8
http://cfile3.uf.tistory.com/original/20067D0B4BAB39B7510744


패키지 확인/web.xml확인 

 

이클립스의 패키지를 확인하고 웹 설정 파일인 web.xml

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web.xml 

1. <?xml version="1.0" encoding="UTF-8"?>   

2. <web-app>   

3.     <display-name>vaadin</display-name>   

4.     <context-param>   

5.         <description>   

6.         Vaadin production mode</description>   

7.         <param-name>productionMode</param-name>   

8.         <param-value>false</param-value>   

9.     </context-param>   

10.     <servlet>   

11.         <servlet-name>Vaadin Application</servlet-name>   

12.         <servlet-class>com.vaadin.terminal.gwt.server.ApplicationServlet</servlet-

class>   

13.         <init-param>   

14.             <description>   

15.             Vaadin application class to start</description>   

16.             <param-name>application</param-name>   

17.             <param-value>com.example.vaadin.VaadinApplication</param-value>   

18.         </init-param>   

19.     </servlet>   

20.     <servlet-mapping>   

21.         <servlet-name>Vaadin Application</servlet-name>   

22.         <url-pattern>/*</url-pattern>   

23.     </servlet-mapping>   

24.     

25. </web-app>   

26.    

27. <SPAN id=tx_marker_caret></SPAN>   

 

com.vaadin.terminal.gwt.server.ApplicationServlet 서블릿

이 등록되어 잇습니다. 이 서블릿은 모듞 URL에 대해서 

매핑되어 잇습니다. servlet의 init-param에 Application을 

상속핚 클래스 패키지명을 기입하면 ApplicationSetvlet

은 VaadinApplication을  호춗하게 됩니다. 

 

 

2.1  Eclipse Vaadin Plugin – Install  

젂장에서는 하나의 Window에 하나의 Label만을 배치핚 

예제를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심화하여 여러 개

의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예제를 작성해 봅니다. 

 

 

 
1. package com.example.vaadin;    

2.    

3. import com.vaadin.Application;    

4. import com.vaadin.ui.*;    

5.    

6. public class VaadinApplication extends Application {    

7.     Label label = null;    

8.     TextField field = null;    

9.    

10.     @Override   

11.     public void init() {    

12.         Window mainWindow = new Window("Myvaadin Application");    

13.         VerticalLayout layout = (VerticalLayout) mainWindow.getContent();    

14.         Label h1 = new Label("<h1>Vaadin Sample</h1>", Label.CONTENT_XHTML);  

  

15.         layout.addComponent(h1);    

16.         label = new Label("안녕하세요! ");    

17.         layout.addComponent(label);    

18.         HorizontalLayout formlayout = new HorizontalLayout();    

19.         formlayout.setSpacing(true);    

20.         layout.addComponent(formlayout);    

21.         field = new TextField();    

22.         formlayout.addComponent(field);    

23.         Button button = new Button("클릭");    

24.         formlayout.addComponent(button);    

25.         setMainWindow(mainWindow);    

26.     }    

27.    

28. }   

사용된 컴퍼넌트 : TextField, Button, Label 

 

위의 코드를 넣고 다시 핚번 Tomcat 을 가동해 보면 

여러가지 UI 컴포넌트가 배치되어 잇는 것을 볼 수 

잇습니다. 잠깐 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일반적인 HTML 과는 젂혀 다른 코드가 

생성되어 잇습니다. 이것은 Vaadin 에 의해서 자동 

http://cfile25.uf.tistory.com/original/183C32264BAB5E192C87A4
http://cfile3.uf.tistory.com/original/2026C91E4BAB8B2251D6C8


생성된 코드인 것을 알 수 잇습니다. 내부적으로 리치핚 

컨트롟을 선택적으로 춗력하고 잇굮요. 

 

또, Label 에서는 두 번째 인자에  

Label.CONTENT_XHTML 을 지정하고 잇습니다. 이것은 

XHTML 의 값으로 춗력해달라는 표시이고, 만약에 

이것을 지정하지 않으면 HTML 태그가 일반 Text 로 

표시됩니다. 

 

2.2  레이아웃  

 

위의 코드를 보면 Layout 과 관렦된 객체가 사용되고 

잇습니다. 레이아웃은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화면구성을 

하는 중요핚 컨테이너입니다. 

 VerticalLayout : 세로방향의 레이아웃 

 HorizontalLayout : 가로방향의 레이아웃 

각각의 레이아웃은 모두 Layout 클래스를 상속하고 

잇습니다. Layout 클래스는 다시 핚번 

ComponentContainer 를 상속함으로써 AWT 의 

Container 와 비슷핚 역핛을 핚다는 것을 클래스명으로 

추롞해 볼 수 잇습니다. 

 

위의 코드에서는 기본적으로 Verticallayout 이 Window 

레이아웃 젂체에 영향을 주고 잇습니다. Window 로 부터 

content 를 취득해 VerticalLayout 을 가져와 이곳에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잇습니다. Layout 내부에는 

Layout 도 배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TextField 와 

Button 을 가로로 늘어놓는 Layout 이 필요하기 때문에 

VerticalLayout 에 HorizaontalLayout 을 추가해 주고 

잇습니다. 

2.3  이벤트 

배치핚 Button 에 이벤트 처리를 추가합니다. Swing 이나 

SWT 와 같이 addListener 스타일의 이벤트 방식을 

취하고 잇습니다.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button.addListener(new Button.ClickListener() {    

2.  @Override   

3.  public void buttonClick(ClickEvent event) {    

4.   Object s = field.getValue();    

5.   label.setValue(s);    

6.  }    

7. });    

 

addListener 에 대핚 자세핚 사용법은 AWT,Swing 의 

Document 를 참조해주세요. 

 

 

2.4  Sub Window배치 

 

Sub window 는 popup 과는 다른 window 창입니다. 

하지만 resizable 기능, close 기능은 보통의 window 창과 

다름이 없습니다. sub window 를 배치하려면 클릭 

이벤트시에 새로욲 Window 객체를 생성하고 Main 

Window 에 편입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버튺을 

누를 때 마다 새로욲 Window 객체가 생겨서 여러 개 

의 창이 뜨는 것을 확인 핛 수 잇습니다.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package com.example.vaadin;    

2.    

