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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EE 애플리케이션에 XML을…  
 

J2EE 계층 구조에 XML 표현 계층을 추가하자 

멀티티어(multitier)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인 J2EE는 표현 계층을 

HTML에 의존하고 있어서 단말기(target device)가 웹 브라우저로 제한되는 단점을 가지

고 있다. 이 문서에서 필자(Eoin Lane)는 오픈 소스로 XML을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XML-aware application server with a fully operational end-to-end solution)을 구축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자동차 대여 시스템을 예제로 작성하면서 J2EE  계층 

구조를 분석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XML 데이터를 동적으로 생성하여 단말기

로부터 분리(target-device independence)하고, 그것을 코쿤(Cocoon)이라는 자바를 이용

한 표현 양식 프레임워크로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표현한다. 필자의 솔루션은 아파치

(Apache),  jBoss, W3C의 오픈 소스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 사회가 e비지니스로 급변하면서 유연성 있는 시스템 구조에 대한 요구가 늘어

나고 있다. 힘(powerful), 확장성(scalable), 견고함(robust)은 물론이고 새로운 사업에 대

한 요구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 멀티티어 J2EE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서버 

구조를 채택하는 조직이 늘어나고 있지만, 표현 계층은 여전히 HTML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멀티티어 분산 J2EE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유연함을 모두 활용할 

수 없다. XML의 웹 표현(publishing) 능력은 이와 같은 구조적인 단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HTML 기반의 J2EE 표현 계층을 동적(動的) XML 계층으로 대체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XML을 처리할 수 있고 통합 솔루션까지 제공

하는 오픈 소스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사용하였다. 그 중 핵심이 되는 것이 코쿤이다. 코

쿤은 아파치 재단에서 제공하며, 자바 서블릿을 이용하여 XML 문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설치 가능한(pluggable) 프레임워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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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J2EE는 멀티티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준을 마련했다. J2EE는 지속성

(persistence), 보안(security), 트랜잭션(transaction)을 완벽하게 제공하는 표준 규격 컴포

넌트(standardized modular component)를 기반으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간략

화하고, 복잡한 프로그래밍 없이 애플리케이션의 세세한 부분까지 설정할 수 있게 하였

다. 그러나 구조상 표현 계층은 HTML이 우선하므로 단말기가 웹 브라우저 정도로 제한

된다. 정보 교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지금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단말기의 종

류는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용(content)과 표현 양식을 분리해야만 잠재적

인 단말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XML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XML의 웹 표현 능력은 XSLT를 이용하여 XML 문서를 다른 문서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

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경우 변환되는 문서들은 보통 XML 기반 문서(예외가 있기는 있

지만 SGML에 기반을 둔 HTML도 이에 포함된다)들이다. 또한 XML은 메타언어로써 다

음과 같은 웹 언어를 정의할 수 있다. 

 

? XHTML(웹 브라우저와 웹 TV, 조만간 WAP 지원) 

? WML(XML에서 2차원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 

? SVG 

? MathML 

? VoxML(음성 데이터) 

 

XSLT를 이용하면 XML 문서를 위의 문서 중 어느 것으로도 변환할 수 있다. XML관점에

서 얘기하자면, XML 기반 기술을 사용하면 표현 양식에 구애 받지 않고 강력한 웹 애플

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다. 

 

예 제 

예약, 대여, 반납 등의 과정(process)을 자동화한 자동차 대여 시스템을 예제로 개발할 것

이다. 목표는 분석, 설계를 통해 자동차 대여 시스템을 구현하고 다양한 단말기(웹 브라

우저, WAP 폰, 웹TV 등)를 지원하는 확장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예약 Use Case만 구현한다. 다른 Use Case들, 예약 변경이나 취소, 자

동차 대여나 반납, 자동차 관리 등도 비슷하게 구현될 것이다. 

 

이제 예약 Use Case를 살펴보자. 고객은 예약을 하기 위해 먼저 예약 창구를 찾는다. 예

약 관리자(rental reservation agent)는 고객 이름을 시스템에서 찾아 보고, 새로운 고객이

라면 고객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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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예약 관리자는 예약 관련 사항, 즉 대여일, 대여기간, 원하는 자동차 등을 고객에게 

물어본다. 예약 관련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나면 예약 관리자는 고객이 원하는 자동

차가 원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약 초과라든가 자동차 자체가 사

용 가능한가 같은 부가적인 사항은 나중에 생각하자. 

 

예약 번호를 고객에게 알려주고 나면 그 자리에서 대여 비용을 계산하여 고객에게 알려

준다. 지금까지의 과정 중 고객은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약은 취소되지만 

고객 정보는 나중을 위해 저장된다. 

 

컨테이너 선정 

이 프로젝트를 위해 두 개의 오픈 소스 컨테이너를 사용한다. jBoss라는 EJB 컨테이너와 

아파치에서 제공하는 톰캣(Tomcat) 서블릿 컨테이너가 바로 그것이다. 톰캣에는 XML를 

다룰 수 있는 코쿤 서블릿이 포함되어 있다. 아파치, 톰캣, 코쿤 설치에 대한 정보는 코쿤 

웹사이트(http://xml.apache.org/cocoon/index.html)에서 구할 수 있다. jBoss에는 톰캣이 

포함되어 있으며 jBoss 웹사이트(http://www.jboss.org/)에서 구할 수 있다. 

 

서블릿 컨테이너: 코쿤으로 강화된  톰캣  

 

이 프로젝트에서는 톰캣을 사용한다.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Apache Software 

Foundation)에서 개발한 서블릿 컨테이너 톰캣은 서블릿 2.2와 JSP(JavaServer Pages) 1.1

을 지원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안정판인 톰캣 3.2이다. 서블릿 2.3과 JSP 1.2를 지원

하는 톰캣 4.0은 현재 개발 중이다. 

