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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ASP.NET MVC 플랫폼의장점들을살펴보았고, 그설계이면에존재하는몇가

지이론에관해서도다루어보았다. 이제직접프레임워크를사용해보고, 그장점들이

실제전자상거래응용프로그램에서어떤결과를가져오는지살펴볼까한다.

이번장에서만들게될스포츠스토어응용프로그램은고전적인온라인쇼핑몰의설계형태

를그대로따르고있다. 카테고리나페이지인덱스에따라제품카탈로그를살펴볼수도있

고, 방문자가제품수량을더하거나뺄수있는장바구니도제공되며, 상세배송내역을입력

할수있는지불화면도존재한다. 또한사이트관리자로로그인하는경우사용할수있는, 제

품카탈로그를관리하는 CRUD(Create, Read, Update, Delete) 기능도제공될것이다. 다음과

같은작업들을수행하여 ASP.NET MVC 프레임워크및관련기술들의강력함을직접체험해

보자.

● 깔끔한MVC 아키텍처의원리에따라캐슬윈저를 IoC(Inversion of Control) 컨테이너로사용하

여응용프로그램의구성요소들을더욱개선한다.

● 파샬뷰(Partial View)와Html.RenderAction() 도우미메서드를이용하여재사용가능한 UI를생

성한다.

● System.Web.Routing 기능을사용하여깔끔하고검색엔진에최적화된URL을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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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L 서버와 LINQ to SQL, 그리고리파지터리(Repository) 디자인패턴을이용하여데이터베이스

를기반으로하는제품카탈로그를구축한다.

● 완료된주문처리를위한교체가능한시스템을구축한다(기본적인구현은상세주문을사이트관

리자에게전자메일로송부하는것이다).

● 보안을위해ASP.NET 폼인증을사용한다.

>>> 참고 이번 장에서 다루는 응용 프로그램은 단순한 데모웨어1)가 아니다. 이번 장은 합리적인 아

키텍처와 다양한 현대적 지침들을 준수하여, 견고하면서도 향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의 개발 수준이 어

느 정도인지에 따라 기반 구조 계층을 구축해 나가는 이번 장의 과정들이 처음에는 대단

히더딘것처럼느껴질수도있을것이다. 실제로도기존의 ASP.NET 웹폼을사용하여드

래그 앤 드롭으로 데이터그리드 컨트롤을 올려놓고 SQL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바인딩을

하는경우대단히신속하게가시적인결과를얻을수있기는하다.

>>> 참고 그러나 곧 깨닫게 되겠지만, 스포츠스토어에 투자한 초기 노력은 유지보수에 대한 용이성

과 확장성, 잘 구성된 코드, 자동화된 테스트의 강력한 지원이라는 형태로 보상받게 될 것

이다. 더불어, 핵심 기반 구조가 일단 갖추어지고 나면 (이번 장이 끝날 무렵쯤에는) 개발

속도또한비약적으로향상될것이다.

지금부터스포츠스토어응용프로그램을다음과같은세가지부분으로나누어구현해본다.

● 이번장에서는응용프로그램의핵심기반구조및뼈대를구축한다. 여기에는 SQL 데이터베이스,

IoC 컨테이너, 임시제품카탈로그, 그리고빠른CSS 기반웹디자인이포함된다.

● 5장에서는카탈로그탐색, 장바구니, 지불절차등과같은보편적인응용프로그램기능들의대부

분을구현한다.

● 6장에서는관리자기능(카탈로그관리를위한 CRUD)과인증및로그인화면, 그리고마지막으로관

리자가제품이미지를업로드하는기능을추가한다.

【 단위테스트와테스트주도개발 】

ASP.NET MVC는 단위테스트를지원하도록설계되었다. 이번 장과 다음두장에서는단

위 테스트에 관해 직접 살펴보고, 대중적인 오픈 소스 단위 테스트 도구인 NUnit과 Moq

을 사용하여 많은 스포츠스토어의 기능 및 동작들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작성해 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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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에서말하는‘데모웨어’란잔재주를부려서만든, 약 30분정도의시연에서는멋지게보일지모르지만현실적
인규모의실제프로젝트에서는무용지물인소프트웨어를말한다.



다. 이 작업은 제법 많은 분량의 추가 코드를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그 대가는 상당하다.

앞으로 직접 보게 되겠지만, 단위 테스트는 장기적으로는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만들어 주

고단기적으로는깔끔한응용프로그램아키텍처를이끌어내는데, 그 이유는테스트에적

합한 코드를 만드는 과정 그 자체가 응용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들을 서로 적절히 분리시

켜주는효과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이번 장과 다음 두 장에서 순수하게 테스트만을 다루는 내용들은 지금 이 문단과 같이 회

색 상자로 구분된 보조 역에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단위 테스트나 테스트 주도 개발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면 이런 회색 상자로 구분된 역은 무시하고 건너뛰어도 무방하다(그

래도 스포츠스토어 응용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이다). 이런 사실들은 ASP.NET

MVC와 단위 테스트 및 TDD(Test-Driven Development)가 근본적으로 별개의 주제라

는 점을 명확하게 말해 준다. 즉, ASP.NET MVC가 제공하는 많은 이점들을 이용하기 위

해 반드시 자동화된 테스트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회색 상자 역을

그냥 지나치고 넘어간다면, 응용 프로그램 설계의 한 역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될것이라는점또한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세개의장들에서 TDD에 관해서도다루는것일까? 물론 그렇기는하지만전

적으로 필자가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서만 언급할 것이다. 많은 기능

들이 기능 자체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코드가 작성되기 전에 먼저 해당 기능에 대한 테스

트를 작성하여 설계 및 정의되며, 응용 프로그램 코드는 해당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가독성을 고려하여, 그리고 본서는 TDD보다는 ASP.NET MVC에 더 중점을 두

고 있으므로 특히나 이번 장에서는 TDD를 그다지 엄격하게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리고 모든 응용 프로그램 로직이 실패한 테스트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작성되지도 않는다.

특히 IoC의 기반 구조를 완성하기 전까지(148페이지)는 굳이 테스트를 수행할 필요가 없

지만, 그 이후부터는 테스트를 통해서 컨트롤러 및 액션을 설계하는 방식에 중점을 둘 것

이다. 아직까지 TDD를 경험해 보지 못했었다면, 이번 장은 그 뛰어난 특성들을 경험해 볼
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이다.

시작하기

먼저이장을읽어보기위해반드시컴퓨터앞에서코드를작성하기위한대기자세로앉아있

을필요는없다. 설령여러분이지금욕조2)에누워있다고치더라도설명과스크린샷만으로

도충분히내용을이해할수있을테니말이다. 그러나직접코드를따라서작성해보고싶다

면다음과같은개발환경을미리준비할필요가있을것이다.

4장. 스포츠스토어 : 실무 응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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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지지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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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스튜디오 20083)

● ASP.NET MVC, 버전 1.0

● SQL 서버 2005 또는 2008 무료익스프레스에디션(www.microsoft.com/sql/editions/express/

에서다운로드가능함), 또는다른모든에디션

ASP.NET MVC와 SQL 2008 익스프레스를다운로드하여설치하기위해웹플랫폼인스톨러

를이용할수도있다(www.microsoft.com/web/). 이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 2장을다시참

고하기바란다. 또한웹플랫폼인스톨러에는이장의후반부에서필요한몇가지무료오픈소

스도구및프레임워크도함께포함되어있다. 이도구들에대해서는차례로살펴볼것이다.

>>> 솔루션 및 프로젝트 생성하기

비주얼스튜디오 2008을실행하여 SportsStore라는이름의새로운빈솔루션을만드는것부

터 시작해 보자(파일▶새로 만들기▶프로젝트 메뉴에서 기타 프로젝트 형식▶Visual Studio

솔루션을선택하고빈솔루션을선택한다).

만약이전에비주얼스튜디오를사용하여개발을해본경험이있다면, 솔루션이여러개의프

로젝트를가질수있으며각각의프로젝트는응용프로그램의특정부분들을나타낸다는것을

알고있을것이다. [표 4-1]은이번응용프로그램에서사용하게될프로젝트의구조이다.

[표 4-1] SportsStore 솔루션에추가된프로젝트들

프로젝트명 프로젝트형식 용도

DomainModel C# 클래스 라이브러리 업무도메인과관련된엔티티및로직이위치하고, LINQ
to SQL로 구현된 리파지터리를 이용하여데이터베이스
속성에대한설정을 한다.

WebUI ASP.NET MVC 응용 프로그램의컨트롤러 및뷰가위치하고,
DomainMode에 대한 웹 기반 UI로서 웹 응용 프로그램이
동작한다.

Tests C# 클래스 라이브러리 DomainModel과 WebUI에 대한 단위 테스트가 위치한다.

솔루션이름(예: ‘SportsStore’솔루션)을마우스오른쪽버튼으로클릭한다음, 추가▶새 프로

젝트메뉴를선택하여세개의프로젝트를하나씩추가한다. WebUI 프로젝트를생성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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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론기술적으로는무료비주얼스튜디오웹디벨로퍼 2008 익스프레스에디션 SP1(헉헉……제품이름에경의를
표한다!)에서도코드를작성할수는있지만, 이번장에서는여러분이비주얼스튜디오를사용하고있다고가정하
겠다.



비주얼스튜디오가“Would you like to create a unit test project for this application?”이

라고물어오면 No를선택하는데, 그이유는단위테스트를위한프로젝트를우리가직접생

성할것이기때문이다.

여기까지작업을마치고나면[그림 4-1]과비슷한결과를확인할수있을것이다.

[그림 4-1] 초기프로젝트구조

비주얼스튜디오가자동으로생성한두개의 Class1.cs 파일은삭제한다. 그리고편리한디버

깅을위해 WebUI 프로젝트를시작프로젝트로설정한다(프로젝트의이름을마우스오른쪽버

튼으로클릭하고시작 프로젝트로 설정메뉴를선택하면프로젝트이름이두껍게출력되는것을확인

할수있다). 이제F5키를눌러서솔루션을컴파일하고실행시켜보자(그림 4-2).4)

[그림 4-2] 응용프로그램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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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약디버깅을활성화하기위해web.config 파일을수정할지물어온다면디버깅을허용하자.



여기까지정상적으로진행이되었다면, 비주얼스튜디오및 ASP.NET MVC 개발환경이정

상적으로동작하고있는것이다. 인터넷익스플로러창을닫거나비주얼스튜디오로이동한

다음Shift+F5키를눌러서디버깅을종료하자.

>>> 팁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거는 F5 키를 눌러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웹 브라우

저를 구동 및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독립적인 브라우저 인스턴스를 열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 브라우저 인스턴스에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

다. 그렇게 하려면, 이미 디버거를 적어도 한 번은 실행시켰다는 가정 하에 시스템 트레이

(그림 4-3)에서 ASP.NET Development Server 아이콘을 찾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웹브라우저에서열기메뉴를선택한다. 