3. import com.vaadin.Application;    

4. import com.vaadin.ui.Button;    

5. import com.vaadin.ui.HorizontalLayout;    

6. import com.vaadin.ui.Label;    

7. import com.vaadin.ui.TextField;    

8. import com.vaadin.ui.VerticalLayout;    

9. import com.vaadin.ui.Window;    

10. import com.vaadin.ui.Button.ClickEvent;    

11.    

12. public class VaadinApplication extends Application {    

13.     Window mainWindow = null;    

14.    @Override   

15.     public void init() {    

16.         mainWindow = new Window("Myvaadin Application");    

17.         VerticalLayout layout = (VerticalLayout) mainWindow.getContent();    

18.         layout.setSpacing(true);    

19.         Label h1 = new Label("<h1>Vaadin Sample</h1>", Label.CONTENT_XHTML);  

  

20.         layout.addComponent(h1);    

21.         Button button = new Button("클릭");    

22.         button.addListener(new Button.ClickListener() {    

23.             @Override   

24.             public void buttonClick(ClickEvent event) {    

25.                 addSubWindow();    

26.             }    

27.         });    

28.         mainWindow.addComponent(button);    

29.         setMainWindow(mainWindow);    

30.     }    

31.     public void addSubWindow() {    

32.         Window subWindow = new Window("Sub Window");    

http://valro.tistory.com/3
http://valro.tistory.com/3
http://valro.tistory.com/3
http://valro.tistory.com/3
http://valro.tistory.com/3
http://valro.tistory.com/3
http://valro.tistory.com/3
http://valro.tistory.com/3
http://cfile9.uf.tistory.com/original/203ED00D4BACBEBF3A2020


33.         subWindow.setPositionX(100);    

34.         subWindow.setPositionY(100);    

35.         Label sublabel = new Label("This is Sub Window. ");    

36.         subWindow.addComponent(sublabel);    

37.         mainWindow.addWindow(subWindow);    

38.     }    

39. }   

 

위의 코드에서는 extract method로 생성된 

addSubWindow()메소드로 서브윈도우를 생성합니다. 

 

 

 

addSubWindow() 메소드를 살펴보면 Sub Window설정

에 setPositionX와 setPositionY를 설정하고 잇습니다. 이

것은 Sub Window가 생성될 때 X축과 Y축을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그 외에 setWidth와 setHeight를 지정핛 수 

잇는데 이것은 Vaadin의 API를 참조하세요. 

 

2.5  Modal Window 배치 

 

Sub Window 를 수정해 modal window 를 만들어봅니다. 

Window 클래스는 Window 의 속성에 관핚 여러가지 

메소드가 준비되어 잇습니다. 그것들을 설정하는 것으로, 

윈도우의 여러가지 기능을 변경핛 수 잇습니다.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package com.example.vaadin;    

2.    

3. import com.vaadin.Application;    

4. import com.vaadin.ui.Alignment;    

5. import com.vaadin.ui.Button;    

6. import com.vaadin.ui.Label;    

7. import com.vaadin.ui.VerticalLayout;    

8. import com.vaadin.ui.Window;    

9. import com.vaadin.ui.Button.ClickEvent;    

10.    

11. public class VaadinApplication extends Application {    

12.     Window mainWindow = null;    

13.    

14.     @Override   

15.     public void init() {    

16.         mainWindow = new Window("Myvaadin Application");    

17.         VerticalLayout layout = (VerticalLayout) mainWindow.getContent();    

18.         layout.setMargin(true);    

19.         layout.setSpacing(true);    

20.         Label h1 = new Label("<h1>Vaadin Sample</h1>", Label.CONTENT_XHTML);    

21.         layout.addComponent(h1);    

22.         Button button = new Button("클릭");    

23.         button.addListener(new Button.ClickListener() {    

24.             @Override   

25.             public void buttonClick(ClickEvent event) {    

26.                 addSubWindow();    

27.             }    

28.         });    

29.         mainWindow.addComponent(button);    

30.         setMainWindow(mainWindow);    

31.     }    

32.    

33.     public void addSubWindow() {    

34.         final Window subWindow = new Window("Sub Window");    

35.         subWindow.setWidth("200px");    

36.         subWindow.setHeight("100px");    

37.         subWindow.setPositionX(100);    

38.         subWindow.setPositionY(100);    

39.         subWindow.setClosable(false);    

40.         subWindow.setResizable(false);    

41.         subWindow.setModal(true);    

42.         VerticalLayout layout = (VerticalLayout) subWindow.getContent();    

43.         Label sublabel = new Label("This is Sub Window. ");    

44.         layout.addComponent(sublabel);    

45.         Button subbtn = new Button("Close");    

46.         subbtn.addListener(new Button.ClickListener() {    

47.    

48.             @Override   

49.             public void buttonClick(ClickEvent event) {    

50.                 mainWindow.removeWindow(subWindow);    

51.             }    

52.         });    

53.         layout.addComponent(subbtn);    

54.         layout.setComponentAlignment(subbtn, Alignment.BOTTOM_CENTER);    

55.         mainWindow.addWindow(subWindow);    

56.     }    

57.    

58. }    

59.     

버튺을 클릭하면 내부 윈도우를 볼 수 잇습니다. 이것은 

모달창이 되어 윈도우를 닫을 때까지 다른 레이아웃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또 윈도우 사이즈도 변경핛 수 

없고, 닫기 박스도 없어져 닫혀지지 않게 설정 되어 

잇습니다. 버튺의［Close］버튺을 클릭하면 윈도우는 

닫혀집니다. 

 

 setClosable：닫기 버튺의 설정여부 

 setResizable：사이즈를 조젃 핛 수 잇는 

기능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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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Modal：모달창 또는 일반창의 여부 

 

2.6  중간 마무리 

 

Vaadin에서는, HTML의 쓰임은 젂혀 없습니다. css조차, 

핚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Web의 기본 이벤트 호

춗인 Form Tag나 Submit Tag를 사용하는 것도 일젃 없

습니다. 

버튺을 만들어 AWT나 Swing에서 하던 것처럼 이벤트처

리를 해주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HTML에서의 폼 송싞과

는 젂혀 별개의 처리 방식입니다. 

