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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VERVIEW

1 1 W b D 란 무엇인가?1-1. Web Dynpro란 무엇인가?

Web Dynpro는 SAP NetWeaver 2004s 패키지부터 동작하게 되며, Web Dynpro for

ABAP과 Web Dynpro for JAVA로 분류된다(Web Dynpro FOR JAVA는 NW2004 버젼부터

사용가능 하였다).

Web Dynpro FOR ABAP에 대하여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한마

디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ABAP 환경하에서 Web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SAP 표준 UI이다.
* UI – User Interface

Web Dynpro를 살펴 보기 이전에 NetWeaver 플랫폼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보

자. mySAP ERP 2005는 SAP R/3에서 Application , Technology 측면에서 계속된

발전을 통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솔루션이다. mySAP ERP

2005는 NetWeaver Architecture의 구현으로 확장 솔루션, 코어 모듈 업그레이드,

Role 중심의 업무 구현으로 SAP R/3에서 구현한 프로세스를 한층 혁신 할 수 있게

되었다.

SAP NetWeaver Architecture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System, Application 들을 하

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SAP에서 제안한 것이며, 이는 3개의 Integration과 1개의

Application 플랫폼으로 구현된다(NetWeaver의 Architecture는 부록의 설명을 참

고하자).

NetWeaver 7.0버젼은 NetWeaver 2004s 버전의 새로운 이름이며, 단지 네이밍 룰

이 변경된 것이다. NetWeaver 7.0 다음 버젼은 7.1로 2008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릴리즈 될 예정이다. NetWeaver가 7.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플랫폼을 포함

한 많은 부분에서 기능이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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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변화중 하나는 [그림21-1-1]과 같이 ERP의 모든 영역이 통합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동일한 릴리즈 버젼에 포함되도록 설계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전 버전의 SAP ERP에서는 ERP와 Extended ERP(PLM, SCM, CRM..)가 개별 패키지

로 배포 되었고, 개별 패키지를 PATCH 할 경우에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점이 내재 되어 있었다문제점이 내재 되어 있었다.

통합 플랫폼으로의 변화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에게 패치를 할 때마다 통

합 테스트(모듈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테스트를 수행함)를 수행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ERP
PLM SCM CRM SRM

플랫폼 - SAP NetWeaver 7.1

▲그림21-1-1. Stable Core Release Model

SAP 시스템이 진화함과 동시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과 함께 그래픽한 화면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즉, Back-End에서 데이터를 정보화 하는 과정과 더

불어 Front-End에서 어떠한 형태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하여 고객의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즉, EIS(경영정보 시스템)와 같이 SAP 데이터를 한 눈에 그래프로 확인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고도화된 UI가 점점 중요한 영역을 차지해가고 있다.

R/3 Basis -> WAS -> NetWeaver로의 Architecture 변화를 통해 사용자가 쓰는 화

면이 훨씬 친숙하게 변화 되었다. BW 데이터를 Visual Composer를 이용하여 웹 브

라우져에 화려하게 장식 할 수 있다. NetWeaver7.1버젼 부터는 JAVA 와 Eclipse 

개발 환경을 이용해 향상된 Visual Composer가 선보일 예정이다(국내에서 Visual 

Composer가 각광받지 못하는 것은 스크립트를 통해 데이터를 조작하지 못하기때문

에 정형화된 패턴으로만 화면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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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형화된 패턴으로만 화면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ADOBE 사와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여 플래쉬를 이용한 화려한 UI 환경을 제

공하는 솔류션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1-2. Web Dynpro for ABAP vs JAVA

W b D f ABAP(WDA)과 W b D f JAVA(WDJ)는 다른 언어로 SAP 어플Web Dynpro for ABAP(WDA)과 Web Dynpro for JAVA(WDJ)는 다른 언어로 SAP 어플

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만, SAP ERP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에는 큰 차이

가 없으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User Interface도 유사하다. 이미 SAP R/3에 접하

였고 ABAP프로그래밍에 익숙한 Developer라면 FOR ABAP을, 기존 경험이 JAVA 위주

였다면 FOR JAVA를 활용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모델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첫째, 개발 측면 - FOR JAVA는 SAP NetWeaver Developer Studio 의 개발환경이 제

공되고, FOR ABAP은 기존과 동일하게 ABAP Workbench(T-CODE:SE80)을 사용하게 된

다. 개발환경의 세부적인 차이점들은 [그림21-1-1]을 참고한다.

둘째, 기능적인 측면 - MOBILE 장비의 프로그램에는 FOR JAVA 프로그램만이 작동

하게 된다. R/3에서 사용되는 ALV 기능은 FOR ABAP에서만 가능하다(FOR JAVA에서

도 개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실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프로그램

의 화면과 기능은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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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Enterprise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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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Devel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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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1-2. Web Dynpro 개발환경



ABAP이 획기적으로 진화 한다고 하여도 WEB 환경하에서는 JAVA를 따라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JAVA는 처음 설계시 부터 WEB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언어이

기 때문에 리 등 A A 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Javabeans, web services, adaptive RFC 그리고 XMI등 ABAP에서 지원하

는 Function Module 보다는 많은 프로그램 모델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NetWeaver 7.1 버전에서는 Web Dynpro for JAVA가 JEE5.0 표준을 완전하게 지원

한다. 그리고 SAP 자체적으로 JVM(Java Virtual Machine)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훨

씬 강력한 기능들이 소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SAP가 ABAP으로 개발된 패키지 솔류션이기 때문에 Authorization, 

Enqueue/Dequeue, Search Help(F4)등의 오브젝트를 Web Dynpro for ABAP에서는 쉽

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FOR ABAP과 JAVA는 각각의 영역을 자리 잡을 것이다. 아마도 ABAP은 SAP 모듈의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표준 프로그램의 영역에서 기존 프로그램들을 대체

할 것이다. JAVA는 사용자 측면에서 BW와 연결되어 화려한 웹 UI, 포털의 영역, 

그리고 ABAP과 JABA Script를 이용해 WEB 프로그램을 개발한 BSP(Business Server 

Pages)를 대체해 EIS, ESS 영역에서 많이 활용될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NetWeaver 7.1에서 제공되는 Visual한가지 중 하게 짚 넘어가야 할 점 에서 제 되

Composer 7.1의 강력한 기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Visual Composer는 BW 데이

터를 웹 환경에서 그래픽 하게 보여주는 솔루션이다).

Visual Composer 7.1에서는 SAP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 R/3 AVL의 모든

기능들을 구현하였다. 우리는 이미 앞 단원에서 ALV를 학습하여 알고 있지만, ALV

는 단순 데이터 조회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 기능들을 제는 단순 데이터 조회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 기능들을 제

공하는 툴이다.

[그림21-1-3]의 SAP NetWeaver Developer Studio에서 Data Flow정의, UI Elements,

Mapping을 Drag&Drop으로 캔버스 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조회조건을 입력 받고 버튼을 클릭하면 가공된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주는 완벽한

Web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코딩 없이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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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코딩 없이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림21-1-3. Visual Composer IN NetWeaver 7.1

이러한 개선된 UI환경은 Web Dynpro FOR JAVA의 프로그램의 기능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Visual Composer 7.1의 개선된 기능 중에는 Web Dynpro 어플리케이션을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Visual Composer 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스크립트

영역을 Web Dynrpro for JAVA가 대체하고, Visual Composer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을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SAP사가 이전의 모듈과 같은 ERP 어플리케이션 솔류션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21-1-3]과 같이 Mobile, MDM, PI(XI), CE, BI, Portal등 IT 전반에 걸쳐 통

합 패키지를 제공하는 업체로 발전해 감에 따라 향후 JAVA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영역이 더 확장 될 수 있다.

2007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Web Dynpro가 아직 국내에는 많이 도입되지 않아 신

기술을 학습 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상황이다(Trial 30일 버전으로 개인PC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는 있지만, 속도가 느리는 등 한계가 있다).