[그림 4-3] 독립적인브라우저인스턴스에서응용프로그램실행하기

>>> 팁 이 방법을 사용하면 매번 스포츠스토어 응용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마다 이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디버깅 세션을 실행시킬 필요가 없다. 단지 다시 컴파일을 하고 아까의 브라우저 인

스턴스로돌아가서‘새로고침’버튼을클릭하기만하면된다. 이 방법이훨씬빠르다!

도메인모델작업하기

도메인모델이야말로응용프로그램의심장이라고말할수있으므로, 여기서부터작업을시

작하는것이가장적합할것이다. 전자상거래응용프로그램에있어가장명백하게필요한도

메인엔티티는다름아닌제품이다. DomainModel 프로젝트에 Entities라는이름으로새로운

폴더를생성하고, 이폴더에 Product라는이름의새로운C# 클래스를추가한다(그림 4-4).

그러나현재로서는제품을기술하기위해정확히어떤속성들이필요한지알기어려우므로,

몇가지확실한속성들만을추가하도록하겠다. 만약다른속성이필요해지면나중에언제라

도다시필요한속성을추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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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왼쪽버튼클릭



[그림 4-4] Product 클래스추가

namespace DomainModel.Entities
{

public class Product
{

public int ProductID { get; set; }
public string Name { get; set; }
public string Description { get; set; }
public decimal Price { get; set; }
public string Category { get; set; }

}
}

물론이클래스는다른프로젝트에서도접근할수있어야하므로, internal이아니라 public

으로선언되어야한다.

>>> 추상 리파지터리 생성하기

우리는데이터베이스에서 Product 엔티티를가져오기위해어떤구체적인방법이필요하며,

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속화로직은 Product 클래스자체에위치하는것보다는리파지

터리 패턴을이용하여개별적으로유지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는사실도이미잘알고있다.

아직까지는내부적으로데이터접근장치가어떻게동작하는지는신경쓰지말고이를위한

인터페이스를정의하는데집중하기바란다.

DomainModel 프로젝트에 Abstract라는이름의새로운최상위폴더를생성하고, 새로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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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bstract 폴더를마우스오른쪽버튼으로클릭하고추가▶새항목메뉴를선택한다음, 인터페이스를선택한다.



터페이스인 IProductsRepository를추가한다.5)

namespace DomainModel.Abstract
{

public interface IProductsRepository
{

IQueryable<Product> Products { get; }
}

}

이인터페이스는내부에있는 Product 데이터저장소의객체지향적인뷰를가져오기위해

(내부데이터저장소가실제로어떻게동작하는지에관한어떠한설명도없이) IQueryable 인터페

이스를사용하고있다. IProductsRepository는저장소나조회메커니즘에대해서는전혀알

필요가없으며, 세부내역(LINQ 쿼리등)과일치하는실제 Product의인스턴스들을얻을수있

다. 바로이것이리파지터리패턴의핵심이다.6)

>>> 주의 이번 장에서는(사실 본서 전체에서는) 필요한 특정 네임스페이스를 위해 using 지시문을

추가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자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지시는 너무 많은 지면을 잡아

먹고지루하며, 여러분이직접해결하기도어렵지않은작업이다. 예를 들어, 만약 지금솔

루션을 컴파일해 보려고 Ctrl+Shift+B 키를 눌러보면“‘Product’형식 또는 네임스페이

스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using 지시문 또는 어셈블리 참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라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IProductsRepository.cs의 상단에 using

DomainModel.Entities; 지시문을추가하면된다.

>>> 주의 그리고 수작업으로 이 작업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소스 코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클래스

이름 위에 커서(캐럿)를 위치시키고(지금은 Product가 이에 해당되는데, 컴파일러 오류를

의미하는물결모양의밑줄이표시되어있을것이다) Ctrl+마침표키를누른다. 그러면비

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임포트해야 할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using 지시문을 추가해

줄 것이다(만약 이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클래스 이름을 부정확하게 입력했거

나 필요한 어셈블리를 참조에 추가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참조할 필요가 있는
어셈블리가있다면항상언급하도록하겠다).

>>> 가상 리파지터리 만들기

이제추상리파지터리가만들어졌으므로선택된임의의데이터베이스및 ORM 기술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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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자인 패턴의 지지자들이 기억하는 Martin Fowler와 Eric Evans가 제시한 본래의 리파지터리는 더 우아한
IQueryable API를필요로하며, 따라서이를구현하기위해서는여기에서제시하고있는것보다훨씬많은작
업들이필요하다. 그러나 LINQ 질의가세부내용이라면본질적으로최종결과는동일하다.



하여추상리파지터리에대한실질적인구현을작성할수가있다. 그러나이는다소번거로운

작업이므로일단은머리가복잡해지지않게잠시건너뛰도록하자. 우선은메모리상의개체

컬렉션을기반으로하는가상의리파지터리만으로도충분히작업을진행할수가있으며, 그

것만으로도웹브라우저에서어떤동작을실행하는데에는부족함이없다. DomainModel 프

로젝트에 Concrete라는 이름의 또 다른 최상위 폴더를 생성하고, FakeProducts

Repository.cs라는이름으로C# 클래스를추가하자.

namespace DomainModel.Concrete
{

public class FakeProductsRepository : IProductsRepository
{

// 가상으로하드코딩된제품목록
private static IQueryable<Product> fakeProducts = new 

List<Product> {
new Product { Name = "Football", Price = 25 },
new Product { Name = "Surf board", Price = 179 },
new Product { Name = "Running shoes", Price = 95 }

}.AsQueryable();

public IQueryable<Product> Products
{

get { return fakeProducts; }
}

}
}

>>> 팁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터페이스의 이름까지만 입력하고(예: public

class FakeProductsRepository : IProductsRepository),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인터페

이스 이름을 클릭한 다음, 인터페이스 구현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
오가인터페이스의정의에부합하는메서드와속성들을자동으로추가해준다.

제품목록출력하기

여러분은일단 ASP.NET MVC 웹응용프로그램프로젝트(WebUI)나 웹브라우저에는전혀

손을대지않고, 도메인모델에기능및동작을추가하거나단위테스트를사용하여각각의

동작을검증하는데많은시간을할애하고싶을수있다. 팀에여러명의개발자들이존재하

고, 그각각의개발자들이서로다른응용프로그램의구성요소에집중하고있는경우나이

미도메인모델에필요한기능들에관해좋은생각을갖고있는경우라면, 그방법도좋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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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방식일것이다. 그러나지금과같은경우에는전체응용프로그램을모두스스로작성해야

하기때문에가시적인결과물을빨리눈으로확인하는편이보다효과적인것이다.

이번절에서는 ASP.NET MVC 프레임워크를사용(일단은 FakeProductsRepository를사용한다)

하여리파지터리의제품목록을출력하기위한컨트롤러클래스와액션메서드를생성해본

다. 그리고초기라우팅구성을설정하여방문자가사이트의홈페이지를방문했을때제품

목록이출력되도록구성해볼것이다.

>>> 불필요한 파일 제거하기

앞서 살펴본 2장의 PartyInvites 예제에서처럼, WebUI 프로젝트에서 기본 ASP.NET MVC

프로젝트템플릿에포함된불필요한파일들을모두제거한다. 스포츠스토어에는기본적인미

니응용프로그램구조가전혀불필요한데, 이는일어나는일들을이해하는데방해만될뿐

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솔루션탐색기를사용하여 WebUI 프로젝트에서다음의항목들을

삭제하도록하자.

● /App_Data

● /Content/Site.css

● /Controllers/HomeController.cs와 /Controllers/AccountController.cs(하지만 /Controllers 폴

더자체는남겨둔다)

● /Views/Home 폴더와/Views/Account 폴더, 그리고그안의모든파일들

● /Views/Shared/Error.aspx

● /Views/Shared/LogOnUserControl.ascx

작업을마치고나면 ASP.NET MVC에필요한가장기본적인구조와어셈블리참조, 그리고

나중에사용하게될몇가지파일과폴더들만남는다.

>>> 첫 번째 컨트롤러 추가하기

이제깨끗한작업기반이준비되었으므로여기에응용프로그램에서실제로필요로하는모

든컨트롤러들을작성할수있다. 제품들의목록출력을담당하는컨트롤러를하나추가하는

것으로작업을시작해보자.

솔루션탐색기에서 Controllers 폴더(WebUI 프로젝트에있다)를마우스오른쪽버튼으로클릭

한다음, Add▶Controller 메뉴를선택한다. 프롬프트가나타나면컨트롤러의이름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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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Controller를 입력한다. 「Add action methods for Create, Update, and Details

scenarios」옵션은이예제에는유용하지않은대량의코드를생성하므로체크하지않는다.

비주얼스튜디오가생성한기본액션메서드를모두제거하고나면 ProductsController 클래

스는다음과같을것이다.

namespace WebUI.Controllers
{

public class ProductsController : Controller
{
}

}

제품들의목록을출력하려면 ProductsController에서임의의 IProductsRepository 인터페이

스참조를통해제품데이터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 이인터페이스는DomainModel 프로

젝트에 정의되어 있으므로, WebUI 프로젝트에 DomainModel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참조를추가한다.7) 이 작업을마치고나면 ProductsController 클래스의생성자에서초기화

한멤버변수를통해 IProductsRepository 인터페이스에접근할수있게된다.

public class ProductsController : Controller
{

private IProductsRepository productsRepository;
public ProductsController()
{

//// 기기반반구구조조가가더더준준비비되되기기전전까까지지만만사사용용되되는는임임시시코코드드
productsRepository = new FakeProductsRepository();

}
}

>>> 참고 이 클래스를 컴파일을 하기 전에 먼저 using DomainModel.Abstract; 지시문과 using

DomainModel.Concrete; 지시문을 추가해야 한다. 이번이 네임스페이스 추가에 관해 언

급하는 마지막임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후로는 여러분이 직접 신경 써서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야만 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캐럿(커서)을 참조되지 않은 클래스 이름에 위치

시키고 Ctrl+마침표 키를 누르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올바른 네임스페이스를 찾아서 추가
한다.

현재이컨트롤러는 FakeProductsRepository에대해하드코딩에따른의존성을가지고있

4장. 스포츠스토어 : 실무 응용 프로그램

131

7) 솔루션탐색기에서WebUI 프로젝트의이름을마우스오른쪽버튼으로클릭하고참조추가메뉴를선택한다. 그리
고프로젝트탭에서DomainModel 프로젝트를선택한다.



다. 나중에는 IoC 컨테이너를이용하여이의존성을제거하겠지만, 아직은기반구조를구축

하고있는중이므로일단그렇다는사실만을염두에두기바란다.

다음으로제품의전체목록을보여주는뷰를렌더링하는 List() 액션메서드를추가한다.

public class ProductsController : Controller
{

private IProductsRepository productsRepository;
public ProductsController()
{

// 기반구조가준비되기전까지만사용되는임시코드
productsRepository = new FakeProductsRepository();

}

public ViewResult List()
{

return View(productsRepository.Products.ToList());
}

}

아마도 2장의 설명을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와 같이(뷰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View()를호출하면프레임워크는 List()의‘기본’뷰템플릿을렌더링한다. 그리고 products

Repository.Products.ToList()를 View()에인자로전달하여 Model(강력하게형식이지정된데

이터를뷰템플릿에전달하기위해사용되는개체)을제품개체들의목록으로채우도록지시한다.