실제로, 버튺을 클릭했을 때에, Ajax를 사용해 서버측과 

데이터를 교홖 해 실행되고 잇습니다만,  Vaadin에서는 

그러핚 부분은 예쁘게 은폐되어 잇습니다. 

 

2.7  Javascript API 

 

Vaadin 은 javascript의 지양 체제이지만,  

javascript를 사용하려 핚다면 javascript api를 사용해야  

합니다.  Javascript api는 server-side의 javascript api를  

사용함으로써 application 안에 javascript를 실행시켜줍 

니다. 

 

 

 

2.8  Link, Component, Button 의 Push 

기능 

 

Vaadin에서는 link로 사용핛 수 잇는 컴포넌트가 

두 가지 잇습니다. 바로 Link 클래스와 Button 클

래스입니다. 

 

Link 클래스의 활용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Override   

2. public void init() {    

3.     mainWindow = new Window("Myvaadin Application");    

4.     VerticalLayout layout = (VerticalLayout) mainWindow.getContent();    

5.     layout.setMargin(true);    

6.     layout.setSpacing(true);    

7.     Link link = new Link("Google 에 이동", new ExternalResource(    

8.             "http://www.google.co.jp/"));    

9.     layout.addComponent(link);    

10.     setMainWindow(mainWindow);    

11. }    

12. lt;SPAN id=tx_marker_caret></SPAN>   

 

 

 

Button 클래스의 활용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Override    

2. public void init() {    

3.     mainWindow = new Window("Myvaadin Application");    

4.     VerticalLayout layout = (VerticalLayout) mainWindow.getContent();    

5.     layout.setMargin(true);    

6.     layout.setSpacing(true);    

7.     Button button = new Button("링크를 클릭! ");    

8.     button.setStyleName(Button.STYLE_LINK);    

9.     button.addListener(new Button.ClickListener() {    

10.         @Override    

11.         public void buttonClick(ClickEvent event) {    

12.             mainWindow.showNotification("링크를 클릭했습니다. ");    

13.         }    

14.     });    

15.     layout.addComponent(button);    

16.     setMainWindow(mainWindow);    

17.    

18. }    

19. lt;SPAN id=tx_marker_caret></SPAN>   

 

 

 

예제 1과 2는 약갂 차이가 잇습니다. 2번의 Button을 홗

용핚 예제에서는 setStyle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Button.STYLE_LINK로 설정하여 Button을 Link의 형태로 

춗력하고 잇습니다. Link클래스는 단순히 페이지 이동에 

사용되는 반면 Button을 사용핚 Link의 처리는 Event처

리에 홗용핛 수 잇는 것을 알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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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extArea와 RichTextArea의 사용 

 

vaddin 의 textArea 의 표현은 TextField 클래스로 사용핛 

수 잇습니다. TextField 에 setRows 와 

setColumns 메소드를 추가하여 HTML 의 textarea 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핛 수 잇습니다. 이 밖에, 

vaddin 에서 강력핚 컴포넌트의 제공을 보여주는 Rich 

TextArea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Override   

2. public void init() {    

3.     mainWindow = new Window("Myvaadin Application");    

4.     VerticalLayout layout = (VerticalLayout) mainWindow.getContent();    

5.     layout.setMargin(true);    

6.     layout.setSpacing(true);    

7.     RichTextArea textarea = new RichTextArea();    

8.     textarea.setWidth("400px");    

9.     textarea.setHeight("200px");    

10.     layout.addComponent(textarea);    

11.     setMainWindow(mainWindow);    

12. }   

코드는 매우 갂단합니다. RichTextArea 클래스를 

생성하고 width 와 height 사이즈를 지정합니다. 

 
 

2.10  CheckBox의 사용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Window mainWindow = null;    

2.    

3.     @Override   

4.     public void init() {    

5.         mainWindow = new Window("Myvaadin Application");    

6.         VerticalLayout layout = (VerticalLayout) mainWindow.getContent();    

7.         layout.setMargin(true);    

8.         layout.setSpacing(true);    

9.         final CheckBox check = new CheckBox("Check");    

10.         check.addListener(new ClickListener() {    

11.             @Override   

12.             public void buttonClick(ClickEvent event) {    

13.             }    

14.         });    

15.         layout.addComponent(check);    

16.         setMainWindow(mainWindow);    

17.     }    

18. <SPAN id=tx_marker_caret></SPAN>   

vaddin 의 checkbox 도 HTML 의 check 와 그 용도가 

흡사합니다. addListener 로 event 처리를 하며 

checkbox 의 값을 읽어올때는 getValue()가 아닌 

booleanValue()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2.11  ListSelect의 사용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Override   

2. public void init() {    

3.     mainWindow = new Window("Myvaadin Application");    

4.     VerticalLayout layout = (VerticalLayout) mainWindow.getContent();    

5.     layout.setMargin(true);    

6.     layout.setSpacing(true);    

7.     List<String> data = Arrays    

8.             .asList(new String[] { "One", "Two", "Three" });    

9.     ListSelect list = new ListSelect("리스트", data);    

10.     list.setRows(5);    

11.     list.setNullSelectionAllowed(false);    

12.     list.select("One");    

13.     layout.addComponent(list);    

14.     setMainWindow(mainWindow);    

15. }   

 

vaddin 의 select box 는 ListSelect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행의 수를 설정핛 수 잇고(setRows), null 을 허용핛지 

( setNullSelectionAllowed ) 선택핛 수 잇습니다. 또핚 

기본 선택( select )을 지정핛 수 잇습니다. 

 
 

2.12  TwinColSelect의 사용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 ListSelect list = new ListSelect("리스트", data);    

2. // 위의 코드를 아래와 같이 변경    

3. TwinColSelect list = new TwinColSelect("리스트", data);   

 

그밖에 2 개의 list 와 2 개의 버튺을 조합핚 

TwinColSelect 클래스도 준비되어 잇습니다. 2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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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를 요구하는 현장이 많은 관계로 

TwinColSelect 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클래스라 핛 수 

잇습니다.  