그러나 SAP사의 LICENSE 정책으로 인해 2009년 상반기 이후에는 NetWeaver 2004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하여야 한다 물론 기존의 버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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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하여야 한다. 물론 기존의 버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SAP사에서 더 이상 유지보수 하지 않기 때문에 NOTES를 적용하거나 Customer

Message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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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1-4. SAP PRODUCT

예를 들어 HR 모듈은 연말정산 때문에 매년 Support Package를 적용 해야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직접 스탠다드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 등

의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NetWeaver 기반에서 Web Dynrpro가 가능한 환경이 주어지면,

고객의 요구사항에 의해서라도 Web Dynrp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

할 것이다.

ABAP과 관련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WDA, WDJ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지는 한번쯤 생각하게 되는 이슈이다. 개발자의 진로를 선택하였다면, 어

떠한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책의 주제는 ABAP 프로그램 언어이므로 Web Dynpro for ABAP에 대해서만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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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p

보며, Web Dynpro 전체 구조의 설명과 더불어 기본적인 프로그램 4개를 실습하게

된다. Web Dynpro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스스로 많은 예제들을 실무에 응

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데 초점을 둔다.



1-3. Web Dynpro의 특성 및 장점

의 통합Graphical Development Tool의 통합

Web Dynpro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Development Tool과 프로그램 실행환경이

ABAP Workbench(T-CODE:SE80)에 통합되어 있다. Web Dynpro 툴을 이용해 Layout과

Navigation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Meta Model Concept

Web Dynpro는 Metadata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의 속성을 정의하기 때문에,

Controller간의 Interface와 같은 필수적인 소스코드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다. 예를들어, Component Controller에서 선언된 메소드를 VIEW에서 호출하

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생성된 Controller Interface(소스코드 포함)를 통해서 이

루어진다.

Meta Model 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Web Dynpro는 ABAP과 JAVA 언어를 이용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의 특징을 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 방법론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공통적인 개발방법론을 Web Dnypro Metamodel이라고 하며, 두 가지 언어에서 중립

적인 위치에서 프로그램 언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Web Dynpro Tool을 이

용하면 주요 구조와 Visual 영역은 개별 언어에 상관없이 디자인 할 수 있게 된다용하면 주요 구조와 Visual 영역은 개별 언어에 상관없이 디자인 할 수 있게 된다.

일단 Metamodel이 정의 되면, [그림21-1-5]에서 Web Dynpro 툴인 Generator를 통

해 많은 코딩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된다. 개발자에게 주어진 임무는, Front-end에

서 User Interface 부분과 이로 인해서 수반되는 Back-end에서의 데이터 가공 작

업에 대한 코딩만 추가하면 된다. 그리고 Web Dynpro Framework(WDF)에서 제공되

는 Event를 통해, Web Dynpro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Event들을 추가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E t 처리에 대한 상세 처리는 소스 코드를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Event 처리에 대한 상세 처리는 소스 코드를

추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을 Custom Code라고 정의한다.

Web 
Dynpro

Generated
Code

Generator

Meta-data C
om

p

R
un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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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1-5. Meta Model 선언과 Custom Coding



MVC (“model-view-controller”) 프로그램 모델 이용

- MODEL :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정의

Web Dnpro 어플리케이션이 비즈니스 로직에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등과Web Dnpro 어플리케이션이 비즈니스 로직에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 VIEW :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시각화

가공된 데이터(Model)를 브라우저에 표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Controller :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갱신 및 프로세스 제어

VIEW와 MODEL 사이에 존재한다. Model 데이터가 VIEW에 조회되는 포맷을 설정

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omponent의 재사용

기능별로 Component를 구성하여, 신규 생성한 Component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LV Component를 재사용하거나, 프로젝트시 프로그램 화면 유형을 표

준 템플릿 Component로 구성하여 일관될 포맷으로 통합할 수 있다.

Data Binding을 통해 자동으로 데이터 전달

Controller 간에 소스 코드 없이, Data Binding과 Mapping 만으로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스크립트 없이 Automatic input check 가 가능하

다.

실행환경 제공

- SAP Web 서버를 이용하여 개발툴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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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b Dynpro 프로그램 생성

Web Dynpro와 NetWeaver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 보았다. Web Dynpro의 구조

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3장에서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먼저 [그림21-2-1]과

같이“Hello World”를 Display 하는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생성해 보자.

▲그림21-2-1. hello World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Web Dynpro 프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ABAP 개발 환경내에 존재하는 Web

Dynpro Explorer 를 사용하게 된다. 이 TOOL은 ABAP Workbench(T-CODE:SE80)에 완

전히 통합되어 있으며, 개별 트랜잭션 코드로 실행할 수 없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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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AP Development Workbench(T-CODE : SE80)를 실행한다. LIST에서 그림과 같

이 Select Web Dynpro component/application 을 선택한다.



2 2. 입력 필드에 Web Dynpro 프로그램

명 ‘ZWDP_HelloWorld’를 지정하고

엔터를 입력한다엔터를 입력한다.

3.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으니 생성

하겠는가라는 메시지 창에서 YES를하겠는가라는 메시지 창에서 YES를

선택한다.

3

4. 그림과 같이 TYPE을 Web Dynpro

Component를 선택하고, Window Name

은 MAIN_WINDOW로 설정한다.

4

5. 패키지를 지정한다. 패키지 입력

필드에 $TMP 를 이 용하여 Local

Object로 생성하여도 된다. 예제에서

는 ZWEB이라는 패키지를 생성하여

Web Dynpro관련 프로그램을 그룹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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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p

하였다. 패키지 생성은 2장 PACKAGE

단원을 참고한다.



6.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

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Context Menu

에서 Create -> VIEW를 선택한다.

6

7. 그림과 같이 VIEW 이름을 입력한

다.

8. VIEW의 레이아웃을 편집할 수 있

는 화면이 오픈 된다. 예제와 화면이

다르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Layout Preview 창을 조회하자.

ROOTUIELEMENTCONTAINER를 선택한 후,

7

ROOTUIELEMENTCONTAINER를 선택한 후,

Insert Element 메뉴를 선택한다. 이

기 능 은 왼 쪽 의 UI Elementary

Library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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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는 화면에 “Hello World”를

조회하는 프로그램을 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CAPTION 타입의 Element를 생

9

성한다.

9-1. 화면에 Element를 추가하는 방

법은 위 방법외에 Library 영역의 버

튼을 선택하여 Drag&Drop으로 Capti

on을 생성할 수 있다

9-1

10. 왼쪽 화면 하단의 속성설정 부분

에 Caption의 텍스트 내역을 입력한

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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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1

11. ABAP Workbench의 왼쪽영역 Object List에서 Main Window를 선택한 후

Context Menu의 Embed View를 클릭한다.

12. View to Be Embedded필드의 탐색

도움말을 이용하여 MAIN_VIEW를 선택

한다. 이 작업은 6단계에서 생성한

VIWE를 Window에 포함시키는 기능을

12

VIWE를 Window에 포함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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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3. Wen Dynpro Application 선택 버

튼을 클릭한다

15

튼을 클릭한다.

14. Application 이름과 내역을 입력

한다.

15.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

16.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21-

2-1]과 같이 Web 브라우저에 “Hello

World”를 Display 하게 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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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b Dynpro 컴포넌트 구조

2장에서 생성한 프로그램과 비교하면서 [그림21-3-1]을 살펴보자. Web Dynpro 구에서 램과 비 하 서 림 펴 자 y p

조는 Component, Window와 View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Controller로 구성되어 있

다. 각 구성항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W e b   D y n p r o   C o m p o n e n t

Window CWindow
View Hierarchy
Navigation

View 
Plugs
UI Elements
Vi C t i

View Controller
Events
Methods 
Context

Component
Controller

Context
Events
Methos

ContextView Container Actions
Context

Root Node

Node 1
Context

Node 1
Root Node

Airline

Airline

View View  Controller Node 3

Node 2

Context

R t N d

Airline

Node 3
Root Node

Airline

Interface
Controller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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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3-1. Web Dynpro Component의 Architecture

Events
Methos



3-1. Component

2장 Hello World를 Display하는 프로그램 실습에서 학습하였듯이 Web Dynpro 프

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Component를 생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Component에 Window, View를 추가하게 된다. 