>>> 기본 경로 설정하기

이제컨트롤러클래스의준비가마무리되었고, 이컨트롤러는렌더링에적합한약간의데이

터도가져온다. 그런데어떻게MVC 프레임워크는언제이컨트롤러를호출해야되는지를알

수있을까? 이전에설명했던것처럼, URL을컨트롤러와뷰에어떻게맵핑할지를결정하는라

우팅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사이트의 루트 URL(예: http://yoursite/)을 Products

Controller의 List() 액션과연결하는라우팅구성을설정해보자.

먼저Global.asax.cs 파일(WebUI 프로젝트루트에존재한다)의앞부분을살펴보자. 그러면다

음과같은내용을볼수있을것이다.

public class MvcApplication : System.Web.HttpApplication
{

public static void RegisterRoutes(RouteCollection routes)
{

routes.IgnoreRoute("{resource}.axd/{*path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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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s.MapRoute(
"Default", // 경로명
"{controller}/{action}/{id}", // URL
new { controller = "Home", action = "Index", id = "" } // 기본값

);
}

protected void Application_Start()
{

RegisterRoutes(RouteTable.Routes);
}

}

라우팅에관한모든내용들은 8장에서다시자세하게살펴볼것이다. 일단지금은응용프로

그램이처음시작될때(Application_Start 처리기코드참조) 이코드가실행되어라우팅시스템

이설정된다는것만이해해도충분하다. 이기본구성은방문자를Home Controller의 Index

라는액션으로보낸다. 그러나현재프로젝트에는해당컨트롤러와액션이삭제되어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라우트 정의를 ProductsController의 List 액션을 지정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routes.MapRoute(
"Default", // 경로명
"{controller}/{action}/{id}", // URL
new { controller = "Products", action = "List", id = "" } //// 기기본본값값

);

그리고이코드에서볼수있는것처럼컨트롤러를지정할때는 ProductsController라고클래

스이름전체를입력하는것이아니라 Products라고만입력한다는점에주의한다. 이는MVC

프레임워크의명명규약중하나다(즉, 컨트롤러클래스의이름은언제나 Controller로끝나며, 이

접미사는라우트항목에입력될때생략된다).

>>> 첫 번째 뷰 추가하기

지금 프로젝트를 실행시켜보면 ProductsController의 List() 메서드가 실행되기는 하지만,

“The view ‘List’or its master could not be found. The following locations were

searched: ~/Views/Products/List.aspx . . .”와 같은 오류를 만나게될 것이다. 그 이유는

기본뷰를렌더링하라고지시를했으나실제로아직그런뷰는어디에도존재하지않기때문

이다. 따라서이번에는해당뷰를만들어보자.

ProductsController.cs 파일로돌아가서마우스오른쪽버튼으로 List() 메서드의내용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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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하고, Add View메뉴를선택한다. 그리고지금만들려고하는뷰는 Product 인스턴스들의

목록을렌더링해야하므로, 팝업이나타나면「Create a strongly typed view」옵션을선택하

고, 드롭다운 리스트 박스에서 DomainModel.Entities.Product 클래스를 선택한다. 그런데

단순히제품한개가아니라일련의 제품 목록을렌더링해야하므로‘View data class’의이

름을 IEnumerable<...>로둘러싼다.8) 마지막으로이예제에서는마스터페이지를사용할것

이므로, 기본마스터페이지설정도그대로남겨둔다. 이모든구성은 [그림 4-5]에서확인할

수있다.

[그림 4-5] ProductsController의 List() 메서드에대한뷰생성시필요한옵션들

이제Add버튼을클릭하면비주얼스튜디오가기본뷰위치인~/Views/Products/List. aspx

에 List 액션을위한새로운뷰템플릿을추가한다.

이미 우리는 ProductsController의 List() 메서드가 ProductsRepository. Products.ToList()

의결과를View()로전달하여Model을 IEnumerable <Product>로채운다는사실을알고있

으므로, 기본뷰템플릿을일련의제품들의목록을출력하도록변경할수있다.

<%@ Page Title="" Language="C#" MasterPageFile="~/Views/Shared/Site.Master"
Inherits="System.Web.Mvc.ViewPage<IEnumerable<DomainModel.Entities.Product>>" %>

<asp:Content ContentPlaceHolderID="TitleContent" runat="server">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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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List<Product>나 List<Product>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IEnumerable<Product>을 사용해도 충분
하므로, 굳이그러한특정형식을사용할필요는없다. 일반적으로요구를만족하면서도가장덜제한적인형식을
적용하는것이가장좋다.



</asp:Content>
<asp:Content ContentPlaceHolderID="MainContent" runat="server">

<% foreach(var product in Model) { %>
<div class="item">

<h3><%= product.Name %></h3>
<%= product.Description %>
<h4><%= product.Price.ToString("c") %></h4>

</div>
<% } %>

</asp:Content>

>>> 참고 이 뷰 템플릿에서는 어떤 지역화 설정이 서버에 적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숫자 값을 통화

형식으로 렌더링해 주는 .ToString(""c"") 문자열 포메터가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버

가 en-US로 설정되어 있다면 (1002.3).ToString(""c"")은 $1,002.30를 반환하고, 서버가
fr-FR 모드로 설정되어있다면 1,002.30 를 반환할것이다. 만약 호스트서버와다른문

화권 설정 모드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다면, web.config의 <system.web> 노

드에 다음과 같은 노드를 추가하면 된다. <globalization culture=""fr-FR"" uiCulture=""fr-
FR"" />.

이제마지막작업하나만남았다. /Views/Shared/Site.Master 파일의마스터페이지로이동

하여비주얼스튜디오가기본적으로생성한내용을지우고, 다음과같이최소한의윤곽만을

남겨놓는다.

<%@ Master Language="C#" Inherits="System.Web.Mvc.ViewMasterPage" %>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Strict//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strict.dtd">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head runat="server">
<title><asp:ContentPlaceHolder ID="TitleContent" runat="server"/></title>

</head>
<body>

<asp:ContentPlaceHolder ID="MainContent" runat="server" />
</body>

</html>

끝으로 (F5키를누르거나프로젝트를컴파일한다음독립적으로실행시킨브라우저인스턴스의페

이지를새로고침하여) 프로젝트를다시시작시켜보면, [그림 4-6]과같이 ProductsController

가 FakeProductsRepository의모든내용을렌더링하는결과를확인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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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ProductsController가렌더링한 FakeProductsRepository의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연결하기

여러분은 이미 IProductsRepository로부터 가져온 제품들의 목록을 출력해 보았으며, 계획

했던대로잘진행해나가고있다. 다만안타깝게도, 여러분은단지하드코딩된목록에불과

한 FakeProductsRepository 클래스를가지고있기때문에이클래스로는더이상작업을진

행하기가어렵다. 이제 IProductsRepository 인터페이스의또다른구현을만들어보자. 특

히이번에는 SQL 서버데이터베이스와실제로연결을해보도록하자.

>>>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정의하기

이어지는다음의단계에서는비주얼스튜디오 2008의내장데이터베이스관리기능을사용

하여 Products 테이블과약간의테스트데이터를포함하는새로운 SQL 데이터베이스를설정

해볼것이다. 그러나 SQL Server Management Studio를사용하는것을선호한다면(또는익

스프레스제품군을사용하고있어서 SQL Server Management Studio Express를선호한다면), 이를

대신사용해도무방하다.

비주얼스튜디오에서서버 탐색기(보기메뉴)를열고데이터연결노드를마우스오른쪽버튼

으로클릭한다음, 새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메뉴를선택한다. 데이터베이스서버에

연결한다음, SportsStore라는이름으로새로운데이터베이스를생성한다(그림 4-7). 

일단새로운데이터베이스가만들어지고나면생성된데이터베이스가서버 탐색기의데이터

연결목록에즉시나타난다. 이번에는 [표 4-2]에나열된컬럼들을갖는새로운테이블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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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보자(데이터베이스의노드를확장한다음, 마우스오른쪽버튼으로테이블노드를클릭하고새

테이블추가메뉴를선택한다).

[그림 4-7] 비주얼스튜디오 2008의내장데이터베이스관리기능을사용하여새로운데이터베이스생성하기

[표 4-2] 새로운테이블에추가할컬럼들

컬럼명 테이터형식 NULL 허용여부 추가옵션

ProductID int 허용 안 함 기본 키/IDENTITY 컬럼 (ProductID 컬럼을 마
우스 오른쪽버튼으로클릭하고 기본키설정메
뉴를선택한다. 그리고 열 속성에서 ID 사양 노드
를 확장한다음 (ID) 값을‘예’로 설정한다)

Name nvarchar(100) 허용 안 함 n/a

Description nvarchar(500) 허용 안 함 n/a

Category nvarchar(50) 허용 안 함 n/a

Price decimal(16,2) 허용 안 함 n/a

이컬럼들을추가하고나면비주얼스튜디오의테이블스키마편집기는[그림 4-8]과같은모

습을하고있을것이다.

이새로운테이블을 Products라는이름으로저장한다(Ctrl+S). 모든것이정상적으로동작하

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약간의테스트데이터를바로추가해보자. 테이블데이터편집

기로이동(서버탐색기에서 Products 테이블의이름을마우스오른쪽버튼으로클릭하고테이블 데

이터표시메뉴를선택)한다음, [그림 4-9]와같이약간의테스트데이터를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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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Products 테이블컬럼명세

[그림 4-9] Products 테이블에테스트데이터입력하기

테스트 데이터를입력할 때, ProductID 컬럼은 빈 채로 남겨두어야한다는 점에 주의한다.

이컬럼은 IDENTITY 컬럼이므로 SQL 서버가자동적으로값을채워넣을것이다.

>>> LINQ to SQL 설정하기

직접 SQL 쿼리문이나저장프로시저를작성하는일을피하기위하여 LINQ to SQL을구성하

고사용해보도록하자. 이미 C# 클래스(Product)를사용하여도메인엔티티를정의했으므로,

이제이클래스에몇가지새로운어트리뷰트들을추가하여그에대응하는데이터베이스테

이블과맵핑시키도록한다.

먼저 DomainModel 프로젝트에 System.Data.Linq.dll(참조 추가 대화 상자의 .NET 탭에서

LINQ to SQL이 포함된 이 어셈블리를 찾을 수 있다)에 대한 어셈블리 참조를 추가한 다음,

Product 클래스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Table(Name =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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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Product
{

[Column(IsPrimaryKey = true, IsDbGenerated = true, AutoSync=AutoSync.OnInsert)]
public int ProductID { get; set; }

[Column] public string Name { get; set; }
[Column] public string Description { get; set; }
[Column] public decimal Price { get; set; }
[Column] public string Category { get; set; }

}

이것이 LINQ to SQL이 C# 클래스와데이터베이스테이블및열을맵핑하기위해필요한작

업의전부다.