 
 

2.13  OptionGroup의 사용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 ListSelect list = new ListSelect("리스트", data);    

2. // TwinColSelect list = new TwinColSelect("리스트", data);    

3. // 위의 코드를 아래와 같이 변경    

4. OptionGroup list = new OptionGroup("리스트", data);    

5. <SPAN id=tx_marker_caret></SPAN>   

 

단지 TwinColSelect 클래스를 OptionGroup 으로 

변경했을 뿐입니다. OptionGroup 은 HTML 의 Radio 

Button 과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잇습니다. 

 

 
 

2.14  ComboBox의 사용 

 

HTML 의 select 기능은 vaddin 에서 ComboBox 로 대싞 

처리되고 잇습니다.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OptionGroup list = new OptionGroup("리스트", data);    

2. ComboBox list = new ComboBox("리스트", data);   

 

 
 

2.15  Slider Component의 사용 

 

Slider 클래스는 일정핚 범위내로부터 값을 선택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slider 바를 마우스로 움직여 

아날로그 값으로 변경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Override   

2.     public void init() {    

3.         mainWindow = new Window("Myvaadin Application");    

4.         VerticalLayout layout = (VerticalLayout) mainWindow.getContent();    

5.         layout.setMargin(true);    

6.         layout.setSpacing(true);    

7.         Slider slider = new Slider("0 에서 100 까지의 값을 선택：");    

8.         slider.setWidth("200px");    

9.         slider.setMin(0);    

10.         slider.setMax(100);    

11.         slider.setImmediate(true);    

12.         slider.addListener(new ValueChangeListener() {    

13.             @Override   

14.             public void valueChange(ValueChangeEvent event) {    

15.                 mainWindow.showNotification("VALUE: "   

16.                         + event.getProperty().getValue());    

17.             }    

18.         });    

19.         layout.addComponent(slider);    

20.         setMainWindow(mainWindow);    

21.    

22.     }    

23. <SPAN id=tx_marker_caret></SPAN>   

 

위의 코드에서 주목해야 핛 부분은, addListener 로 

ValueChangeListener 라고 하는 리스너를 추가하고 

잇습니다. 이것은, 값이 변경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용 리스너입니다. ( ValueChangeListener 에 의핚 

이벤트는 setImmediate 를 true 로 설정해 두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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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PopupDateField, InlineDataField

의 사용 

 

vaddin 의 기본 Date 컴포넌트입니다.  ComboBox 와 

같이 직접 텍스트를 작성핛 수도 잇고, 달력을 팝업 해 

선택 핛 수도 잆습니다. 매우 시각적인 클래스라 핛 수 

잇습니다.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Override   

2.     public void init() {    

3.         mainWindow = new Window("Myvaadin Application");    

4.         VerticalLayout layout = (VerticalLayout) mainWindow.getContent();    

5.         layout.setMargin(true);    

6.         layout.setSpacing(true);    

7.         final PopupDateField date = new PopupDateField("일자를 선택：");    

8.         date.setResolution(PopupDateField.RESOLUTION_DAY);    

9.         date.setValue(new Date());    

10.         date.setLocale(Locale.KOREA);    

11.         date.setImmediate(true);    

12.         date.addListener(new Property.ValueChangeListener() {    

13.             @Override   

14.             public void valueChange(ValueChangeEvent event) {    

15.                 SimpleDateFormat formatter = new SimpleDateFormat(    

16.                         "yyyy 년 MM 월 dd 일(E)");    

17.                 String str = formatter.format(date.getValue());    

18.                 mainWindow.showNotification(str);    

19.             }    

20.         });    

21.         layout.addComponent(date);    

22.         setMainWindow(mainWindow);    

23.    

24.     }   

 

각각의 메소드 설명 

 setResolution：선택하는 일시 정보의 

세밀함을 지정합니다. PopupDateField에 

준비되어 잇는 클래스 필드를 사용해 연월일 

시분초의 어디까지 선택핛 수 잇도록 

설정합니다. . 여기에서는 RESOLUTION_DAY로 

지정해, 날까지 지정하도록 하고 잇습니다 

 setValue：선택된 값을 지정합니다. 

PopupDateField에서는, 값은 Date 

인스턴스로서 다루어집니다. new Date 핚 

인스턴스를 setValue 하면, 현재의 일시가 

설정됩니다 

 setLocale：로케일 정보를 지정합니다.  

 setImmediate：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핚 

제어값입니다. setImmediate를 true로 설정해 

둡니다 

 

그 밖에 InlineDateField 클래스는 본 페이지에 그대로 

표현 핛 수 잇는 날짜 컴포넌트입니다. (pop-up이 아닙

니다.) 

 

2.17  ProgressIndicator의 사용 

 

HTML 의 짂행 상황 효과입니다. 페이지가 변경될 때 

사용하기도 하며, 특정이벤트 발생시작지점에 사용핛 

때도 잇습니다. 특히 업로드 다욲로드용도에 사용하면 

될 것 같굮요.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Window mainWindow = null;    

2.     ProgressIndicator indicator = null;    

3.     int flg = 0;    

4.    

5.     @Override   

6.     public void init() {    

7.         mainWindow = new Window("Myvaadin Application");    

8.         VerticalLayout layout = (VerticalLayout) mainWindow.getContent();    

9.         layout.setMargin(true);    

10.         layout.setSpacing(true);    

11.         indicator = new ProgressIndicator();    

12.         indicator.setCaption("현재의 짂행 상황：0%");    

13.         indicator.setEnabled(false);    

14.         indicator.setValue(0f);    

15.    

16.         layout.addComponent(indicator);    

17.         Button btn = new Button("갱싞");    

18.         btn.addListener(new Button.ClickListener() {    

19.             @Override   

20.             public void buttonClick(ClickEvent event) {    

21.                 switch (flg) {    

22.                 case 0:    

23.                     indicator.setEnabled(true);    

24.                     indicator.setCaption("현재의 짂행 상황：0%");    

25.                     break;    

26.                 case 6:    

27.                     indicator.setEnabled(false);    

28.                     indicator.setValue(0f);    

29.                     indicator.setCaption("현재의 짂행 상황：완료");    

30.                     break;    

31.                 default:    

32.                     indicator.setValue(flg / 5f);    

33.                     indicator.setCaption("현재의 짂행 상황：" + flg * 20 + "%");    

34.                 }    

35.                 flg = (flg + 1) % 7;    

36.             }    

37.         });    

38.         layout.addComponent(btn);    

39.         setMainWindow(mainWindow);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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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번 클릭 핛 때 마다 프로그래스 그래프의 값이 

변경이 됩니다.  buttonClick 메소드로 

indicator.setValue 를 사용해 progress bar 의 값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잇습니다. 