Component는 Web Dynpro Application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앙집중적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Global 영역이다. 

Window, View 그리고 Controller가 상호 연결되기 위해서는 Web Dynpro Component

의 생성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의 Component 내에서 생성할 수 있는

Window와 View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Web Dynpro Component가 생성되면, Component는 ABAP Workbench의 왼쪽 영역의

오브젝트 리스트에서 Root Node로 보이게 된다.

Web Dynpro Component는 “Component Usage”를 이용하여 다른 Web Dynpro

Componet를 포함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선택버

튼을 클릭하게 되면 ALV 리스트에 데이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 경

우 우리는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의 값을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어와 ALV

Component를 호출하여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Component를 호출하여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즉 , [ 그 림 21-3-2] 와 같 이 Web Dynpro Component 에 SALV_WD_TABLE 이 라 는

Component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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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3-2. Component Interface



17단원 R/3 BASIS 기반의 GRID를 이용한 ALV 프로그램은 Container를 생성하고,

ALV Grid를 Container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ALV에 뿌려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등

많은 과정들이 립 를 이용해 이루어진다 러나 에서는 이러한많은 과정들이 스크립트를 이용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Web Dynpro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Component를 추가하여 재사용하는 간단한 절차만 추가하면 된다. ALV를

이용한 Web Dynpro는 6장에서 실습하게 된다.

이러한 예와 같이 우리는 Component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패턴을 정의하여 여러

프로그램에서 Component를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에서 기본 템

플릿 Layout을 Component 로 구성하여, 개발영역에서 재사용하여 GUI를 통일 할

수 있고 개발 공수도 절감할 수 있다.

[그림21-3-3]은 개별 Web Dynpro Component는 다른 Web Dynpro Component를 포함

하거나, 다른 Web Dynpro Component에 확장되는 경우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Web Dynpro Component들 사이에 통신을 하거나 사용자의 액션에 반응하기 위해서

는 Component Interface를 사용하게 된다(Interface Controller의 Context,

Method, Event를 이용하게 된다).

Component A

Component B
Inteface

View

Window A

View A
Inteface

View

Window B

View B

Interface

Interface
Controller
METHOD ICB

Component
Controller
CALL METHOD
ICB Component

Controller
CAL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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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3-3. Component Interface

Interface
Controller

~~



3-2. VIEW

[그림21-3-1]에서 Web Dynpro Component의 구성요소인 View는 사용자와

Interface 하기 위한 레이아웃 영역을 정의한다. 모든 Web Dynpro 어플리케이션은

최소한 하나의 View를 가지게 되는데, View의 레이아웃은 Label, Button, Input

Field와 같은 여러 Element 들로 구성된다

View
Controller

View B

Element
Label

Element
Input Field

ElementElement

[그림21-3-4]을 살펴보면 View는 화면에 보이는 영역 이외에 Controller와

함하 있다 의 성 인 의 데이터 에

▲그림21-3-4. View Component

View
Context

Element
Buttion

Element
Check box

Context를 포함하고 있다. View의 구성요소인 Element의 데이터는 View Context에

저장되고 관리되며, 화면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 진다.

View Controller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대한 프로세싱 처리나 데이터 조회와 같

은 기능을 하는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다.

3-2-1. VIEW Editor

VIEW를 생성하게 되면 VIEW 에디터가 실행되고 자동으로 LAYOUT 탭 화면이 오픈

된다. 모듈풀 프로그램의 스크린 에디터 기능과 유사하며 더 강력한 기능들을 제

공한다. [그림21-3-5]와 같이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VIEW가 처음

생성되면 ROOTUIELEMENTCONTAINER 라는 ROOT Element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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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면 ROOTUIELEMENTCONTAINER 라는 ROOT Element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 곳

에 개별 Element들을 추가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Element를 생성한다.

Drag&Drop in the UI Element Library

Context Menu of Elements in the Tree Structure



U
I  Elem

UI  Elementary  
HierarchyView Designer

m
entary  Librar UI  Elementary  

Properties

ry Properties

▲그림21-3-5. VIEW 에디터의 LAYOUT 화면 구성

UI element library

VIEW 에디터의 왼쪽 영역에 존재하며, UI Element들이 기능별로 그룹 지어 있다.

View Designer

VIEW의 Element들을 그래픽 하게 컨트롤 할 수 있으며, Drag & Drop으로 이동할

수 있다. 

UI Element Hierarchy

VIEW의 노드는 TREE 구조를 가지게 되며, UI Element들의 순서와 포함관계를 조

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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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Element Properties

현재 선택된 UI Element들의 속성을 정의한다.



Gantt, Network

Button, InputFie

InteractiveForm

BusinesGraphic
GeoMap

ld, Label

OfficeControl

BI Application 
Frame

DateNavigator, 
Table, Tree

MessageArea
Transparent
Container, 
Tray

▲그림21-3-6. UI Element Library

VIEW 에디터의 UI Element Library는 Category로 그룹화 되어 있으며, [그림21-

3-6]과 같이 다양한 UI Element 들이 존재한다. 각 그룹의 헤더 부분을 더블 클릭

하면 기능별 아이콘 세부사항이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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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tt, Network

Button InputFie

InteractiveForm

BusinesGraphic
GeoMap

Button, InputFie
ld, Label

OfficeControl

BI Application 
Frame

DateNavigator, 
Table, Tree

MessageArea
Transparent
Container, 
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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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tt, NetworkButton, InputFie
ld Label

BusinesGraphic
GeoMap

ld, Label

OfficeControl

BI Application 
Frame

MessageArea

DateNavigator, 
Table, Tree

MessageArea
Transparent
Container, 
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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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PLUG와 Navigation Link

Vi 는 상호간 연결을 위해 I b d와 O tb d Pl g를 가지고 있다(또는View는 상호간 연결을 위해 Inbound와 Outbound Plug를 가지고 있다(또는

Interface View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Plug는 [그림21-3-7]과 같이

Navigation Link를 이용해 VIEW 상호간에 정해진 일련순서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View A View B

OUT

IN

IN

OUT

Navigation Link

▲그림21-3-7. Navigation Link

TYPE-1 레포트 프로그램에서 선택조건을 입력하는 SELECTION SCREEN과 사용자가

조건을 입력한 후 조회하면 결과가 조회되는 화면이 개별로 존재하게 된다.

g

이와 같이 Web Dynpro에서는 각각의 화면을 VIEW라는 개념으로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이 VIEW들의 호출 순서는 PLUG와 Navigation Link를 통해 정해지게 된

다. PLUG는 Inbound와 Outbound 로 나뉘어진다. Inboud Plug는 VIEW의 시작 포인

트를 정의하는 반면, Outbound Plug는 종속적으로 호출되는 VIEW를 정의하게 된다.

PLUG는 VIEW Controller이 일부분으로서 개별 PLUG는 하나의 VIEW에만 존재할PLUG는 VIEW Controller이 일부분으로서, 개별 PLUG는 하나의 VIEW에만 존재할

수 있다.

Web Dynpro의 WINODW에는 여러 개의 VIEW가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었을 경우 어떠한 VIEW가 제일 먼저 호출될 것인지를 정의

하여야 한다. WINDOW에서 Default view로 설정된 VIEW는 Inbound Plug를 사용할

수 없다 첫번째 VIEW의 O tb d Pl 와 두번째 VIEW의 I b d Pl 가 연결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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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첫번째 VIEW의 Outbound Plug와 두번째 VIEW의 Inbound Plug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Navigation Link를 통해야 한다. Navigation Link는 하나의 Outbound

Plug 에서만 생성될 수 있다.



1) Outbound Plug

Outbound Plug는 Navigation에서 항상 시작 포인트로 작동한다 Outbound Plug를Outbound Plug는 Navigation에서 항상 시작 포인트로 작동한다. Outbound Plug를

생성하게 되면 FIRE_<MY_OUTBOUND_PLUG>_PLG 라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VIEW Controller 내에서 다음과 같이 메소드를 호출하여 Outbound Plug를 호출하

게 된다.