>>> 팁 이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테이블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테이

블의 이름과 클래스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Product" != "Products"). 반면
컬럼들과속성들의이름은서로일치하므로, 별도로이름을지정해줄필요가없다.

>>> 실제 리파지터리 생성하기

이제 LINQ to SQL의 설정이 거의 마무리되었으므로,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새로운

IProductsRepository를 작성하는 작업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 DomainModel 프로젝트의

/Concrete 폴더에 SqlProductsRepository라는이름의새로운클래스를추가한다.

namespace DomainModel.Concrete
{

public class SqlProductsRepository : IProductsRepository
{

private Table<Product> productsTable;
public SqlProductsRepository(string connectionString)
{

productsTable = (new DataContext(connectionString)).GetTable<Product>();
}

public IQueryable<Product> Products
{

get { return productsTable; }
}

}
}

이클래스의코드는연결문자열을생성자의매개변수로받고, 이를이용하여 LINQ to 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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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DataContext를설정하는것이작업의전부다. 그결과, 필요한모든쿼리관련기능들이

제공되는 IQueryable<Product> 형태로 Products 테이블이 노출된다. 이 개체를 대상으로

수행되는모든 LINQ 쿼리들은내부적으로 SQL 쿼리문으로변환된다.

이제이실제 SQL 기반리파지터리를 ASP.NET MVC 응용프로그램에연결해보자. WebUI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ProductsController의 생성자를 수정하여 ProductsController가

FakeProductsRepository 대신 SqlProductsRepository를참조하도록변경한다.

public ProductsController()
{

//// Inversion of Control 설설정정이이이이루루어어질질때때까까지지만만사사용용될될임임시시하하드드코코딩딩연연결결문문자자열열
string connString = @"Server=.;Database=SportsStore;Trusted_Connection=yes;";
productsRepository = new SqlProductsRepository(connString);

}

>>> 참고 경우에따라사용하고있는개발환경에맞게연결문자열을수정해주어야할수도있다.

예를 들어 개발 PC에 SQL 서버 익스프레스를 설치하여 사용 중이라면 기본 인스턴스명

인 SQLEXPRESS를 추가하여 Server=.를 Server=.\SQLEXPRESS로 변경해 줘야만 한

다. 마찬가지로 윈도우 인증 대신 SQL 서버인증을사용중이라면, Trusted Connection

=yes를 Uid=myUsername;Pwd=myPassword로 변경해 줘야 한다. 그리고 문자열 리

터럴 앞에 @ 기호를 추가하여 백슬래시 문자를 이스케이프 문자로 해석하지 않도록 C#
컴파일러에지시한다.

이제프로젝트를실행시켜보면[그림 4-10]과같이 SQL 데이터베이스로부터가져온제품들

의목록이출력되는것을확인할수있을것이다.

[그림 4-10] SQL 서버데이터베이스로부터가져온데이터를렌더링하는Products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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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Q to SQL이데이터베이스로부터강력한형식의 .NET 개체들을얻는작업을대단히쉽

게만들어준다는필자의의견에는분명히동의할것이다. 물론그렇다고해서저장프로시저

의사용을그만둘이유는없다. 데이터베이스에특화된질의를위해서는저장프로시저가필

요하니말이다. 하지만그러한특별한상황이아니라면 LINQ to SQL이저장프로시저(또는

SQL 쿼리)를작성하기위해불필요하게많은시간을소모하는것을줄여줄수는있을것이다.

IoC 설정하기

응용프로그램을계속하여개발해나가거나자동화된테스트를하기에앞서 IoC의하부구조

부터먼저구현해보는것이더효율적일듯하다. 이작업은구성요소들간의의존성(이를테

면 ProductsController는 IProductsRepository에의존성을갖고있다)을자연스럽게분리해주고,

더약한결합의아키텍처를지원하여단위테스트를더손쉽게만들어줄것이다. IoC의이론

적인측면들은 3장에서살펴보았으므로, 이번에는그개념들을실제작업에적용시켜보도록

하자. 이번예제에서는 web.config에일부설정을추가하고, Global.asax.cs 파일에약간의

코드를추가하여유명한오픈소스 IoC 컨테이너인캐슬윈저를사용할것이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이선택한그어떠한.NET 개체나형식도 IoC 구성요소가될수있다. 모

든컨트롤러가 IoC 구성요소가될수있으며, 이는리파지터리들도예외가아니다. IoC 컨테

이너는구성요소의인스턴스를생성할때마다자동적으로해당구성요소의의존성을해석

한다. 그결과, 만약컨트롤러가어떤리파지터리에대해의존성을가지고있다면(특정형식의

인스턴스를생성자매개변수로요구하는등), IoC 컨테이너가적절한인스턴스를제공해주게

될것이다. 실제로코드를 한번 보면얼마나간단한지깨닫게될것이다!

만약 아직 캐슬 윈저 IoC 컨테이너를 갖고 있지 않다면, 캐슬 프로젝트의 최신 버전

(www.castleproject.org/castle/download.html)을 다운로드하도록하자.9) 다운로드한설치파

일을 실행하고 나면 전역 어셈블리 캐시에(GAC) 캐슬 프로젝트 관련 DLL들이 등록되는데,

그중다음의세가지어셈블리를 WebUI 프로젝트에참조추가하자. 이어셈블리들은참조

추가대화상자의 .NET탭에서찾을수있다.

● Castle.Core for Microsoft .NET Framework 2.0

● Castle.MicroKernel for Microsoft .NET Framework 2.0

● Castle.Windsor for Microsoft .NET Framework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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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작업을마치고나면WebUI 프로젝트에서WindsorContainer 형식에접근하는것이가능

하다.

>>> 참고 만약 캐슬 관련 어셈블리들이 비주얼 스튜디오의 참조 추가 대화 상자에 나타나지 않는다

면, 그리고 지금 막 캐슬 프로젝트를 설치했다면 일단 솔루션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보자.
그러면비주얼스튜디오 2008이 어셈블리캐시를다시읽어올것이다.

>>> 사용자 정의 컨트롤러 팩터리 생성하기

Castle.Windsor 어셈블리를참조했다고해서즉시어떤새로운일이발생하거나하지는않

는다. 어떤 효과를 보려면 우선 이를 MVC 프레임워크의 파이프라인에 끼워넣어야만 한다.

즉, ASP.NET MVC가직접컨트롤러클래스의인스턴스를생성하는것을막고, 필요한개체

의인스턴스를 IoC 컨테이너에게요청하도록만들어야한다는것이다. 그래야만 IoC 컨테이

너가 해당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의존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은 ASP.NET

MVC가내장하고있는 DefaultControllerFactory를상속받아사용자정의컨트롤러팩터리

클래스를구현함으로써이루어진다(컨트롤러팩터리는 MVC 프레임워크가컨트롤러클래스의인

스턴스를생성하기위해사용한다).

WebUI 프로젝트의루트폴더에 WindsorControllerFactory라는이름으로새로운클래스를

생성해보자.

public class WindsorControllerFactory : DefaultControllerFactory
{

WindsorContainer container;

//// 생생성성자자::
//// 1.. 새새로로운운 IoC 컨컨테테이이너너를를설설정정한한다다
//// 2.. web..config에에지지정정된된모모든든구구성성요요소소를를등등록록한한다다
//// 3.. 모모든든컨컨트트롤롤러러형형식식을을구구성성요요소소로로등등록록한한다다
public WindsorControllerFactory()
{

// 컨테이너의인스턴스를생성하고, web.config로부터구성설정을가져온다.
container = new WindsorContainer(

new XmlInterpreter(new ConfigResource("castle"))
);

// 그리고, 모든컨트롤러형식들을 Transient로등록한다.
var controllerTypes = from t in  Assembly.GetExecutingAssembly().GetTypes()

where typeof(IController).IsAssignableFrom(t)
selec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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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ach(Type t in controllerTypes)
container.AddComponentWithLifestyle(t.FullName, t,

LifestyleType.Transient);
}

//// 요요청청시시마마다다서서비비스스가가필필요요한한컨컨트트롤롤러러의의인인스스턴턴스스를를생생성성한한다다
protected override IController GetControllerInstance(Type controllerType)
{

return (IController)container.Resolve(controllerType);
}

}

(컴파일하기전에필요한 using 지시문을추가해야한다는점에주의하자.) 이코드에서볼수있는

것처럼, 구성요소들은두곳에등록되어있다.

● web.config 파일의 castle 섹션.

● IController 인터페이스를구현하는모든형식들(즉, 모든컨트롤러클래스들)을찾아서등록하기위

해어셈블리를검사하는몇줄의코드. 따라서컨트롤러클래스들을web.config 파일에일일이수

작업으로등록할필요가없다. 여기에서는 LifestyleType.Transient 옵션을사용하여컨트롤러들

을등록하고있는데, 그결과각각의요청시마다새로운컨트롤러의인스턴스가반환된다. 이인스

턴스생성방식은각각의요청이처리될때마다새로운컨트롤러의인스턴스를생성하는ASP.NET

MVC의기본방식과동일하다.

아직까지 web.config에는 castle이라는 섹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금 이 섹션을 추가해

보자. 먼저 (WebUI 프로젝트의 루트 폴더에 위치한) web.config 파일을 열고, 다음과 같이

configSections 노드를추가한다.

<configSections>
<section name="castle"
type="Castle.Windsor.Configuration.AppDomain.CastleSectionHandler,

Castle.Windsor" />
<!-- ... 기존에존재하던모든섹션들은그대로남겨놓는다... -->

</configSections>

그리고 <configuration>노드의바로밑에 <castle> 노드를추가한다.

<configuration>
<!-- etc -->
<castle>
<components>
</components>

</castle>
<system.web>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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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노드는 <system.web> 노드의 바로 앞에 입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Global.

asax.cs의Application_Start 처리기에서 SetControllerFactory()를호출하여ASP.NET MVC

에우리가새로만든컨트롤러팩터리를사용하도록지시한다.

protected void Application_Start()
{

RegisterRoutes(RouteTable.Routes);
ControllerBuilder.Current.SetControllerFactory(new WindsorControllerFactory());

}

여기까지작업을마쳤다면, 이상태에서응용프로그램을실행시켰을때모든것이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ASP.NET MVC가 ProductsController를 요청하게 되고 새로운 IoC 컨테이너가

ProductsController를해석하여처리하므로, 결과적으로겉으로보기에는전혀달라진것이

없는것처럼동작할것이다.

>>> IoC 컨테이너 사용하기

IoC 컨테이너를도입하는가장중요한목적은하드코딩으로인해발생하는구성요소들간

의 의존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현재 ProductsController에 직접 작성되어 있는

SqlProductsRepository에대한의존성을제거해보도록하자(결국이이야기는현재하드코딩

되어있는연결문자열을제거하고, 잠시후다른어딘가에서다시구성할것이라는의미이다). 이작

업으로얻을수있는장점은곧명확히알수있을것이다.