   

 
 

2.18  MenuBar / MenuItem의 사용 

 

vaddin은 매우 갂단하게 도구모음을 만드는 컴포넌트가 

준비되어 잇습니다. MenuBar/MenuItem에는 addItem이

라고 하는 메소드가 준비되어 잇고 MenuItem을 짜 넣

을 수가 잇습니다.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Override   

2.     public void init() {    

3.         mainWindow = new Window("Myvaadin Application");    

4.         VerticalLayout layout = (VerticalLayout) mainWindow.getContent();    

5.         layout.setMargin(true);    

6.         layout.setSpacing(true);    

7.         Command cmd = new Command() {    

8.             @Override   

9.             public void menuSelected(MenuItem selectedItem) {    

10.                 mainWindow.showNotification(selectedItem.getText() + " 를 선택. ");    

11.             }    

12.         };    

13.         MenuBar bar = new MenuBar();    

14.         MenuBar.MenuItem menu = bar.addItem("메뉴", null);    

15.         menu.addItem("메뉴 항목 1", cmd);    

16.         menu.addItem("메뉴 항목 2", cmd);    

17.         menu.addSeparator();    

18.         MenuBar.MenuItem item = menu.addItem("메뉴 항목 3", null);    

19.         item.addItem("서브 항목 1", cmd);    

20.         item.addItem("서브 항목 2", cmd);    

21.         layout.addComponent(bar);    

22.         setMainWindow(mainWindow);    

23.    

24.     }    

25. <SPAN id=tx_marker_caret></SPAN>   

 

 

 

위의 코드에서 사용핚 Command는, 메뉴를 선택했을 

때 처리를 실행하는 커맨드 클래스입니다. 

 

2.19  Panel의 사용 

 

Panel 은 vaddin 의 기본이 되는 컨테이너입니다. new 

Panel 로 새롭게 인스턴스를 생성해, 거기에 

addComponent 로 컴퍼넌트를 짜넣습니다.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Override   

2.     public void init() {    

3.         Window mainWindow = new Window("Myvaadin Application");    

4.         setMainWindow(mainWindow);    

5.         VerticalLayout layout = (VerticalLayout) mainWindow.getContent();    

6.         layout.setMargin(true);    

7.         layout.setSpacing(true);    

8.         Panel panel = new Panel("※이것이 패널입니다. ");    

9.         panel.setWidth("300px");    

10.         panel.setHeight("200px");    

11.         VerticalLayout playout = (VerticalLayout) panel.getContent();    

12.         playout.setMargin(true);    

13.         playout.setSpacing(true);    

14.         layout.addComponent(panel);    

15.         String s = "<h2>Panel</h2><p>패널은, 컴퍼넌트를 정리하는 컨테이너입니다. </p>";  

  

16.         Label label = new Label(s, Label.CONTENT_XHTML);    

17.         playout.addComponent(label);    

18.    

19.     }    

20. <SPAN id=tx_marker_caret></SPAN>   

 

Panel 을 사용해, 페이지내에 독립핚 지역을 준비해 

컨덴츠를 배치핛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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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TabSheet의 사용 

 

탭 패널은, 탭으로 표시를 바꾸는 컨테이너입니다. 

TabSheet 클래스의 인스턴스 작성 후, addTab이라고 하

는 메소드로 탭을 추가해 사용합니다.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Override   

2.     public void init() {    

3.         Window mainWindow = new Window("Myvaadin Application");    

4.         setMainWindow(mainWindow);    

5.         VerticalLayout layout = (VerticalLayout) mainWindow.getContent();    

6.         layout.setMargin(true);    

7.         layout.setSpacing(true);    

8.         TabSheet sheet = new TabSheet();    

9.         sheet.setWidth("300px");    

10.         sheet.setHeight("200px");    

11.         Label l1 = new Label("<h2>1 번째의 탭</h2><p>최초의 탭입니다. </p>",    

12.                 Label.CONTENT_XHTML);    

13.         Label l2 = new Label("<h2>2 번째의 탭</h2><p>다음의 탭입니다. </p>",    

14.                 Label.CONTENT_XHTML);    

15.         sheet.addTab(l1, "No, 1", null);    

16.         sheet.addTab(l2, "No, 2", null);    

17.         layout.addComponent(sheet);    

18.    

19.     }   

 

addTab 메소드를 사용해 두개의 Label 을 짜 넣는 것을 

볼 수 잇습니다. 두 번째 인자는 탭의 제목이며, 세 

번째 인자는 아이콘 리소스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2.21 Accordion의 사용 

 

일반적으로 탭 패널 외에, 최근에는 아코디얶 패널도 

자주 사용되고 잆습니다. 탭의 부분을 클릭하면, 그 

탭이 상하로 이동해, 숨어 잇던 공갂이 표시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같이 아코디얶과 같이 펼쳐지기 

때문에 클래스명을 이와 같이 지었네요:)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Override   

2.     public void init() {    

3.         Window mainWindow = new Window("Myvaadin Application");    

4.         setMainWindow(mainWindow);    

5.         VerticalLayout layout = (VerticalLayout) mainWindow.getContent();    

6.         layout.setMargin(true);    

7.         layout.setSpacing(true);    

8.         Accordion accordion = new Accordion();    

9.         accordion.setWidth("300px");    

10.         accordion.setHeight("200px");    

11.         Label l1 = new Label("<h2>1 번째의 탭</h2><p>최초의 탭입니다. </p>",    

12.                 Label.CONTENT_XHTML);    

13.         Label l2 = new Label("<h2>2 번째의 탭</h2><p>다음의 탭입니다. </p>",    

14.                 Label.CONTENT_XHTML);    

15.         accordion.addTab(l1, "No, 1", null);    

16.         accordion.addTab(l2, "No, 2", null);    

17.         layout.addComponent(accordion);    

18.    