WD THIS->FIRE <MY OUTBOUND> PLG( ).WD_THIS FIRE_ MY_OUTBOUND _PLG(  ). 

Export Parameter

FIRE_<MY_OUTBOUND>_PLG 메소드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 있다. 이 파

라미터들은 Outbound Plug 탭의 Parameter Table에 입력된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

로 사용한다.

WD_THIS->FIRE_MY_OUTBOUND_PLG( EDITABLE = 'X' ). 

WD_THIS->FIRE_MY_OUTBOUND_PLG( EDITABLE = '' ). 

2) Inbound Plug

Web Dynpro Window 내에서 Inbound Plug는 Outbound Plug에서 파생된 Navigation

Link에 의해 직접 호출된다. Inbound Pug가 호출될 때, Inbound Plug가 생성될 때

그리고 Event Handler Method가 자동으로 호출된다.

[그림21-3-8]에서 메소드의 이름은 HANDLE<MY_INBOUND> 로 지정된다.

Import Parameters

Inbound Plug의 Event Handler Method는 Outbound Plug의 메소드의 파라미터 값

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때 파라미터의 이름은 Outbound Plug 메소드의 파라미터

와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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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3-8. Inbound Plug의 메소드



3-3. WINDOW

에 함되어야만 라우저 해 화면에 회될 수 있다View는 Window에 포함되어야만 브라우저를 통해 화면에 조회될 수 있다. Window

는 Navigation Link로 연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View들을 포함하게 된다.

[그림21-3-9]와 같이 Window는 여러 개의 View를 조합한다(View Set은 View를 프

레임 단위로 나누는 것으로 Web Dynpro for JAVA에서만 제공된다). 이러한 View들

중 하나는 Window가 호출될 때, Start View의 역할을 하게 되어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실행되었을 때 최초로 화면에 보이게 된다.

Window A

View 1 View 2

Navigation Link

View 1 View 2

Inteface
ViewView 3 Application

http://e abap

▲그림21-3-9. Web Dynpro Window

View http://e-abap...

View와 유사하게 Window도 Inbound, Outbound Plug를 가진다. 그리고 개별 Web

Dynpro Window에는 Window Controller가 연결되어 있다. 이 Window Controller는

전역 Controller이며, Web Dynpro의 모든 Component에서 보이게 된다.

Interfac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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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는 독자적인 Interface View를 가지고 있는데, 이 Interface View를 통해

URL이라고 불리는 Web Dynrpro 어플리케이션에 연결되게 된다.



3-4. CONTROLLER

어플리케이션과 사용자간 상 작용하 활성화된 영역Controller는 Web Dynpro 어플리케이션과 사용자간 상호 작용하는 활성화된 영역

이다. Controller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는 Context에서 정의되는 영역이다.

3-4-1. CONTROLLER의 종류

1) View Controller)

View가 화면에 조회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View Controller와 그에 상응하는

Context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림21-3-10]에서 보여듯이 개별 View는 하나의

View Controller를 가지고 있으며, 이 View Controller를 통해 사용자에 의해 수

행되는 액션들이 진행된다. 또한 View는 정확하게 하나의 View Context를 가지게

되며, View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다.

View
Controller

View B

Element
Label

Element
Input Field

▲그림21-3-10. View Controller와 Context

View
Context

Element
Buttion

Element
Check box

2) Window Controller

개별 Window는 하나의 Window Controller를 가지고 있다. Window Controller는

Component 내의 모든 Controller에서 공유되는 Global Controller이다.

3) Component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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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3-1]과 같이 Web Dynpro Component는 모든 다른 Controller들에게 공유

되는 최소 하나의 Component Controller를 포함하고 있다. Component Controller

를 Global Controller라고 한다. 일단 Global Controller가 처음으로 생성되었다

면, Component가 사용되고 있는 기간 동안 lifetime이 지속된다. 



Component
Controller

C t

Component
Controller

Custom
Controller

C t

Custom
Controller

Window A

View
Controller

View A

Component
Context

Custom
Context

View
Context

View
Controller

View B

Window
Controller

Winow
ContextController

View
Context

Context

▲그림21-3-11. Global Controller

[그림21-3-11]에서 Web Dynpro component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Component

Controller가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Custom Controller의 형태로 Global

Controller를 추가할 수도 있다.

Controller끼리 통신 하기 위해서는 Method를 사용하거나, 이벤트를 호출하여야

한다. 개별 Controller는 자신의 소스 코드를 가지는 프로그램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림21-3-12]와 같이 3가지 타입의 메소드를 가질 수 있다있으며, [그림21 3 12]와 같이 3가지 타입의 메소드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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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3-12. Method Type



Controller

Context

Node 1

Root Node

Attribute a

Custom Coding

Event 
handlers

Attribute b

Node 2

Attribute c
Supply

Methods

Event handlers

Attribute d

Supply
functions

▲그림21-3-13. Inbound Plug의 메소드

Event handlers

- VIEW가 초기화 되거나 종료될 때 호출된다.

-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는 것과 같은 UI Element에 Action 이 발생할 때 실행

된다.

- 타 Controller에서 등록된 이벤트(registered event)가 호출 될 때 실행된다.

M th dMethod

- 타 Controller에 의해 호출될 때 실행된다.

예를 들어, View Controller에서 Component Controller에서 생성된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

Suppl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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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내의 Element가 초기화될 때 실행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조회조건을 입력한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TABLE 타입

의 UI Element에 지정된 Supply Function이 수행되어 결과를 화면에

보여지게 한다.



3-4-2. Controller Attribute

와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램 절차 정의하Attribute와 Method를 통해 Web Dynpro 어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 절차를 정의하

고, Context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신규 Web Dynpro Component를 생성하면, Component

Controller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또한 VIEW를 생성하여도, VIEW Controller가 자

동으로 생성된다. WINDOW도 동일하다. 이렇게 개별 Controller가 생성되게 되면,

최소한 다음 두 개의 Attribute가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WD_CONTEXT

WD_CONTEXT 라 는 Attribute 는 Controller 의 ROOT NODE 를 참 고 하 는

IF_WD_CONTEXT_NODE 타입의 Reference Variable 이다. WD_CONTEXT와 Interface

Method를 통해 Context NODE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다.

WD THISWD_THIS

개별 Controller는 Local Interface를 가지고 있으며, WD_THIS 객체를 통해

Controller내의 Attribute와 Method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VIEW에서 정의

한 GET_DATA 라는 Method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 Method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객체 참고 변수를 이용하여 WD_THIS->GET_DATA()와 같이 사용한다.

Component, View, Window와 같은 개별 Controller는 각 타입에 맞는 WD_THIS라는

Att ib t 를 가지게 된다Attribute를 가지게 된다.

IF_COMPONENTCONTROLLER

IF_<MY_CUSTOM_CONTROLLER>

IF_<MY_VIEW>

IF_<MY_WINDOW>

이 두가지 기본 Attribute외에 [그림21-3-14]와 같이 VIEW Controller는

WD_COMP_CONTROLLER 라는 Attribute를 포함하고 있다. 개별 VIEW Controller에서,

WD_COMP_CONTROLLER 를 통해 Global Component의 Public 메소드에 접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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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3-14. VIEW Attribute



3-4-3. Controller Hook Method

림 와 같이 두 개의 가진모든 Controller는 [그림21-3-15]와 같이 두 개의 Standard Hook Method를 가진

다. 이 메소드에 포함되는 소스는 Controller가 활성화 되어 있는 동안 지속적으

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림21-3-15. Standard Hook Method

WDDOINIT

WDDOINIT는 Controller가 처음으로 초기화 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Method이다.

Controller가 생성될 마다 WDDOINIT 메소드가 스크립트가 존재 하지 않은 상태로

생성되며, 필요한 경우 소스 코드를 추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ontroller

C 의 초기값을 설정할 때 많이 사용된다Context의 초기값을 설정할 때 많이 사용된다.