IoC 컨테이너는개체(예: 특정컨트롤러클래스)의인스턴스를생성할때, 해당형식의생성자

매개변수목록을분석하고(다시말해, 의존성을분석하고) 각각의매개변수에적합한개체를전

달해주기위해서노력한다. 따라서 ProductsController를수정하여다음과같이새로운생성

자매개변수를추가해보자.

public class ProductsController : Controller
{

private IProductsRepository productsRepository;
public ProductsController(IProductsRepository productsRepository)
{

this.productsRepository = productsRepository;
}
public ViewResult List()
{

return View(productsRepository.Products.ToLi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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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IoC 컨테이너는 ProductsController가 IProductsRepository에의존성을갖고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윈저는 ProductsController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서

IProductsRepository의 인스턴스(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web.config 파일에 지정된

IProductsRepository 인터페이스를구현한개체)를제공할것이다.

이것은대단한진전이다. 즉, ProductsController에는더이상특정리파지터리와의어떠한

고정된연결도존재하지않는다. 그런데이사실이어째서그토록장점이라는것일까?

● 이는단위테스트의출발점이다(좀더구체적으로설명하자면, 자동화된테스트는실제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보다는자체적인가상데이터베이스를사용하여수행된다는뜻으로, 고정된결합이존재하지않

는경우더빠르고더유연하게단위테스트를수행할수있다).

● 명확하게 관계의 분리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응용 프로그램의 그러한 두 가지 부분들

(ProductsController와리파지터리) 간의인터페이스는이제상상이아닌명백한현실이다.

● 여러분이나다른개발자들의혼란이나게으름으로부터기반코드를보호할수있다. 이제누군가가

컨트롤러와리파지터리의분리방식을오해하여이두가지를하나의다루기어려운야수로만들어

버리는, 그래서코드가엉망이되는일은줄어들것이다.

● 컴파일된 어셈블리를 변경하지 않고서도 어떤 다른 IProductsRepository(다른 데이터베이스나

ORM 기술을사용하는)로바꿔치기할수있다. 만약응용프로그램의구성요소를사내의여러다

른소프트웨어프로젝트에서공유한다면, 이는대단히유용할것이다.

멋지다. 이런점들만생각해봐도동기부여는확실하다. 그런데실제로잘동작하기는하는

것일까? 안타깝지만, 막상응용프로그램을실행시켜보면그림[4-11]과같은오류메시지를

만나게될것이다.

[그림 4-11] 등록된구성요소가존재하지않을때나타나는윈저의오류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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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아직 IoC 컨테이너에 IProductsRepository를등록하지않았다. web.config 파일로돌

아가서 <castle> 섹션을다음과같이수정하자.

<castle>
<components>
<component id="ProdsRepository"
service="DomainModel.Abstract.IProductsRepository, DomainModel"
type="DomainModel.Concrete.SqlProductsRepository, DomainModel">
<parameters>
<connectionString>your connection string goes here </connectionString>

</parameters>
</component>

</components>
</castle>

다시응용프로그램을실행시켜보면이번에는정상적으로동작하는것을확인할수있을것

이다. 좀전의설정을통해서 SqlProductsRepository를 IProductsRepository의활성구현으

로등록했기때문이다. 물론원한다면설정을 FakeProductsRepository로변경할수도있다.

그리고연결문자열이이제는컴파일된이진DLL 파일이아닌web.config 파일에놓여있다

는점에도주목하자.10)

>>> 팁 응용 프로그램에 다수의 리파지터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동일한 연결 문자열을 복사하여 각

각의 <component> 노드에 일일이 붙여 넣을 필요는 없다. 대신 윈저에서 제공하는 속성

기능을 사용하여 동일한 값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이 낫다. <castle> 노드에

<properties><myConnStr>XXX</myConnStr></properties>를 추가하고(여기에서 XXX는

연결 문자열이다), 각각의 컴포넌트에서는 연결 문자열 값을 참조 태그인 #{myConnStr}로

대체하면된다.

구성 요소의 수명 주기 선택하기

캐슬윈저는각각의 IoC 구성요소들에대한수명주기를지정할수있는기능을제공하는데,

이러한수명주기옵션에는 Transient, Singleton, PerWebRequest, Pooled, 그리고 Custom

이지원된다. 이옵션들은컨테이너가정확하게언제각각의새로운 IoC 구성요소개체의인

스턴스를 생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쓰레드에서 그 인스턴스들을 공유하는지를 결정한

다. 기본수명주기옵션은 Singleton으로써이옵션은구성요소당오직하나의인스턴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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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며, 해당인스턴스가전역적으로공유된다는것을의미한다.

현재 SqlProductsRepository는 Singleton 수명주기를사용하고있으며, 그결과응용프로

그램이실행되는동안계속해서단일 LINQ to SQL의DataContext가유지되고모든요청들

사이에공유된다. 지금당장은이설정에아무런문제가없는것처럼보일수있지만, 그것은

현재모든데이터접근이읽기전용이기때문에그렇게보이는것일뿐이며데이터를편집하

기시작하면즉시문제가생기기시작할것이다. 즉, 커밋(Commit)되지않은변경들이요청

들간에발생하기시작할것이다.

따라서 web.config의 구성 요소 등록을 수정하여 SqlProductsRepository의 수명 주기를

PerWebRequest로변경하여이문제를해결하도록하자.

<component id="ProdsRepository"
service="DomainModel.Abstract.IProductsRepository, DomainModel"
type="DomainModel.Concrete.SqlProductsRepository, DomainModel"
lifestyle="PerWebRequest">

그다음에윈저의 PerRequestLifestyle 모듈을 <httpModules> 노드에등록한다.11)

<httpModules>
<add name="PerRequestLifestyle"
type="Castle.MicroKernel.Lifestyle.PerWebRequestLifestyleModule,

Castle.MicroKernel" />
<!-- Leave the other modules in place -->

</httpModules>

그리고만약나중에응용프로그램을 IIS 7 웹서버에배포하고자한다면, 반드시다음과같은

구성을 web.config 파일의 <system.webServer>/<modules> 노드에추가해야한다(IIS 7의

구성에관해서는 14장에서더자세히살펴본다).

<remove name="PerRequestLifestyle"/>
<add name="PerRequestLifestyle" preCondition="managedHandler"
type="Castle.MicroKernel.Lifestyle.PerWebRequestLifestyleModule,

Castle.MicroKernel" />

IoC 컨테이너의대단한점은필요한작업의전체분량이현저하게감소한다는것이다. 단지

web.config 파일을약간조정한것만으로도HTTP 요청에대한DataContext의생성패턴을

완벽하게변경할수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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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전부이다. 이제여러분은실제로 IoC 시스템을구성한것이다. 이로써기본적인작업

이모두마무리되었으므로, 앞으로추가해야할 IoC 구성요소및의존성이얼마나많은지는

전혀문제가되지않는다.

자동화된테스트생성하기

이제솔루션및프로젝트의구조, 기본도메인모델과 LINQ to SQL 리파지터리시스템, IoC

컨테이너등거의모든기반구조부분들이준비되었으므로, 실제응용프로그램동작과테스

트를작성하는실제작업을진행해보도록하자.

현재 ProductsController는전체카탈로그에존재하는모든제품들의목록을제공한다. 코드

를작성하고테스트를할응용프로그램의첫번째기능은제품목록을페이지별로제공해주

는기능이다. 이번절에서는단위테스트를사용하여새로운응용프로그램동작을설계하기

위해NUnit과Moq, 그리고구성요소지향아키텍처를서로함께사용하는방법을살펴보게

될것이다. 페이지별목록기능을작성하는것으로시작해보자.

>>> 참고 TDD는 테스트에 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설계에 관한 개념이다(테스트에 관한 일부 개념

들도 다루기는 한다). TDD를 사용하면 의도한 동작을 단위 테스트라는 형태로 서술하고,

추후에 해당 테스트들을 실행하여 구현된 결과가 설계를 올바르게 만족하는지 검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설계와 구현의 분리가 가능해지고, 차기 버전의 코드 기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재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설계 결정에 대한 구적인 기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다. ‘테스트 주도 개발(TDD, Test-Driven Development)’이라는 이름은 다소 부적절한

표현으로, 테스트라는단어를강조하여 사람들로하여금오해하게 만드는경향이있다. 어

쩌면 여러분은 더 최신의 전문용어인‘행동 주도 설계(BDD, Behavior-Driven Design)’

라는 용어를더선호할지도모르겠다. 비록 BDD가 TDD와 어떻게다른지는또다른논제

이긴하지만말이다.

>>> 참고 (응용 프로그램이아직테스트를만족시키지못해서) 실패하거나컴파일이되지않는테스

트를 생성할 때마다 해당 테스트를 만족하도록 응용 프로그램의 코드를 수정해야만 한다.

TDD의 지지자들은 실패한 테스트의 결과로 코드를 수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응용 프로

그램의코드를수정하지않는것을선호하며, 그 결과 해당테스트모음이모든설계결정

의 (실무적인한계내에서) 완벽한명세서를표현한다는것을보장받게된다.

>>> 참고 만약 이런 형태의 설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회색 상자 역을 지나쳐서 이번 장의

TDD 관련 내용들을 무시하고 넘어가도 무방하다. 이런 설계 방식이 ASP.NET MVC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개발 과정에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볼만한 가치는 있다.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꼼꼼하게 또는 대충대충 적용해도 상

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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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시작하기 】

이미 Tests 프로젝트는 만들어져 있지만, 추가로 두 가지 오픈 소스 단위 테스트 도구가

더 필요하다. 만약 아직 이 두 가지 도구를 갖고 있지 않다면, http://www.nunit. org/에

서 NUnit(단위 테스트를 정의하고 GUI에서 이를 실행시키는 프레임워크)의 최신 버전

을,12) 그리고 http://code.google.com/p/moq/에서 Moq(C# 3.5 구문에 특화되어 설계

된 Mocking 프레임워크)의 최신 버전을13)다운로드해서 설치한다. 그리고 Tests 프로젝트

에다음의어셈블리들에대한참조를모두추가한다.

●nunit.framework (참조 추가대화상자의 .NET 탭에서찾을수있다)
●System.Web (.NET 탭에서찾을수있다)
●System.Web.Abstractions (.NET 탭에서찾을수있다)
●System.Web.Routing (.NET 탭에서찾을수있다)
●System.Web.Mvc (.NET 탭에서찾을수있다)
●Moq.dll (찾아보기 탭에서 직접 어셈블리를 찾는다. Moq은 단지 어셈블리 파일 형태로

만다운로드할수있으므로 GAC에는등록이되어있지않다)
●DomainModel 프로젝트 (프로젝트탭에서찾을수있다)
●WebUI 프로젝트 (프로젝트탭에서찾을수있다)

첫번째단위테스트추가하기

첫 번째 단위 테스트의 작성을 위해 Tests 프로젝트에 ProductsControllerTests라는 이

름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한다. 첫 번째 단위 테스트는 List 액션에 페이지 번호를 매

개변수로넘겨호출하고있는데(List(2)), 그 액션 메서드는내부적으로해당페이지의제품

들만을Model에 넣어줄것이다.