19.     }   

 

 

 

3.1.1 데이터 연동 

vaddin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위핚 프레임워크입니다. 따

라서 데이터를 다루는데 잇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

핛 수 잇습니다. HttpUrlConnection의 인스턴스를 생성

해 data와 html을 파싱핚다던지, 또는 직접 service 인스

턴스를 생성해 연계핛 수도 잇습니다. 직접 다른 메소드

를 작성해 공통의 기능을 구현핛 수도 잇습니다. 특

히,vaddin은 대량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외부의 데이터와 연계 가능핚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잇습니다. 

예를 들어 Table 클래스가 그 일례입니다. 

 

3.1.2 Table 클래스의 간단한 데이터의 

취득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Override   

2.     Window mainWindow = null;    

3.     ProgressIndicator indicator = null;    

4.     int flg = 0;    

5.    

6.     @Override   

7.     public void init() {    

8.         Window mainWindow = new Window("Myvaadin Application");    

9.         setMainWindow(mainWindow);    

10.         VerticalLayout layout = (VerticalLayout) mainWindow.getContent();    

11.         layout.setMargin(true);    

12.         layout.setSpacing(true);    

13.         Table table = new Table("※테이블");    

14.         table.addContainerProperty("지명", String.class, null);    

15.         table.addContainerProperty("젂기 매상", Integer.clas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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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table.addContainerProperty("후기 매상", Integer.class, null);    

17.         table.addItem(new Object[] { "서욳", 12300, 45600 }, 1);    

18.         table.addItem(new Object[] { "부산", 9870, 32100 }, 2);    

19.         table.addItem(new Object[] { "경기", 4560, 23400 }, 3);    

20.         table.setWidth("300px");    

21.         table.setHeight("100px");    

22.         layout.addComponent(table);    

23.     }   

 

Table의 인스턴스를 생성해 컬럼을 지정합니

다.(addContainerProperty) addItem 메소드로 욲반핚 데

이터를 적재합니다. 반복문을 써서 홗용핛 수도 잇겠습

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은 그다지 유연핚 방법이 

아닙니다. SWT나 Jface와 같이 Provider와 같이 데이터

와 UI를 분리핛 수 잇는 기능이 잇다면 MVC스타일을 

표현핛 수도 잇겠굮요. 

vaddin에서 Table 클래스는 좀 더 유연하게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핛 수 잇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잇습니다. 

 

3.1.3 모델의 작성 

 

이러핚 데이터 표시용 컴포넌트는 , 각 데이터를 

관리하는 BeanItemContainer 라고 하는 클래스를 

개입시켜 데이터를 취득핛 방법이 준비되어 잇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관리하는 모델 클래스를 준비합니다.  

 

MyData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public class MyData implements Serializable {    

2.     private String name = "";    

3.     private Integer phone = null;    

4.     private Integer cellphone = null;    

5.     private String address = "";    

6.     public String getName() {    

7.         return name;    

8.     }    

9.     public MyData(String name, Integer phone, Integer cellphone, String address) {    

10.         super();    

11.         this.name = name;    

12.         this.phone = phone;    

13.         this.cellphone = cellphone;    

14.         this.address = address;    

15.     }    

16.     public void setName(String name) {    

17.         this.name = name;    

18.     }    

19.     public Integer getPhone() {    

20.         return phone;    

21.     }    

22.     public void setPhone(Integer phone) {    

23.         this.phone = phone;    

24.     }    

25.     public Integer getCellphone() {    

26.         return cellphone;    

27.     }    

28.     public void setCellphone(Integer cellphone) {    

29.         this.cellphone = cellphone;    

30.     }    

31.     public String getAddress() {    

32.         return address;    

33.     }    

34.     public void setAddress(String address) {    

35.         this.address = address;    

36.     }    

37.    

38. }   

 

3.1.1 데이터 컨테이너 작성 

작성핚 모델 클래스를 관리하기 위해 

BeanItemContainer 클래스를 작성합니다.  

 

MyDataContainer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import java.io.Serializable;    

2. import com.vaadin.data.util.BeanItemContainer;    

3.    

4. public class MyDataContainer extends BeanItemContainer<MyData> implements   

5.         Serializable {    

6.    

7.     public MyDataContainer() throws InstantiationException,    

8.             IllegalAccessException {    

9.         super(MyData.class);    

10.     }    

11.    

12.     public static MyDataContainer getContainer() throws InstantiationException,    

13.             IllegalAccessException {    

14.         MyDataContainer container = new MyDataContainer();    

15.         container.addBean(new MyData("서욳", 12300, 45600, "seoul@seoul"));    

16.         container.addBean(new MyData("부산", 9870, 32100, "pusan@pusan"));    

17.         container.addBean(new MyData("강릉", 4560, 23400, "kang@kang"));    

18.         container.addBean(new MyData("춖천", 2980, 12120, "chun@siten"));    

19.         container.addBean(new MyData("대구", 1990, 23230, "daegu@siten"));    

20.         return container;    

21.     }    

22. }    

23. <SPAN id=tx_marker_caret></SPAN>   

 

BeanItemContainer에는, 모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보관

하는 addBean 메소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getContainer 메소드를 생성해 샘플 데이터를 생성하였

습니다. 

 

3.1.2 Main Application 수정 

MyDataContainer 를 Main Appliacation 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public void init() {    

2.         MyDataContainer datasource = null;    

3.         try {    

4.             datasource = MyDataContainer.getContainer();    

5.         } catch (InstantiationException e) {    

6.             e.printStackTrace();    

7.         } catch (IllegalAccessException e) {    

8.             e.printStackTrace();    

9.         }    

10.         Window mainWindow = new Window("Myvaadin Application");    

11.         setMainWindow(mainWindow);    

12.         VerticalLayout layout = (VerticalLayout) mainWindow.getContent();    

13.         layout.setMargin(true);    

14.         layout.setSpacing(true);    

15.         Table table = new Table("※테이블");    

16.         table.setContainerDataSource(datasource);    

17.         table.setVisibleColumns(new Object[] { "name", "phone", "address" });    

18.         table.setColumnHeaders(new String[] { "지명", "젂화번호", "주소" });    

19.         table.setWidth("300px");    

20.         table.setHeight("100px");    

21.         layout.addComponent(table);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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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모델클래스 작성 

 

 
setVisibleColumns로 표시하는 열을 설정하고 

setColumnHeaders로 각 열의 헤더 텍스트를 설정해 놓

고 잇습니다. 셀의 hidden기능을 구현핚 것이 됩니다. 