WDDOEXIT

WDDOEXIT는 Controller를 빠져 나오거나, Lock을 해제 할 때 실행환경에서 호출

되는 메소드이다. 

이 두 개의 메소드 외에 [표21-3-1]과 같이 Controller 유형에 따라서 추가적인

메소드들이 존재한다. 

Component controller View controller Window controller

WDDOAPPLICATIONSTATECHANGE WDDOAFTERACTION WDDOON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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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DOBEFORENAVIGATION WDDOBEFOREACTION WDDOONOPEN

WDDOPOSTPROCESSING WDDOMODIFYVIEW

▲표21-3-1. Controller 유형에 따른 Hook Method



3-4-4. CONTEXT

Component 또는 View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Context에 저장되어 있다고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한 시작점은 Controller를 통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Context를 Data Container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림21-3-7]에서 보여지듯이, Context는 계층 구조로 관리된다. 개별 Context는

Root 노드를 가지게 되며, 개별 데이터 필드가 트리 구조로 추가되어 있다. [그림

21-3-16]의 오른쪽 화면은 실제 Context의 트리 구조를 구성하는 예제이다.

Context

Node 1

Root Node

Attribute a

Attribute b

Node 2

Attribute c

Attribute d

▲그림21 3 16 Context의 Hierarchy 구조▲그림21-3-16. Context의 Hierarchy 구조

개별 노드는 데이터 필드와 다음과 같은 오브젝트를 포함할 수 있다.

- Object 타입의 개별 인스턴스

- 테이블 인스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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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표21-3-2]는 Node가 가질 수 있는 Element의 Cardinality 속성을 설명하

고 있다.



Cardinality Meaning

1:1 NODE는오직하나의 Element Instance를가질수있으며, Node가생성
될때자동으로생성된다.

0:1 NODE는오직하나의 Element Instance를가질수있으며, Node가생성
될때생성될필요가없다.

1:n NODE는여러개의 Element Instance를가질수있으며, Node가생성
될때적어도하나는생성되어야한다.

0:n NODE는여러개의 Element Instance를가질수있으며, Node가생성
될때아무것도생성될필요가없다

Context Mapping

될때아무것도생성될필요가없다.

▲표21-3-2. cardinalities for a node 

View Controller Component Controller

Controller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Private 속성으로서 자신의 Controller

Context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21-3-17]과 같이 Mapping 정의에

의해 Controller 사이에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다.

Context Root

FLIGHTS

BOOKINGS

BOOKID

Context Root

FLIGHTS

BOOKINGS

BOOKID

CUSTID

CLASS

PASSN

CARRID

CUSTID

CLASS

PASSN

CAR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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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ID CONNID

▲그림21-3-17. Context Mapping



Context 매핑은 하나의 Controller 내에 있는 Context 노드가 다른 Controller의

Context 노드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하나의

Component 내에서 Controller 사이에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는 주요 메커니즘을 이Component 내에서 Controller 사이에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는 주요 메커니즘을 이

루게 된다.

Data Binding

Data Binding은 View Controller의 Context에서 레이아웃에 존재하는 UI Element

에 데이터가 전달되도록 한다. UI Element는 자신이 선언된 View Controller 에서

만 보이기 때문에, UI Element를 Context Node나 Attribute에 연결할 수 없다.

그리고 VIEW Context의 Element 들은 local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VIEW가 화

면에서 사라지면 UI Element의 값도 지워지게 된다.

[그림21-3-18]에서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Input Field의 값은 Data Binding을 통

해 자동으로 Context의 Attribute 에 전달된다.

View Layout View Context

VALUE Attribute 1

Context
Input Filed Automatic 

Data Transport

▲그림21-3-18. Data Binding

[그림21-3-19]에서 VIEW1의 Node1과 VIEW2의 NODE2도 각각 Global Controller의

Context와 동일한 이름으로 Mapping 되어 있다. 이것은 사용자가 Component를 종

료하기 전에 Value가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해준다. 즉, Data Binding은 View

Controller로부터 UI Element를 분리하여 Context의 데이터를 화면을 통해 UI

그림21 3 18. Data Binding

34 http://www.e-abap.net

Element에 전달하게 되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는 UI Element를 통해 Context

에 다시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Context Mapping을 통해

Controller 사이에 데이터가 전달되도록 한다.



Component
Controller

View 1 View Controller

ContextContext Context
Root Node

Node 1Node 1

Local Node

Airline Airline

Vi 2 View Controller

Data Binding Mapping

Node 2

View 2 View  Controller

Context

Node 2

Local Node

Airline
Data Binding Mapping

▲그림21-3-19. Data Binding 과 Context Mapping

3-4-5. EVENT

Component Controller는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으며, [그림21-3-20]과 같이 이벤

트를 통해 Component Controller끼리 통신하게 된다.  

Global
Controller 2

Global
Controller 1

Handle
Event1

▲그림21-3-20. Event 구조

Eve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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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버튼 클릭등과 같은 액션에 반응하게 되는 UI Element들은 [그림21-3-

21]의 View Controller 내에서 handling method를 호출 하게 된다. Action은 View

내에서도 재사용이 가능하며 여러 개의 UI Element에 연결될 수도 있다 Cross-내에서도 재사용이 가능하며, 여러 개의 UI Element에 연결될 수도 있다. Cross

controller Event와 다르게, UI Element는 항상 자신의 View Controller 안에서만

동작하게 된다.

Global
UIE t

Handle
Controller 1UIEvent Action UIEvent_

Action

▲그림21-3-21. 사용자 Action

UI Element 버튼에 Action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Event Hander Method가 생성된

다.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에 반응하는 프로세스는 이 메소드 내에서 기

술하게 된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이러한 부분을 Custom code라고 한다. 하나의

Action은 오직 하나의 Method에만 연결될 수 있지만, 여러 개의 Element Action은

동일한 Method를 호출할 수 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Action에 의해 생성된 Event Handler Method는 Controller를

초기화하는 메소드 WDDOINIT 등과 차이가 없다. 다만 Method 이름이 ONACTION으

로 시작하여 Action 이름과 조합을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림21-3-

22]에서 UI Element에 설정된 Action은 ONACTIONSEL 라는 메소드 이름으로 자동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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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3-22. 사용자 Action



3-5. Web Dynpro Application

은 내에 재하 에 사용자가 접 할 수Web Dynpro Application은 Component내에 존재하는 Window에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URL과 연결되어 있는 독립적인 프로그램 이다.

[그림21-3-23]과 같이 Web Dynpro Window와 Application은 Window의 Interface

View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정확하게 하나의 Interface View만이 개별 Window에

할당되어 있고, Interface View는 기본적으로 Default Plug를 포함하고 있다.

Web Dynpro Application은 시작 포인트로 설정된 Inbound Plug에 의해 Interface

View에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Interface View 안에 어떠한 Component들이 존

재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

Window

Interface
View

▲그림21-3-23. Application 구조

Application 
http://....Start Plug

Web Dynpro Application URL

Web Dynpro Application의 URL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지정된다. URL은 Web 

Dynpro Explorer의 Properties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21-3-24]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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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3-24. Application URL



4. Simple Application Program 

Web Dynrpo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였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번장y p 의 체적 에 대해서 학 하였다 이 이 바 이

에서는 UI Element와 VIEW Context 간의 Binding, 그리고 View Context와

Component Controller간의 Mapping을 학습한다.

[그림21-4-1]과 같이 사용자가 FLIGHT 정보를 입력한 후 SEARCH 버튼을 클릭하면,

동일한 정보를 화면에 조회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생성하게 된다. Web Dynpro에 사

용되는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입력 VIEW와 조회 VIEW가 개별로 존재하게 되며용되는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입력 VIEW와 조회 VIEW가 개별로 존재하게 되며,

VIWE간에 PLUG와 Navigation을 통해 연결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Context Mapping

을 통해 데이터가 전달된다.