[TestFixture]
public class ProductsControllerTests
{

[Test]
public void List_Presents_Correct_Page_Of_Products()
{

// Arrange: 5개의제품을리파지터리에담는다
IProductsRepository repository = MockProductsRepository(

new Product { Name = "P1" }, new Product { Name = "P2" },
new Product { Name = "P3" }, new Product { Name = "P4" },
new Product { Name = "P5" }

);
ProductsController controller = new ProductsController(repository);
controller.PageSize = 3; // 이속성은아직존재하지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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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이속성에접근하여
// 구현하지않을수없도록강제한다

// Act: 두번째페이지를요청한다(page size = 3)
var result = controller.List(2);

// Assert: 결과를점검한다
Assert.IsNotNull(result, "Didn’t render view");
var products = result.ViewData.Model as IList<Product>;
Assert.AreEqual(2, products.Count, "Got wrong number of products");

// 올바른개체가선택되었는지확인한다
Assert.AreEqual("P4", products[0].Name);
Assert.AreEqual("P5", products[1].Name);

}

static IProductsRepository MockProductsRepository(params Product[] prods)
{

// Moq을사용하여런타임에 IProductsRepository를구현하는개체를생성한다
var mockProductsRepos = new Moq.Mock<IProductsRepository>();
mockProductsRepos.Setup(x => x.Products).Returns(prods.AsQueryable());
return mockProductsRepos.Object;

}
}

보다시피 이 단위 테스트는 의미 있는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 리파지터리를 가장

하고 있다. Moq은 런타임 시에 코드를 사용하여 특정 방식으로 행동(이 코드에서는

Product 개체 집합을 반환)하도록 IProductsRepository 구현 개체를 생성한다. 이와 같

은 방식은 테스트를 위해 실제 열들을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는 방법보다 훨씬

쉽고깔끔하고빠른데, 본질적으로 ProductsController가 오직 추상인터페이스를통해서

만리파지터리에접근하기때문에가능한방식이다.

우선테스트가실패하는지확인하라

이제솔루션을컴파일해보자. 처음에는컴파일러오류가발생할텐데, 그이유는 List()가 아

직 어떠한 매개변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테스트 코드에서 List(2)를 호출했음에도 불구하

고), ProductsController.PageSize라는속성도존재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그림 4-12). 

[그림 4-12] 테스트는메서드와속성의구현을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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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의도적으로 컴파일도 되지 않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 점이 이상하게 생각되겠지

만(물론 작성 시점에도 인텔리센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았겠지만), 이것도 TDD 기법

의 하나다. 컴파일러 오류는 사실상 실패한 테스트의 의미를 가지며, 새로운 메서드나 속

성을 생성할 것(이 경우에는 컴파일러 오류가 List()에 새로운 페이지 매개변수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즉, 컴파일러 오류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컴파일러 오류가 발

생하더라도 테스트부터 먼저 작성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이런방식을그다지선호하지는않으며, 그래서 보통메서드나속성들을필요로하는테스

트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해당 메서드나 속성들을 함께 작성하여 컴파일러와 IDE를 동시

에 만족시킨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면 될 것이다. 이번 스포츠스토어와 관련된

세 개의 장들에서는, 비록 처음에 컴파일러 오류는 발생하겠지만, ‘검증된 TDD’방식에

따라먼저테스트코드부터작성할것이다.

ProductsController에 public int 형식의 PageSize 멤버 필드를 추가하고, List() 메서드

에 int 형식의 page 매개변수를 추가하여 정상적으로컴파일되는코드를작성한다(자세한

방법은 이 회색 상자 역 다음 부분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NUnit GUI(NUnit을 설치할

때 함께 설치되며, 시작 메뉴에서 찾을 수 있다)를 실행하고 File▶Open Project 메뉴

를 선택한 다음, 컴파일된 Tests.dll(솔루션 폴더\Tests\bin\Debug\에 위치하고 있다)을

찾아서 선택한다. 그러면 NUnit GUI는 어셈블리를 분석하여 [TestFixture] 어트리뷰트가

추가된 모든 클래스들을 찾은 다음, [Test] 어트리뷰트가 추가된 모든 메서드들을 그래픽

계층구조로출력한다. 이제 Run버튼을클릭해보자(그림 4-13). 

당연하게도 테스트는 여전히 실패하는데, 그 이유는 ProductsController가 현재 요청된

페이지가아닌리파지터리의모든레코드를반환하기때문이다. 2장에서 설명했듯이, 이는

바람직한 결과이다. 여러분은 실패 후 성공 개발방식(Red-Green Development)을 이용

하여, 결국에는 테스트를 통과할 동작을 코딩하기에 앞서 먼저 실패를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테스트코드가방금작성한코드에대해실제로응답했다는사실을확인할

수있기때문이다.

[그림 4-13] NUnit GUI에서 살펴본실패한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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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아직코드를변경하지않았다면 List() 메서드에 page 매개변수를추가하고, public으로

PageSize 클래스멤버를정의하여 ProductsController를수정하자.

public class ProductsController : Controller
{

public int PageSize = 4; //// 나나중중에에수수정정할할것것이이다다..
private IProductsRepository productsRepository;

public ProductsController(IProductsRepository productsRepository)
{

this.productsRepository = productsRepository;
}

public ViewResult List(int page)
{

return View(productsRepository.Products.ToList());
}

}

이번에는실제페이지처리동작을추가해보자. 이런종류작업은 LINQ를사용하기전까지

는꽤나요령이필요한작업이었으나(물론 SQL 서버 2005도페이지처리된데이터집합을반환할

수는있지만간단하지는않다), 이제는 LINQ를사용할수있으므로하나의세련된 C# 코드구

문으로처리가가능하다. List()메서드를다음과같이한번더변경해보자.

public ViewResult List(int page)
{

return View(productsRepository.Products
.Skip((page - 1) * PageSize)
.Take(PageSize)
.ToList()

);
}

이제다시컴파일을하고, NUnit GUI의테스트로돌아가단위테스트를실행시켜보자. 그러

면테스트를통과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사용자정의URL 스키마구성하기

List() 액션에 page 매개변수를추가한단위테스트는잘동작하지만, 실제로응용프로그램

을실행시켜보면약간의문제가발생한다(그림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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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page 매개변수에지정된값이없어서발생한오류

MVC 프레임워크가 page 매개변수값으로어떤값이제공될지알수없는경우, 어떤식으로

List() 메서드를호출하게될까? 만약필요한매개변수가참조형이거나 nullable형식인경우

라면14) MVC 프레임워크는매개변수값으로 null을전달한다. 그러나 page 매개변수는이경

우에해당하지않으므로오류가발생하고응용프로그램의실행이중단된다.

한번 시험삼아 브라우저 주소창의 URL을 http://localhost:xxxxx/?page=1이나

http://localhost:xxxxx/?page=2로변경해보자(여기에서 xxxxx는브라우저에이미나타나있

는포트번호를의미한다). 그러면응용프로그램이정상적으로동작하고해당페이지의결과를

가져와서출력하는것을확인할수있을것이다. 그이유는 ASP.NET MVC가액션메서드매

개변수에대응하는라우팅매개변수(이경우, page)를찾지못하는경우, 질의문자열의매개

변수를 대신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ASP.NET MVC 프레임워크의 매개변수 바인딩

(Parameter Binding) 기능으로, 9장과 11장에서더자세하게살펴볼예정이다.

그렇지만이런 URL들은보기에그다지좋지않으며, 또한질의문자열매개변수가존재하지

않는경우에도여전히정상적으로동작해야만하므로, 라우팅구성을변경하여근본적인문

제를해결해보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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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nullable 형식은 null 값도유효한값으로허용하는형식이다. 예를들어, object, string, System.Nullable<int>,
그리고모든여러분이정의한클래스들이이에해당한다. 이러한형식들은힙에위치하고포인터(null로설정가
능한)를통해참조된다. 반면 int, DateTime, 또는모든구조체는이에해당하지않으며, 이런형식들은스택의메
모리블록에위치하므로 null로설정하는것은아무런의미도없다(해당메모리공간에는반드시어떤데이터가
존재해야한다).



>>> RouteTable 정보 추가하기

누락된페이지번호문제는라우팅구성을변경하여그의기본값을설정함으로써해결할수

있다. Global.asax.cs로다시돌아가서기존의MapRoute을다음으로대체해보자.

routes.MapRoute(
null, // 굳이라우트항목에이름을지정하지않는다
"", // 루트URL과일치, 예를들어~/
new { controller = "Products", action = "List", page = 1 } // 기본값

);

routes.MapRoute(
null, // 굳이라우트항목에이름을지정하지않는다
"Page{page}", // URL 패턴
new { controller = "Products", action = "List"}, // 기본값
new { page = @"\d+" } // 제약조건: page는반드시아라비아숫자이어야한다

);

이코드가하는일은다음의두가지URL 형식을허용하는것이다.

● 빈URL이입력된경우(루트URL, 예: http://yoursite/), ProductsController의 List() 액션으로이

동하며, 이때page 매개변수에는기본값인 1이전달된다.

● Page{page} 형태의 URL이입력된경우(예: http://yoursite/Page41), page는반드시정규표현식

"\d+"15)를만족해야하며, 이패턴은아라비아숫자로이루어진일련의값을의미한다. 역시요청

은 ProductsController의 List() 액션으로전달되며, page 매개변수에는 URL에서추출한값이전

달된다.

이제응용프로그램을실행시켜보면[그림 4-15]와같은결과를확인할수있을것이다.

완벽하다. 이제는 제품의 첫 번째 페이지만 출력되며, URL에 페이지 번호를 추가하여(예:

http://localhost:port/Page2) 다른페이지를확인할수도있다.

>>> 페이지 링크 출력하기

지금처럼URL을/Page2 나/Page59 와같이입력하여페이지를이동하는것도괜찮지만, 이

방법을알고있는사람은오직여러분뿐이다. 방문자들로서는이와같은 URL을입력해야한

다는사실을상상하기어렵다. 그렇기때문에방문자들이페이지들을이동할수있도록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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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코드상에서는@ 기호를앞에추가하여 C# 컴파일러에게백슬래시문자를이스케이프시퀀스의시작으로인식하
지말것을지시한다.



의제품목록페이지하단에‘페이지’링크를렌더링할필요가있다.

이작업은페이지링크의 HTML 마크업을생성하는로직을갖는재사용가능한 HTML 도우

미 메서드(2장에서사용했던 Html.TextBox()나 Html.BeginForm()과 비슷한메서드)를 만들어서

진행해보도록하자. ASP.NET MVC 개발자들은비교적간단한출력결과가필요할때, 웹폼

스타일의서버컨트롤보다는이처럼가벼운도우미메서드의작성을선호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도우미가더빠르고직접적이며테스트하기에용이하기때문이다.