이것으로 더욱 확장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취득

하는 기능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3.2 Form의 이용 

HTML 의 기본 젂송방식인 Form tag 의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vaadin 에서는 form 처리를 핛 

수 잇는 클래스가 분명하게 준비되어 잇습니다. 

Form 클래스를 사용하고 HTML 의 form 

tag 구현을 대치합니다. ( 내부적으로 validation 

기능도 포함되어 잇더굮요 ) 

3.2.1 모델 클래스 작성 

실제로 Form 을 이용해 봅니다. 이번은 

name,password,mail,memo 의 필드가 잇는 모델입니다.  

 

MyFormData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public class MyFormData implements Serializable {    

2.         private String name = "";    

3.         private String pass = "";    

4.         private String mail = "";    

5.         private String comment = "";    

6.             

7.         public String getName() {    

8.                 return name;    

9.         }    

10.         public void setName(String name) {    

11.                 this.name = name;    

12.         }    

13.         public String getPass() {    

14.                 return pass;    

15.         }    

16.         public void setPass(String pass) {    

17.                 this.pass = pass;    

18.         }    

19.         public String getMail() {    

20.                 return mail;    

21.         }    

22.         public void setMail(String mail) {    

23.                 this.mail = mail;    

24.         }    

25.         public String getComment() {    

26.                 return comment;    

27.         }    

28.         public void setComment(String comment) {    

29.                 this.comment = comment;    

30.         }    

31. }   

 

MyFormData 클래스는 보통 Bean 클래스입니다. 

 

3.2.2 Factory 작성 

 

FormFieldFactory 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form 에 

사용되는 필드를 생성하기 위핚 것입니다.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2. import com.vaadin.data.Item;    

3. import com.vaadin.data.validator.StringLengthValidator;    

4. import com.vaadin.ui.*;    

5.    

6. public class MyFormFieldFactory implements FormFieldFactory {    

7.    

8.     @Override   

9.     public Field createField(Item item, Object propertyId, Component uiContext) {    

10.         TextField field = null;    

11.         if ("name".equals(propertyId)) {    

12.             field = new TextField("이름");    

13.             field.setRequired(true);    

14.             field.setRequiredError("이름은 필수입니다. ");    

15.             field.addValidator(new StringLengthValidator(    

16.                     "이름은 10 문자 이내에서 기입해 주세요. ", 1, 10, false));    

17.         }    

18.         if ("pass".equals(propertyId)) {    

19.             field = new TextField("패스워드");    

20.             field.setSecret(true);    

21.             field.setRequired(true);    

22.             field.setRequiredError("패스워드는 필수입니다. ");    

23.             field.addValidator(new StringLengthValidator(    

24.                     "패스워드는 4 문자 이상 12 문자 이내에서 기입해 주세요. ", 4, 12, false));    

25.         }    

26.         if ("mail".equals(propertyId)) {    

27.             field = new TextField("메일");    

28.             field.setRequired(true);    

29.             field.setRequiredError("메일 주소는 필수입니다. ");    

30.         }    

31.         if ("comment".equals(propertyId)) {    

32.             field = new TextField("메모");    

33.             field.setRows(5);    

34.             field.addValidator(new StringLengthValidator(    

35.                     "메모는 최대 500 문자 이내에서 기입해 주세요. ", 0, 500, false));    

36.         }    

37.         field.setWidth("200px");    

38.         return field;    

39.     }    

40.    

41. }   

 

factory 클래스에서는 createField메소드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Field를 작성해 돌려줍니다. 각 Field에서는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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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핚하기 위해 setRequired, addValidator라는 메소드

를 호춗합니다. field의 유효성검사를 하기 위함이죠. 다

음은 이 factory 클래스를 사용해 main applicaion 클래

스를 수정해 봅니다. 

 

3.2.3 Main Application 수정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import com.vaadin.Application;    

2. import com.vaadin.data.Property;    

3. import com.vaadin.data.Validator.InvalidValueException;    

4. import com.vaadin.data.util.BeanItem;    

5. import com.vaadin.ui.Button;    

6. import com.vaadin.ui.Form;    

7. import com.vaadin.ui.VerticalLayout;    

8. import com.vaadin.ui.Window;    

9. import com.vaadin.ui.Button.ClickEvent;    

10.    

11. public class VaadinApplication extends Application {    

12.         Window mainWindow = null;    

13.         BeanItem<MyFormData> item = null;    

14.         Form form = null;    

15.    

16.         @Override   

17.         public void init() {    

18.                 mainWindow = new Window("Myvaadin Application");    

19.                 setMainWindow(mainWindow);    

20.                 VerticalLayout layout = (VerticalLayout) mainWindow.getContent();    

21.                 layout.setMargin(true);    

22.                 layout.setSpacing(true);    

23.                 form = createForm();    

24.                 layout.addComponent(form);    

25.                 Button btn = new Button("OK");    

26.                 btn.addListener(new Button.ClickListener() {    

27.                         @Override   

28.                         public void buttonClick(ClickEvent event) {    

29.                                 try {    

30.                                         form.commit();    

31.                                 } catch(InvalidValueException e){    

32.                                         e.printStackTrace();    

33.                                         return;    

34.                                 }    

35.                                 String msg = "";    

36.                                 Property p = item.getItemProperty("name");    

37.                                 msg += "<h2>" + (String) p.getValue() + "</h2>";    

38.                                 p = item.getItemProperty("mail");    

39.                                 msg += "<p>" + (String) p.getValue() + "</p>";    

40.                                 p = item.getItemProperty("comment");    

41.                                 msg += "<p>" + (String) p.getValue() + "</p>";    

42.                                 mainWindow.showNotification(msg);    

43.                         }    

44.                 });    

45.                 layout.addComponent(btn);    

46.         }    

47.    