이번 장에서 생성하게 될 프로그램은 스크립트 없이 Web Dynpro가 제공하는 프

로그램 모델링만으로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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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4-1. Simple Application 예제



1. Component 생성

그 림 과 같 이 신 규 Web Dnypro

Component를 생성한다. Window Name

1

은 Web Dynpro Component와 동일한

이름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각 사이

트의 표준에 따른 네이밍을 준수한다.

2. Node 생성

Context 탭에서 Node를 생성하기 위

2

해 서 , 왼 쪽 의 Object List 에 서

COMPONENTCONTROLLER를 더블클릭한후

편집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모드를 변

경한다. 그리고 Context Menu를 오픈

하여 Node를 추가한다.

* Context Menu와 Context 단어를 혼

3

Context Menu와 Context 단어를 혼

돈하지 말자. Context Menu는 마우스

오른 쪽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오픈

되는 메뉴를 의미한다.

3 Attribute 추가3. Attribute 추가

팝업창의 Dictionary Structure 필드

에 ABAP Dictionary 테 이 블 인

SFLIGHT 를 입력한다. 그리고 하단의

Add Attribute from structure 버튼

을 클릭한다. WEB 기반의 Wed Dynpro

도 ABAP Di ti 를 이용하여 프로

4

도 ABAP Dictionary를 이용하여 프로

그램 하는 것은 R/3 BASIS 기반의

ABAP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 그 림과 같이 CARRID, CONN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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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DATE 3개의 필드를 선택한 후 엔터

를 입력한다.



5. Context에 NODE가 추가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55

6. VIEW 생성

이 제 View 를 생 성 하 기 위 해

Component 를 선택하여 , CREAT ->

VIEW 메뉴를 클릭한다.

7. VIEW가 생성되면 VIEW 에디터가

실행되며 자동으로 LAYOUT 탭에 위치

하게 된다. VIEW의 Context 탭으로

이동하여, Component Controller의

Context로부터 NODE를 Drag&Drop으로

복사해 온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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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UI Element 생성

ROOTUIELEMENTCONTAINER 를 선 택 한

후 Insert Element 메뉴를 클릭한다.

R t N d 는 T tC t i

9

Root Node 는 TransparentContainer

타입이며, 변경할 수 없다.

9. Type이 Group인 Element를 추가하

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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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성한 Group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Create Container

Form 메뉴를 선택한다.



11.팝업창의 오른쪽 Context 버튼을

클릭하여 7단계에서 복사해 온 Node

를 선택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11

12. ND_INFO 노드를 선택 한 후 더블

클릭 한다.

12

13. NODE의 필드를 복사해오면, VIEW

의 레이아웃에 Input Field와 Label

3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13

14 이 제 INVIEW 와 동 일 한 UI14 14. 이 제 INVIEW 와 동 일 한 UI

Element가 존재하는 VIEW를 생성하기

위해 Context Menu의 COPY 명령을 클

릭한다. 이것은 INVIEW에서 데이터를

선택한 후 OUTVIEW에서 동일한 데이

터가 조회되는 VIEW를 생성하기 위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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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다.



15. VIEW 이름은 OUVIEW로 지정한 후

Continue 버튼을 클릭한다.

15

16. OUTVIEW의 Input Field는 조회속

성만 가지기 위해서 왼쪽 하단의 속

성창에서 readOnly 속성을 선택한 후

저장한다.

16

17. Outbound Plug 생성

OUTVIEW의 Inbound Plug 탭으로 이

동하여 ‘TO_OUTPUT’이라는 PLUG를

생성한다

17

생성한다.

18. Inbound Plug 생성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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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VIEW 와 동 일 하 게 INVIEW 도

Inbound Plug 탭에서 ‘FROM_INPUT’

이라는 PLUG를 생성한다.



19. Window에 VIEW 추가하기

WINDOW 로 이동하여, 앞 단계에서

생성한 INVIEW와 OUTVIEW를 포함시

19

킨다. Window를 선택한후 마우스 오

른쪽 버튼으로 Context Menu를 이용

한다.

20. INVIEW를 선택한 후 Window의 기

본 화면으로 설정한다.
20

21. Navigation Link 설정

INVIEW의 PLUG인 ‘FROM INPUT’의

21

INVIEW의 PLUG인 ‘FROM_INPUT’의

Context Menu에서 Create Navigation

Link 를 선택하여, OUTVIEW의 PLUG와

연결하여 준다.

44 http://www.e-abap.net

22. 팝업창에서 VIEW와 PLUG를 그림

과 같이 선택한다.
22



23

23. INVEW와 OUTVIEW간에 Navigation

Link가 설정되었다는 링크이미자가

화면에 나타난다.

24. INVIEW 화면에서 사용자가 데이

24

터를 입력한후 버튼을 클릭하는 액션

에 반응하도록 버튼 Element를 추가

한다.

25

25. Actioin 이벤트 생성

왼쪽 하단의 속성창에서 Onaction

필드에서 생성버튼을 클릭한다.

26. 팝업창에서 Outbound Plug를 입

력 한다. 즉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INVIEW의 Outbound Plug를 호출하게

된다. 이 Plug는 Navigation Link를

통해 OUTVIEW의 Inbound Plug와 연결

되어 OUVIEW에 데이터가 전달되게 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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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OUVIEW에 데이터가 전달되게 된

다.



27

27. onAction 이벤트에 의해 생성된 Method 확인

Method 탭으로 이동하여, Event Handler 타입의 Method인 ONACTIONSEL을 더블클

릭 한다. INVIEW의 Inbound Plug를 호출하는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Outbound Plug를 생성하게 되면 FIRE_<MY_OUTBOUND_PLUG>_PLG 라는 이름의 메소

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고 3-2-2장에서 학습하였다.

28 28. Web Dynpro Application 생성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한 후 프로그램

을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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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ABLE Program of WDA

이번 장에서 실습하게 될 예제는 입력 VIEW에서 CARR ID를 입력하여 SEL 버튼을이 에서 하 예제 입력 에서 입력하여 버

클릭하면, 조회 VIEW에서 TABLE 형태로 상세 정보가 조회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다.

[그림21-5-1]과 같이 TABLE에서 데이터가 조회된 결과는 모듈풀 프로그램의 테이

블 컨트롤과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TABLE의

Cardinality 설정이다. TABLE 타입의 UI Element는 기본적으로 여러 Row의 데이터

를 조회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0 n 또는 1 n 으로 Cardinality를 설정하여야 한를 조회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0..n 또는 1..n 으로 Cardinality를 설정하여야 한

다.

입력 VIWE와 조회 VIEW 간에는 Plug와 Navigation Link를 통해 연결된다.

Context Mapping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 VIWE에서 선택한 값이 조회 VIEW로 전달되

고, 이 값은 조회 VIEW의 NODE 가 초기화될 때 자동으로 호출하는 FUNCTION에서

SELECT 구문을 수행하여 상세 정보가 화면에 조회된다SELECT 구문을 수행하여 상세 정보가 화면에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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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5-1. Table Program 예제



1. Component 생성

신규 Web Dnypro Component를 생성

한다. Component의 이름은‘ZWDP_

1

DATA_TRANS’ 로 , Window Name 은

‘MAIN’으로 지정하였다.

2. SEARCH View 생성

VIEW를 생성하기 위해 , 왼쪽의

2

Object List에서 VIEW를 선택한 후

Create 메뉴를 클릭한다.

데이터 조회 조건을 입력하는 VIEW

이기 때문에 SEARCH 라는 이름을 지

정한다.

3. ROOTUIELEMENTCONTAINER를 선택한

후 GROUP Element를 추가한다.

3

Element의 이름은 ‘GROUP_1’로 지

정하고 TYPE은 GROUP으로 설정한다.

4. GROUP의 속성 Height와 Width를 r

각각 12, 46픽셀로 설정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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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그림과 같이 Label Input Filed를 각각 2개 그리고 Button Element를 생성한5. 그림과 같이 Label, Input Filed를 각각 2개 그리고 Button Element를 생성한

다. 앞에서 UI Element를 추가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GROUP_1을 선택한 후

Context Menu를 활용한다.