다음은 작업을수행하는각각의단계들이다.

1. 테스트를작성한다. 단위테스트를사용하는경우에는언제나테스트작성이작업의가장첫번째

순위를차지한다! 단위테스트를사용하여HTML 도우미메서드API와그출력을정의한다.

2. HTML 도우미메서드(단위테스트코드를만족하는)를구현한다.

3. HTML 도우미메서드를적용한다(페이지번호를뷰에전달하도록 ProductsController를변경하

고, 뷰도새로운HTML 도우미메서드를사용하여해당정보를렌더링하도록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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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페이징로직에의해처음네개의제품들만선택되고출력된다.



【 테스트: 페이지링크도우미설계하기 】

약간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PageLinks 도우미 메서드를 설계해 보도

록 하자. 첫 번째, 해당 메서드는 ASP.NET MVC의 관례에 따라 HtmlHelper 클래스의

확장 메서드로 작성되어야 한다(그러면 뷰에서는 <%= Html.PageLinks (...) %>와 같은

방식으로 호출할 수 있다). 두 번째, 현재 페이지 번호, 페이지의 전체 개수,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 대한 URL을 생성하는 함수(예: 람다 식)를 전달하면 해당 메서드는 모든 페이지

들의 링크(예: <a> 태그)를 포함하는 HTML 마크업을 반환해야 하고, 현재 페이지를 강조

하기위해특별한 CSS 클래스도적용이되어야한다.

Tests 프로젝트에 PagingHelperTests라는 새로운 클래스를추가하고, 다음과 같은 형식

의단위테스트를작성한다.

using WebUI.HtmlHelpers;// 해당확장메서드는이네임스페이스에존재할것이다.

[TestFixture]
public class PagingHelperTests
{

[Test]
public void PageLinks_Method_Extends_HtmlHelper()
{

HtmlHelper html = null;
html.PageLinks(0, 0, null);

}

[Test]
public void PageLinks_Produces_Anchor_Tags()
{

// 첫번째인자는현재페이지의인덱스이다
// 두번째인자는한페이지의전체개수다
// 세번째인자는페이지번호를URL로맵핑하는람다식이다
string links = ((HtmlHelper)null).PageLinks(2, 3, i => "Page" + i);

// 태그가어떤형태로작성되어야하는지지정한다
Assert.AreEqual(@"<a href=""Page1"">1</a>

<a class=""selected"" href=""Page2"">2</a>
<a href=""Page3"">3</a>
", links);

}
}

첫번째테스트에서는 Assert()를전혀호출하지않았다는점에주목하자. 이 테스트는조

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단지 컴파일이 실패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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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Helper 클래스가 PageLinks()를 확장했는지 여부만 검증한다. 물론, 아직 이 테스

트는컴파일이되지않을것이다.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개행 문자와 쌍따옴표 문자가 포함된 문자열 리터럴을 사용하여 도

우미메서드의출력을검증한다는점에주목하자. 문자열 앞에@ 문자를추가하고쌍따옴

표 대신 두 개의 쌍따옴표("")를 사용하는 서식 규칙만 잘 준수하면, C# 컴파일러에서 이

와같은 다중 행문자열 리터럴을 사용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공백이실수로다중행문자열리터럴의라인끝에추가되지않도록주의한다.

PageLinks HTML 도우미메서드를구현하기위해WebUI 프로젝트에HtmlHelpers라는이

름으로새로운폴더를생성한다. 그리고새로운정적 PagingHelpers 클래스를생성하고추

가하자.

namespace WebUI.HtmlHelpers
{

public static class PagingHelpers
{

public static string PageLinks(this HtmlHelper html, int currentPage, 
int totalPages, Func<int, string> pageUrl)

{
StringBuilder result = new StringBuilder();
for (int i = 1; i <= totalPages; i++)
{

TagBuilder tag = new TagBuilder("a");// <a>태그를생성한다.
tag.MergeAttribute("href", pageUrl(i));
tag.InnerHtml = i.ToString();
if (i == currentPage)

tag.AddCssClass("selected");
result.AppendLine(tag.ToString());

}

return result.ToString();
}

}
}

>>> 팁 사용자 정의 HTML 도우미 메서드를 구현할 때, HTML 문자열을 생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기술이든지 사용할 수 있다. HTML은 단지 문자열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string.AppendFormat()을 사용하여 HTML 문자열을 생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전 코드

에서는 ASP.NET MVC가 대부분의 HTML 도우미 메서드에서 출력을 생성할 때 내부적으
로사용하는 ASP.NET MVC의 TagBuilder 유틸리티클래스를사용해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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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에서지정한것처럼, 이 PageLinks() 메서드는현재페이지번호와전체페이지개수,

그리고각페이지의 URL을제공하는함수의정보들을이용하여페이지링크에대한 HTML

마크업을생성하고있다. 그리고이메서드는HtmlHelper 클래스의확장메서드로(메서드시

그니처의 this 키워드를주목하자!) 뷰템플릿에서다음과같이간단하게호출할수있다.

<%= Html.PageLinks(2, 3, i => Url.Action("List", new { page = i })) %>

그리고현재라우팅구성하에서그결과는다음과같이출력될것이다.

<a href="/">1</a>
<a class="selected" href="/Page2">2</a>
<a href="/Page3">3</a>

결과에라우팅규칙과기본값이반 되었다는점에주의하기바란다. 그래서 1페이지의경

우, 생성된 URL은단순히/ 일뿐이다(/Page1 이아니다. /Page1도동작은하지만그다지간결하

지는않다). 뿐만아니라만약응용프로그램이가상디렉터리에배포된다면, Url.Action()은

자동적으로가상디렉터리경로를URL에반 할것이다.

모든 뷰 페이지에서 HTML 도우미 메서드 사용하기

확장 메서드는 C# 코드 파일에서 using 지시문을 사용하거나 ASPX 뷰 템플릿에서 <%@

Import ... %> 선언을사용하여관련네임스페이스를참조해야만사용이가능하다는점을기

억하기 바란다. 따라서 List.aspx 뷰에서 PageLinks()메서드를 사용하려면, 다음의 선언을

List.aspx의상단에추가해야만한다.

<%@ Import Namespace="WebUI.HtmlHelpers" %>

그러나똑같은선언을 PageLinks()를사용하는모든 ASPX 뷰마다복사하여붙여넣는대신

WebUI.HtmlHelpers 네임스페이스를 전역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web.config 파일을 열고 system.web/pages 하위의 namespaces 노드를 찾는다. 그리고

HTML 지원네임스페이스를목록의하단에추가하자.

<namespaces>
<add namespace="System.Web.Mvc"/>
<add namespace="System.Web.Mvc.Ajax"/>
...기타...
<add namespace="WebUI.HtmlHelpers"/>

</namespaces>

이제모든MVC 뷰템플릿에서 <%= Html.PageLinks(...) %>를호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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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에 페이지 번호 전달하기

이제 List.aspx에서 <%= Html.PageLinks(...) %>로호출할준비가끝난것처럼느껴질수도

있겠지만, 막상시도해보면현재로서는뷰가현재출력하고있는페이지번호는무엇인지, 얼

마나많은페이지가존재하고있는지알수있는방법이없다는사실을깨닫게될것이다. 따

라서컨트롤러를개선하여ViewData에추가적인정보를입력해야할필요가있다.

【 테스트: 페이지번호및페이지개수 】

이미 ProductsController는 전용 Model개체를 IEnumerable<Product>에 제공하고 있

다. 그러나 ViewData 딕셔너리를 사용하면 동시에 뷰에 또 다른 정보들을 제공할 수도

있다.

ViewData[""CurrentPage""] 및 ViewData[""TotalPages""]를 적절한 int값으로 채우도록 지

정해 보자. ProductsControllerTests.cs(Tests 프로젝트 안에 있다)로 돌아가서

List_Presents_Correct_Page_Of_Products() 테스트의 // Assert 단계를 수정해 보도록

하자.

// Assert: 결과를점검한다
Assert.IsNotNull(result, "Didn’t render view");
var products = result.ViewData.Model as IList<Product>;
Assert.AreEqual(2, products.Count, "Got wrong number of products");
Assert.AreEqual(2, (int)result.ViewData["CurrentPage"], "Wrong page number");
Assert.AreEqual(2, (int)result.ViewData["TotalPages"], "Wrong  page count");

// 올바른개체가선택되었는지확인한다
Assert.AreEqual("P4", products[0].Name);
Assert.AreEqual("P5", products[1].Name);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 ViewData[""CurrentPage""] 및 ViewData [""Total Pages""]를 채워
넣지않았으므로이테스트는실패하게된다.

이번에는 ProductsController의 List () 메서드로 돌아가서 ViewData 딕셔너리를 사용하여

페이지번호정보를제공하도록변경한다.

public ViewResult List(int page)
{

int numProducts = productsRepository.Products.Count();
ViewData["TotalPages"] = (int)Math.Ceiling((double) numProducts / Page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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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Data["CurrentPage"] = page;

return View(productsRepository.Products
.Skip((page - 1) * PageSize)
.Take(PageSize)
.ToList()

);
}

이작업을마치고나면단위테스트를통과할수있다. 따라서이제 Html.PageLinks() 메서

드를 List.aspx 뷰에서사용할수가있다.

<asp:Content ContentPlaceHolderID="MainContent" runat="server">
<% foreach(var product in Model) { %>

<div class="item">
<h3><%= product.Name %></h3>
<%= product.Description %>
<h4><%= product.Price.ToString("c") %></h4>

</div>
<% } %>

<div class="pager">
Page:
<%= Html.PageLinks((int)ViewData["CurrentPage"],

(int)ViewData["TotalPages"],
x => Url.Action("List", new { page = x })) %>

</div>
</asp:Content>

>>> 팁 만약 인텔리센스에서 Html의 새로운 PageLinks 확장 메서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원

인은 대부분 web.config 파일에 WebUI.HtmlHelpers 네임스페이스를 등록하는 것을 잊었

기 때문일 것이다. 몇 페이지 앞에 있는‘모든 뷰 페이지에서 HTML 도우미 메서드 사용하
기’절을다시참고하기바란다.

다시확인해보면[그림 4-16]과같이정상적으로동작하는페이지링크를볼수있을것이다.

>>> 참고 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결과에 비해 거창한 작업이었다! 여러분이 기존에 ASP.NET

으로 작업을 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면, 아마도 페이지 기능이 존재하는 목록 하나를 만드

는 이런 샘플을 위해 무엇 때문에 30페이지 가량을 소모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

도 있다. 무엇보다도, ASP.NET의 그리드뷰 컨트롤을 사용하면 동일한 작업을 순식간에

해치울 수가 있으니 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이 이 예제를 통해서 얻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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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그 무엇이다. 첫 번째로 관계의 분리를 근간으로 견고

하고 앞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단순히 그리드뷰를 사용할 때와는 달리, 스포츠스토어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직접 연결하지 않고 추상 리파지터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접근한다. 두 번째

로 응용 프로그램의 동작을 정의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위 테스트를 생성했

다(이 작업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묶인 그리드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생성한 대부분의 결과물들(PageLinks 도우미 메서드

나 IoC 컨테이너 등)이 재사용 가능한 기반 구조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페이지기능이필요한또다른목록을추가해야하는경우, 앞으로는시간이나코드등모

든 면에서 거의 추가적인 작업이 불필요할 것이다. 단적으로 다음 장에서는 개발 속도가

비약적으로빨라질것이다.