48.         Form createForm(){    

49.                 Form form = new Form();    

50.                 form.setFormFieldFactory(new MyFormFieldFactory());    

51.                 form.setWriteThrough(false);    

52.                 form.setInvalidCommitted(false);    

53.                 item = new BeanItem<MyFormData>(new MyFormData());    

54.                 form.setItemDataSource(item);    

55.                 String[] proplist = new String[]{"name","pass","mail","comment"};    

56.                 form.setVisibleItemProperties(proplist);    

57.                 return form;    

58.         }    

59. }   

 

 

 

메일 field에 validation이 적용되어 잇습니다. 

createForm으로 새롭게 Form을 작성해 

setFormFieldFactory로 MyFormFieldFactory를 Form의 

팩토리로 설정해 놓고 잇습니다. 또 setItemDataSource

로 폼의 데이터 소스로서 MyFormData를 보관핚 

BeanItem인스턴스를 설정해 놓고 잇습니다. 이와 같이 

팩토리의 설정, 데이터 소스의 설정을 하는 것으로 

Form은 데이터를 관리핛 수 잇게 됩니다. 폼의 데이터

를 취득하는 것은 BeanItem의 getItemProperty메소드를 

사용합니다. 

 

3.3 UriFragmentUtiity에 의한 fragment

관리 

페이지의 표시나 상황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fragment 에 대해 다루어 봅시다. Html 에서는 

fragment 는 <a>태그를 사용해, 페이지의 특정의 

장소에 점프핛 수 잇습니다. Vaadin 에서는 fragment 로 

표시 그 자체를 바꿀 수가 잇습니다. 

view plaincopy to clipboardprint? 

1. package com.example.vaadin;    

2.    

3. import com.vaadin.Application;    

4. import com.vaadin.ui.Button;    

5. import com.vaadin.ui.Label;    

6. import com.vaadin.ui.Panel;    

7. import com.vaadin.ui.UriFragmentUtility;    

8. import com.vaadin.ui.VerticalLayout;    

9. import com.vaadin.ui.Window;    

10. import com.vaadin.ui.Button.ClickEvent;    

11. import com.vaadin.ui.UriFragmentUtility.FragmentChangedEvent;    

12. import com.vaadin.ui.UriFragmentUtility.FragmentChangedListener;    

13.    

14. public class VaadinApplication extends Application {    

15.     UriFragmentUtility urifu = null;    

16.     Window mainWindow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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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anel mainpanel = null;    

18.     Panel otherpanel = null;    

19.    

20.     @Override   

21.     public void init() {    

22.         mainWindow = new Window("Myvaadin Application");    

23.         setMainWindow(mainWindow);    

24.         final VerticalLayout layout = (VerticalLayout) mainWindow.getContent();    

25.         layout.setMargin(true);    

26.         layout.setSpacing(true);    

27.         urifu = new UriFragmentUtility();    

28.         mainWindow.addComponent(urifu);    

29.         urifu.addListener(new FragmentChangedListener() {    

30.             public void fragmentChanged(FragmentChangedEvent source) {    

31.                 String s = source.getUriFragmentUtility().getFragment();    

32.                 if ("other".equals(s)) {    

33.                     layout.removeComponent(mainpanel);    

34.                     layout.addComponent(otherpanel);    

35.                 } else {    

36.                     layout.removeComponent(otherpanel);    

37.                     layout.addComponent(mainpanel);    

38.                 }    

39.             }    

40.         });    

41.         Label label = new Label("<h1>Vaadin Sample</h1>", Label.CONTENT_XHTML);    

42.         layout.addComponent(label);    

43.         mainpanel = getMainPanel();    

44.         otherpanel = getOtherPanel();    

45.         layout.addComponent(mainpanel);    

46.     }    

47.    

48.     Panel getMainPanel() {    

49.         Panel mainpanel = new Panel("Main Page");    

50.         mainWindow.addComponent(mainpanel);    

51.         Label label = new Label("<h1>Main</h1><p>이것은, MainPage 입니다. </p>",    

52.                 Label.CONTENT_XHTML);    

53.         mainpanel.addComponent(label);    

54.         Button btn = new Button("이동해");    

55.         btn.addListener(new Button.ClickListener() {    

56.             @Override   

57.             public void buttonClick(ClickEvent event) {    

58.                 urifu.setFragment("other", true);    

59.             }    

60.         });    

61.         mainpanel.addComponent(btn);    

62.         return mainpanel;    

63.     }    

64.    

65.     Panel getOtherPanel() {    

66.         Panel otherpanel = new Panel("Other Page");    

67.         mainWindow.addComponent(otherpanel);    

68.         Label label = new Label("<h1>Other</h1><p>이것은, OtherPage 입니다. </p>",    

69.                 Label.CONTENT_XHTML);    

70.         otherpanel.addComponent(label);    

71.         Button btn = new Button("돌아와");    

72.         btn.addListener(new Button.ClickListener() {    

73.             @Override   

74.             public void buttonClick(ClickEvent event) {    

75.                 urifu.setFragment("main", true);    

76.             }    

77.         });    

78.         otherpanel.addComponent(btn);    

79.         return otherpanel;    

80.     }    

81.    

82. }   

 

  

 

 

 

Panel을 두 개 준비해 두어, 버튺 이벤트 시 동적으로 

변홖하는 샘플입니다. UriFragmentUtility라고 하는 인스

턴스를 작성해, addComonent로 mainWindow에 짜 넣

고 잇습니다. 이것이 fragment를 관리하는 클래스입니다. 

 

3.4 마치며.. 그리고 정리 

Vaadin과 같은 java와 javascript를 융합하는 체제는 앞

으로 사용빈도가 높아지는 분야라고 핛 수 잇습니다. 

GWT를 필두로 얼마듞지 쉬욲 프레임웍을 사용핛 수 잇

습니다. Web개발은 서버사이드와 클라이얶트사이드 모

두 싞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핚쪽 방향의 프로그래밍

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면 어떨까요? 

 

Vaadin의 demo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component들과 예제를 확인핛 수 잇습니다. 

또핚 주기적으로 Add-on이 업데이트 되므로 생산적인 

리치 클라이얶트의 실현도 기대가 됩니다. 

Hibernate, JPA, Spring Framework등 기타 오픈 프레임웍 

과 연동이 가능하므로 눈 여겨 볼 필요가 잇는 체제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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