CONNID 필드는 속성 영역의 Layout Data 값을 MatrixHeaderData로 설정하여, NEW

Line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외 속성들은 각자 옵션 값을 변경하며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수 있다.

6. SEARCH View의 Context 탭으로 이

동하여 VIEW의 Hierarchy를 생성하기

위해 Create -> Node 메뉴를 선택한

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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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ode Name은 ‘ND_SEARCH’라 지

정한다.

7

8. NODE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여, Attribute from

Components of Structre 메뉴를 클릭

한다. 6단계에서 바로 Structure를

선택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8

선택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실습하기 위해서 NODE를

생성한 후에 ABAP Dictionary에서 필

드를 추가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9 SFLIGHT 테이블을 입력한다

9

9. SFLIGHT 테이블을 입력한다.

10. CARRID, CONNID 필드를 선택한다.

10

50 http://www.e-abap.net



11. Layout 탭으로 이동하여 Input

Field를 선택한 후, 속성을 설정하는

테이블 에서 Value 버튼을 클릭한다.

11

이 작업은 VIEW의 UI Element와

Context 데이터를 Binding 하는 것이

다. 4장의 ZWDP_SIMPLE_APPL프로그램

처럼 처음부터 UI Element를 Context

Node를 복사하여 생성하였다면 DATA

Binding 과정은 필요 없다.

12
12. 팝업창에서 ND_SFLIGHT의 CARRID

필드를 더블 클릭한다. 그리고 두번

째 Input Field도 동일한 과정으로

CONNID 필드와 Binding 한다.

12

13. VALUE필드에 VIEW의 Hierarchy

구조의 필드 명(SEARCH.ND_SEARCH.

CARRID) 이 설정되었음을 확인 할 수

13

CARRID) 이 설정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UI Element의 Data Binding 은

필수 요소로서, 설정되지 않으면 컴

파일 에러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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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ISPLAY View 생성

SEARCH View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CARRID에 해당하는 상세정보를 조회

14

하는 DISPLAY View를 생성한다.

15. SEARCH View 의 Context 로 부 터

NODE를 복사해 오기 그림과 같이 메

15

뉴를 선택한다.

16. View/Controller Name 필 드 에

SEARCH View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16

SEARCH View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17 ND SERCH NODE를 더블 클릭하여
17

17. ND_SERCH NODE를 더블 클릭하여

DISPLAY View에 NODE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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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Supply Function 정의

DISPLAY View의 Context를 선택 하여

ND_SFLIGHT 라는 NODE를 하나 더 생

18

성한다.

Dictionary Structure 필 드 는

SFLIGHT 테이블을 입력한다.

그리고 하단의 Supply Function필드

에 GETSFLIGHT 를 입력한다. NODE가

조회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로

써, DISPLAY View에서는 SEARCH View

에 서 입 력 한 CARRID 를 읽 어 와

ND_SFLIGHT NODE 에 상 세 정 보 를

SELECT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9

SELECT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Supply Funciton을 정의하게 되면,

자동으로 메소드가 생성된다.

19. 그림과 같이 4개의 필드를 선택

하여 NODE에 추가한다하여 NODE에 추가한다.

20. DISPLAY View의 Layout 탭으로

이동하여 TABLE 타입의 Element를 생

성한다. 이름은 UI_TABLE로 지정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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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Data Binding 설정

TABLE과 NODE의 데이터를 Binding하

기 위해 Create Binding 메뉴를 선택

21

기 위해 Create Binding 메뉴를 선택

한다. 또는 하단의 속성영역에서

dataSource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할

수 있다.

Table UI Element 는 반 드 시

dataSorce 속성을 정의하여야 하며,

Context Node의 Cardinality는 0 n

22

Context Node의 Cardinality는 0..n

또는 1..n 로 설정되어야 한다.

[표21-3-2]를 참고하자.

23

22. Context 버튼을 선택한다.

23. ND_SFLIGHT NODE를 더블 클릭하

여 UI TABLE과 DATA Binding을 설정

한다.

24. 그림과 같이 TABLE에 NODE의 필

드 이름이 설정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은 Child Element 로

TableColumn을 가진다. 그리고 개별

TableColumn UI Element 는 각 각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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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Field와 Caption을 가지고 있

다.



25. SEARCH View의 CARRID 필드 데이

터가 DISPLAY View의 CARRID로 전달

하기 위해 Cross-view context를 생

25

성하여야 한다.

Object List 에 서 Component

Controller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

여 Context 탭으로 이동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Copy Nodes 메

뉴를 클릭한다.

26. SEARCH View의 NODE인 ND_SEARCH

를 입력한다. Possible Entry를 클릭

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선택할

수 있는 NODE만 조회된다

26

수 있는 NODE만 조회된다.

27. ND_SEARCH 를 더블 클릭하여

NODE를 추가한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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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 Mapping 정의

SEARCH, DISPLAY View 의 ND_SFLIGHT NODE 를 Component Controller 의 NODE 와

Mapping 정의를 수행한다. 이제 두 VEIW에 존재하는 CARRID 필드는 공유되어 한

쪽에서 변경되면, 다른 VIEW에도 그 값이 전달될 수 있게 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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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Supply Function Method Implementation(구현)

DISPLAY View의 ND_SFLIGHT NODE를 더블 클릭하면, 속성 영역의 Supply Function

에 G S LIG 라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다 이것은 1 단계에서 NO 를 생성할 때에 GETSFLIGT 라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다. 이것은 17단계에서 NODE를 생성할 때

지정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DISPLAY View가 조회되어 ND_SFLIGHT 노

드가 활성화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이다.

GETSFLIGHT 메소드를 더블 클릭하여, METHOD 탭으로 이동하자.

30

30. WD_CONTEXT를 이용해 Context Node 에 저장하고 있는 CARRID, CONNID의 값을

가져온다. 그리고 WD_THIS 메소드 CHECK_DATA를 호출해 해당 CARRID가 SCARR 테이

블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CHECK_DATA는 메소드 탭에서 생성하여야 한

다 WD CONTEXT와 WD THIS에 대해서는 3 4 3장에서 이미 학습하였다 해당 소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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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D_CONTEXT와 WD_THIS에 대해서는 3-4-3장에서 이미 학습하였다. 해당 소스는

METHOD GETSFLIHGT 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 소스 자료실을 참고하자.



31. 메 소 드 탭 으 로 이 동 하 여 ,

CHECK_DATA라는 메소드를 정의하자.

31

32. CHECK_DATA 메소드를 더블 클릭32

하여 Implementation Source를 생성

한다 . 해 당 메소드는 CARRID 를

Import 파라미터로 받아와 SCARR 테

이블에 데이터가 존재하면 E_RESULT

변수에 결과를 Export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0번 단계에서 WD_THIS->CHECK_DATA

구문을 이용한 것은, CHECK_DATA는

DISPLAY View의 Local 메소드로 선언

되었기 때문이다.

-> PLUG 및 Navigation 설정

33. Outbound Plug 생성

DISPLAY, SEARRCH VIEW의 PLUG를 생

성하여, WINDOW에서 처음으로 호출할

VIEW와 사용자가 조회조건을 입력한

33

VIEW와 사용자가 조회조건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동 할

VIEW의 순서를 정하게 된다.

SEARCH View의 Outbound Plug 탭으

로 이동하여 ‘FROM_DISPLAY’라는

를 생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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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G를 생성하자.



34

34. Layout 탭으로 이동하여 앞에서 생성한 Button Element의 Action 생성 버튼을

클릭한다.

35. Action Name과 앞 단계에서 생성

한 Outbound Plug 이름을 입력한다.

이 작업은 SEL 버튼을 클릭하면,

Outbound Plug 를 호 출 하 여 ,

Navigation Link로 연결할 DISPLAY

View의 Inbound Plug를 호출하게 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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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의 Inbound Plug를 호출하게 한

다.



36. Inbound Plug 생성

DSIPLAY VIEW의 Inbound Plug 탭으

로 이동하여 ‘ ’이라는

36

로 이동하여 ‘TO_OUTPUT’이라는

PLUG를 생성하자.