[그림 4-16] 페이지링크

모양꾸미기

지금까지많은기반구조들을구축해보았으나그래픽디자인에관해서는별다른신경을쓰

지않았다. 사실현재의응용프로그램외양은지나치게방치되어있는상태다. 비록본서가

CSS나웹디자인에관한내용을다루고있지는않지만, 비참해보일지경으로수수한스포츠

스토어응용프로그램의디자인은기술적인강력함을부지불식간에잊게만들지경이다, 자,

그러면지금부터는손에크레용을한번잡아보자!

[그림 4-17]과같이전통적인헤더와두개의컬럼으로이루어진레이아웃을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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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구현하려는사이트배치의간략한스케치

이배치를 ASP.NET 마스터페이지와콘텐트페이지의관점에서본다면헤더와사이드 바는

마스터페이지에정의되고, 메인바디는MainContent라는이름의 ContentPlaceHolder에위

치하게될것이다.

>>> 마스터 페이지 안에 페이지 레이아웃 정의하기

다음과같이/Views/Shared/Site.Master에위치한마스터페이지템플릿을수정하여손쉽게

원하는레이아웃을구성할수있다.

<%@ Master Language="C#" Inherits="System.Web.Mvc.ViewMasterPage" %>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Strict//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strict.dtd">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head runat="server">
<title><asp:ContentPlaceHolder ID="TitleContent"

runat="server"/></title>
</head>
<body>

<div id="header">
<div class="title">SPORTS STORE</div>

</div>
<div id="categories">

Will put something useful here later
</div>
<div id="content">

<asp:ContentPlaceHolder ID="MainContent" runat="server" />
</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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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템플릿에서 볼 수 있는 HTML 마크업이야말로 ASP.NET MVC 응용 프로그램의 특징이

다. 극단적으로단순하며, 대단히의미론적이다. 콘텐트를정의하기는하지만, 그각각이화

면에어떤식으로배치되어야하는지에관해서는관심을갖지않는다. 모든그래픽디자인은

CSS16)를통해서이루어진다. 따라서이번에는CSS 파일을추가해보도록하자.

>>> CSS 규칙 추가하기

관례적으로 ASP.NET MVC의정적파일(예: 이미지나 CSS 파일)들은 /Content 폴더에위치한

다. 이폴더에 styles.css라는이름으로새로운 CSS 파일을추가하자(/Content 폴더를마우스

오른쪽버튼으로클릭하고추가 ▶새항목메뉴를선택한다음스타일시트를선택한다).

>>> 팁 참고하라는 의미로 현재 전체 CSS 텍스트를 모두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텍스트를 직접

입력할 필요는 없다! 만약 본문을 따라서 코드를 작성하는 중이라면, 차라리 Apress 웹 사

이트(www.apress.com/)의 Source Code/Download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본서

의 코드 샘플에 포함된 완전한 CSS 파일을 구해서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또는 번역서

의홈페이지(www.bjpublic.co.kr)에서도다운로드가가능하다).

BODY { font-family: Cambria, Georgia, "Times New Roman"; margin:  0; }
DIV#header DIV.title, DIV.item H3, DIV.item H4, DIV.pager A {

font: bold 1em "Arial Narrow", "Franklin Gothic Medium", Arial;
}
DIV#header { background-color: #444; border-bottom: 2px solid #111; color: White; }
DIV#header DIV.title { font-size: 2em; padding: .6em; }
DIV#content { border-left: 2px solid gray; margin-left: 9em; padding: 1em; }
DIV#categories { float: left; width: 8em; padding: .3em; }

DIV.item { border-top: 1px dotted gray; padding-top: .7em; margin-bottom: .7em; }
DIV.item:first-child { border-top:none; padding-top: 0; }
DIV.item H3 { font-size: 1.3em; margin: 0 0 .25em 0; }
DIV.item H4 { font-size: 1.1em; margin:.4em 0 0 0; }

DIV.pager { text-align:right; border-top: 2px solid silver;
padding: .5em 0 0 0; margin-top: 1em; }

DIV.pager A { font-size: 1.1em; color: #666; text-decoration: none;
padding: 0 .4em 0 .4em; }

DIV.pager A:hover { background-color: Sil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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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부상당히오래된웹브라우저에서는이디자인이그리썩훌륭하게보이지않을수도있다. 그러나이문제는
웹디자인에관련된부분이므로(그리고본서는모든 HTML 마크업을동등하게렌더링하는 ASP.NET MVC에관
한서적이므로), 여기에서는다루지않을것이다.



DIV.pager A.selected { background-color: #353535; color: White; }

마지막으로 /Views/Shared/Site.Master 마스터 페이지의 <head> 태그를 수정하여 새로운

스타일시트를참조한다.

<head runat="server">
<title><asp:ContentPlaceHolder ID="TitleContent" runat="server" /></title>
<link rel="Stylesheet" href="~/Content/styles.css" />

</head>

>>> 참고 틸드(~) 기호는 ASP.NET에게 스타일 시트 파일의 경로를 응용 프로그램의 루트를 기준

으로 해석하라고 지시하므로, 스포츠스토어가 가상 디렉터리에 배포되더라도 CSS 파일은

여전히올바르게참조된다. 다만 이기능은 <head> 태그가 runat=""server""로 표시된서

버 컨트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뷰 템플릿 안의 다른 위치에서

는이와같은가상경로를사용할수없으며, 만일사용한다면프레임워크는해당마크업을

그 모습 그대로 출력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브라우저는 틸드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

악할 수가 없게 된다. 반면 가상 경로를 사용하려면, Url.Content()를 사용하면 된다(예:

<%= Url.Content(""~/Content/ Picture.gif"") %>).

짜잔! 이제사이트에약간이나마그래픽디자인이적용되었다(그림 4-18). 

마스터페이지와 CSS 규칙을결합했으므로평소에친한웹디자이너에게부탁하거나미리만

들어져있는웹페이지템플릿을다운로드할수도있고, 또는원한다면직접멋지게디자인을

할수도있다.17)

[그림 4-18] 수정된마스터페이지와실제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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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요즘은인터넷이총천연색이라고들었다(역주: 원서필자의개그인듯한데, 별로안웃기다).



>>> 파샬 뷰 생성하기

이번장의마지막마무리로 List.aspx 뷰템플릿을간결하게하도록응용프로그램을약간조

정해보자(뷰는단순할수록더좋다. 기억하는가?). 즉, 이번에는제품을렌더링하는뷰의일부분

을뽑아서별도의파일로렌더하는파샬 뷰(Partial View)를 생성하는방법에대해알아보도

록하자. 파샬뷰는여러뷰템플릿에서재사용될수있으며, List.aspx를더욱간결하게만들

어준다.

솔루션탐색기에서 /Views/Shared 폴더를마우스오른쪽버튼으로클릭하고, Add▶View

메뉴를선택한다. 팝업이나타나면뷰의이름으로는 ProductSummary를입력하고, 「Create

a partial view」옵션을 체크하고「Create a strongly typed view」옵션을 체크한 다음,

「View data class」드롭다운리스트박스에서 DomainModel.Entities.Product 모델클래스

를선택하자. 전체설정은[그림 4-19]에서확인할수있다.

[그림 4-19] ProductSummary 파샬뷰를생성할때필요한설정

그리고 Add 버튼을클릭하면비주얼스튜디오가 ~/Views/Shared/ProductSummary.ascx

에 파샬 뷰를 생성할 것이다. 이 파샬 뷰는 일반적인 뷰 템플릿과 거의 비슷하지만 전체

HTML 페이지가아닌 HTML의일부분만을렌더링한다. 그리고이파샬뷰는강력한형식의

뷰이므로 Model이라는속성을가지는데, 이는 Product 형식으로설정되어있다. 따라서이

개체를렌더링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이약간의마크업만추가하면된다.

<%@ Control Languag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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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its="System.Web.Mvc.ViewUserControl<DomainModel.Entities.Product>" %>
<div class="item">

<h3><%= Model.Name %></h3>
<%= Model.Description %>
<h4><%= Model.Price.ToString("c")%></h4>

</div>

마지막으로새로운파샬뷰를사용할수있도록 /Views/Products/List.aspx를수정하고, 파

샬뷰의Model로사용될 product 매개변수를전달하면된다.

<asp:Content ContentPlaceHolderID="MainContent" runat="server">
<% foreach(var product in Model) { %>

<% Html.RenderPartial("ProductSummary", product); %>
<% } %>

<div class="pager">
Page:
<%= Html.PageLinks((int)ViewData["CurrentPage"],

(int)ViewData["TotalPages"],
x => Url.Action("List", new { page = x })) %>

</div>
</asp:Content>

>>> 참고 Html.RenderPartial( )을 둘러싸고있는구문을살펴보면대부분의다른 HTML 도우미메

서드를 둘러싸고 있는 구문과는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 ... %>

가 아니라 <% ...; %>가 사용되고 있다. 그 차이점은 Html.RenderPartial()이 다른 HTML

도우미메서드들과는달리 HTML 문자열을반환하지않기때문이다. 대신 이메서드는응

답 스트림에 출력을 직접 쓰기 때문에 C# 평가식이 아닌 완전한 C# 코드 라인이 사용되

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메서드의 결과로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될 수도

있으므로 그 모든 데이터를 문자열로 메모리에 버퍼로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

이다.

이결과는단순함을만족시킨다. 프로젝트를다시실행시켜보면 [그림 4-20]과같이새로운

파샬뷰가정상적으로동작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즉, 아무것도변한것이없는것처럼보인다).

요약

이번장에서는스포츠스토어응용프로그램에필요한대부분의핵심기반구조를구축해보

았다. 아직까지는직장상사나고객들에게보여줄만한별다른기능들이존재하지는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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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는 SQL 서버데이터베이스기반의제품리파지터리를사용한도메인모델이구현

되었다. 페이징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 목록 기능을 갖고 있는 단일 MVC 컨트롤러인

ProductsController도구현했으며, 이와같은모든부분들의의존성을제어하는 IoC 컨테이

너도구현했다. 뿐만아니라깔끔한사용자정의 URL 스키마도사용하고있으며, 단위테스

트의견고한기반을바탕으로응용프로그램의코드를작성했다.

다음장에서는카테고리별탐색, 장바구니, 그리고지불절차와같은대부분의일반적인기능

들을추가해볼것이다. 그러면직장상사나고객들에게보여줄만한훨씬그럴듯한응용프

로그램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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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ProductSummary.ascx 파샬뷰가연달아출력된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