37. WINDOW에 VIEW 추가하기37
Object List에서 MAIN Window를 더블

클락하면, Window 탭으로 이동한다.

Window를 선택한 후 Context Menu의

Embed View 메뉴를 이용하여, SEARCH

DISPLAY View를 추가하자.

37

38

38. SEARCH View의 FROM_SEARCH PLUG를 선택한 후 DISPLAY View의 PLUG와

Navigation Link를 생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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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Web Dynpro Application 생성39



40

40. Web Dynpro Application 활성화 및 실행

Object List의 Root Node를 선택한 후 전체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 그리고 F8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림21-5-1]과 같은 화면이 조회된다.

Web Dynp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행하였다면, UI Element 들을 추가하거나 메

소드를 정의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응용하여 각자 실습해 보자.

61 http://www.e-abap.net



6. ALV Program of WDA

Web Dynpro 단원의 마지막 실습 예제인 ALV를 이용한 프로그램 생성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자. [그림21-6-1]과 같이 사용자가 CARR ID를 입력하고 SEARCH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가 ALV 리스트에 조회되도록 구성하게 된다.

17단원에서 학습한 R/3 기반의 ALV는 CL_GUI_ALV_GRID 클래스를 이용해 객체를

생성하고, 이벤트를 등록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Web Dynpro FOR ABAP에서는

SALV_WD_TABLE 라는 Component로 ALV가 제공되며, Component Usage를 이용해 ALV

를 사용할 수 있다. ALV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 이상의 많은 표준 기능들을 제공

하는 Web Dynpro FOR ABAP만의 강력한 기능이다. 또한 표준 기능 이외에 Custom

기능들도 추가할 수 있다.

앞의 예제들은 조회조건을 입력하는 VIEW와 결과 데이터가 조회되는 VIEW가 각각앞의 예제들 회 건을 입력하 와 결과 데이터가 회되 가 각각

존재하였지만, 이번에 학습하게 되는 예제는 두 개의 VIEW가 하나의 Window에 보

이도록 구성하였다. 이것은 VIEW에 존재하는 UI Element가 VIEW를 포함할 수 있는

Container 타입으로 선언되었고, 이 Element에 SEARCH View와 Component ALV가 포

함되도록 설계하였다.

Web Dynpro 단원의 마지막 예제인 ALV 프로그램을 생성해보자Web Dynpro 단원의 마지막 예제인 ALV 프로그램을 생성해보자.

이외의 많은 응용 예제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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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6-1. ALV Component를 이용한 예제



1. Web Dynpro Component 생성

ABAP Workbench에서 ‘ZWDP_SIMPLE_

’ 를 생성하자

1

ALV’ Component를 생성하자. Window

이름은 ‘MAIN’으로 지정한다.

2. NODE 생성(조회 조건)
2 Component Controller의 Context에

ND_SFLIGHT 라는 NODE를 생성하자.

그리고 SFLIGHT 테이블에서 CARRID

필 드 를 추 가 하 기 위 해 from

Structure 버튼을 클릭한다.

2

3. NODE Attribute 생성

조회 조건을 입력하는 VIEW에서
3

Input Filed 역할을 하게 되는

CARRID 필드를 Attribute 로 추가한

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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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ODE 생성(조회 결과)

조회 결과를 ALV 리스트에 보여줄

를 하나 더 생성한다 동일하게

4

NODE를 하나 더 생성한다. 동일하게

Dictionary Structure를 선택한다.

ND_SFLIGHT 노드에서 입력한 CARRID

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여러건이 존재

하기 때문에 Cardinality는 1..n을

선택한다.

5. NODE Attribute 생성

5

ALV 리스트에 출력될 필드들을 선택

한다.

6. Method 생성

Component Controller의 Method 탭

으로 이동하여 DISPLAY_LIST 메소드_

를 정의한다. 해당 Method는 Global 

Controller에서 정의하였으므로, 

Component 내의 VIEW에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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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Method Implementaion

Method의 기능을 정의한다. ND_SFLIHGT 노드에서 CARRID 의 값을 읽어와,

SFLIGHT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인터널 테이블에 저장한다. 그리고 BIND_TABLE 메소

드를 이용해 인터널 테이블의 데이터를 ND_LIST 노드에 전달한다. 해당 소스 전체

는 method DISPLAY_LIST 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 소스자료실에 올려 두었다.

8. SEARCH View 생성8

조회 조건을 입력하게 되는 VIEW 를

생성한다.

9. NODE 생성

Component Controller의 Context에

존재하는 ND SFLIGHT 노드를 복사한존재하는 ND_SFLIGHT 노드를 복사한

다. 그리고 Mapping 정의를 설정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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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Layout 생성

조회 조건을 입력하는 SEARCH View의 Layout을 INPUTGROUP, Caption, Input

Field와 Button으로 구성한다. CARRID 필드는 INPUT GROUP을 선택 한후 ContextField와 Button으로 구성한다. CARRID 필드는 INPUT GROUP을 선택 한후 Context

Menu의 Create Container Form을 이용하여, ND_SFLIGHT 노드를 복사해 온다.

그리고 SEARCH 버튼의 Action을 생성한다. onAction 입력 필드의 ‘SEL’을 더블

클릭하여 Method Implementation으로 이동한다.

h d ONAC IONS L

11. Method Implementation

CARRID를 입력하면, SFLIGHT 테이블

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di l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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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ONACTIONSEL .

wd_Comp_Controller->display_list( ).

endmethod.

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display_  

list 메소드를 호출한다.  

wd_Comp_Controller는 3-4-3장에서

설명하였듯이 Global Controller 이

기 때문에 VIEW에서 호출이 가능하다.



12. Layout View 생성

[그림21-6-1]과 같이 하나의 Window

에 입력조건을 조회하는 VIEW와 ALV

12

에 입력조건을 조회하는 VIEW와 ALV

Table을 동시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Layout View를 생성한다.

13 UI Element 생성

ViewContainerUIElement 타 입 의13 ViewContainerUIElement 타 입 의

Element 두 개를 생성한다.

ViewContainer 는 Element 에 VIEW,

Component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SEARCH 는 조회조건을 입력하는

SEARCH View를 포함하게 되고, TABLE

은 결과 데이터를 보여주게 될 ALV

13

은 결과 데이터를 보여주게 될 ALV

Component에 연결한다.

14. Window에 VIEW 추가

Embed View 메뉴를 이용하여, LVIEW

를 Window에 추가한다.

14

15. Element에 VIEW 추가

SEARCH Element에 SEARCH View를 추

가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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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LV Component 추가

ALV에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 이

미 SAP에서 생성해 놓은 Component인

16

미 SAP에서 생성해 놓은 Component인

SALV_WD_TABLE 을 추가한다.

왼 쪽 Object List 에 서 최 상 위

Component를 더블 클릭한 후, Used

Componets 탭에서 그림과 같이 ALV를

추가한다.

각 자 새 창 을 오 픈 하 여각 자 새 창 을 오 픈 하 여

SALV_WD_TABLE라는 Component를 조회

해보자.

17. ALV Component Usage

Component Controller의 Context 탭

으로 이동하여 Controller Usage 버

17

튼을 클릭한다.

ALV Component를 선택한 후 더블 클

릭한다.

Context 탭 에 서 Controller

INTERFACECONTROLLER 가 추가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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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 ALV와 ND_LIST 데이터 Mapping

Component Usage 로 이 동 하 여 ,

Interface Controller인 ALV DATA와

ND_LIST의 Mapping 정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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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lement에 ALV 추가하기

MAIN 윈도우로 이동하여 , TABLE

Element의 Embed View 메뉴를 선택한

19

Element의 Embed View 메뉴를 선택한

다.

F4 Possible Entry 에 서 ALV

Component를 선택한 후 엔터를 입력

한다.

20. Applicaton 생성, 활성화 및 실행

Web Dynpro Application을 생성하고,

프로그램 전체를 활성화 하자.

20

그리고 실행하게 되면, ALV가 조회

되는 Web 프로그램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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