 

서블릿 2.2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배치 작업은 war(Web archive) 파일을 통해 이루어진

다. war 파일은 JSP 페이지와 그와 관련된 자바 빈(JavaBean) 클래스, 서블릿, XML 파일, 

이미지, XSLT 파일 등을 묶는데 사용된다. 톰캣을 jBoss와 연결하면 핵심적인 애플리케

이션 서버가 되므로 같은 장비, 같은 JVM에서 운영하면 어느 정도 속도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코쿤도 아파치에서 개발하였으며 순수 자바로 이루어진 프레임워크이다. 웹에 표현하

기 위해 DOM, XML, XSL과 같은 W3C의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다. 코쿤은 톰캣에 배치된 

서블릿에 불과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핵심 요소이다. 코쿤을 사용하면 XML/XSL 패

러다임에 따라 내용과 표현을 분리할 수 있다.(코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코쿤 웹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EJB 컨테이너 : j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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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oss는 상용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오픈 소스 EJB 애플리케이션 

서버(1.1 완변 지원, 2.0 일부 지원)이다. 즉석 배치(hot deployment)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

치 작업이 배치 디렉토리에 EJB jar 파일을 놓는 것으로 끝난다. 자바 1.3의 동적 프록시

(dynamic proxy) 기능 덕분에 스텁(stub)과 스켈레톤(skeleton)을 자유롭게 컴파일

(dynamic compilation)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JINI 기술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기능

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톰캣이 내장된 jBoss 2.0을 사용한다. 2.0버전은 스파이더

MQ(SpyderMQ)를 이용하여 JMS(Java Messaging Service)를 사용할 수 있다. 엔터티 빈

을 관리하는 데는 JAWS(Just Another Web Storage),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pool)을 관

리하는 데는 미네르바(Minerva)가 사용된다. 

 

계층 구조 

J2EE 계층 구조(Figure1.gif)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을 

최소화해준다. 계층은 크게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서비

스(service), 도메인(domain),  퍼시스턴스(persistence)로 나눌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계층  

 

이 문서의 취지대로라면 프리젠테이션 계층에 주목해야 한다. J2EE에서는 단말기를 

웹 브라우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자바 스크립트를 사용한 HTML/JSP만이 가능하다. 앞

에서 얘기한 바대로 여기서는 다양한 단말기를 지원하기 위해 XML을 사용한다. 내용이 

표현 양식과 분리되면 다양한 표현 양식을 적용할 수 있다. XSLT를 사용하면 텍스트 형

식(HTML, XHTML)으로 표현할 수 있고, XSLFO(아직 추천할 정도는 아니다)를 사용하

면 바이너리 형식(PDF)으로 표현할 수 있고, SVG를 사용하면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만들 프리젠테이션 계층은 HTML이나 JSP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단순 XML 

파일과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실시간으로 작성되는 XML 파일을 사용한다. 그리고 조

회 규칙(querying device)에 따라 XSLT로 표현한다. 표현 작업(publishing engine)은 조회 

규칙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XSLT를 설정하는 작업이다. 이로써 내용과 양식을 분리하고 

각 부서의 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MVC(Model-View-Controller) 패턴과 비교하면, XML 문서가 모델이고 애플리케이션 계

층에서 동작하는 JSP가 컨트롤러이며 XSLT 파일이 뷰이다. 그러므로 XSLT 파일을 변경

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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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계층  

 

예약 Use Case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 고객을 추가한다(Add customer) 

? 고객 정보를 갱신한다(Update customer) 

? 예약한다(Make reservation) 

 

컨트롤러로 사용되는 JSP 페이지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이 할 일을 정의하며 자바 빈들의 

작업을 대표한다(delegate). 여기서 JSP는 서블릿을 손쉽게 작성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

로 어떠한 표현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코드는 다음과 같다. (reserve.jsp) 

 

코드 앞쪽(useBean 태그)에서 볼 수 있듯이 컨트롤러 JSP는 두 자바 빈, Customer 빈과 

Reservation 빈을 사용한다. 이로써 복잡한 EJB 작업을 추상화하고 자바 빈 작업을 단일

화할 수 있다. 그래서 JSP가 이만큼 간단할 수 있다. 게다가 몇몇 작업은 다른 페이지에서 

처리하게끔 한다. 이렇게 하면 자바 빈을 작성해서 서블릿 컨테이너에 배치하는 복잡한 

과정 없이 테스트할 수 있다. 

 

작업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면, 자바 빈들은 그들 자체의 XML 표현을 생성한다. 모든 자

바 빈들은 toXML()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빈이 표현하려는 데이터를 XML 형식의 문자

열로 반환한다. 지금은 빈의 속성(attribute)을 단순히 연결한 정도지만 DOM이나 JDOM

을 이용하여 좀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Customer 빈 

 

Customer 빈은 고객 정보를 설정하고 반환한다. 시퀀스 다이어그램(sequence diagram)을 

보면 사용자로부터 고객 성명을 받은 reserve.jsp가 자바 빈의 getCustomer() 메소드를 호

출한다. 빈은 미들웨어(middleware)를 통해 ReservationAgent라는 무상태(stateless) 세션 

빈을 호출한다. 등록된 고객이라면 빈은 등록 정보를 알아낸다. reserve.jsp 페이지는 

Customer 빈의 toXML() 메소드를 호출하고 XML문서 형식으로 된 문자열을 받아서 코

쿤 엔진으로 보내 알맞은 XSLT 문서와 함께 처리될 수 있게 한다. Customer 빈의 코드는 

다음과 같다.(CustomerJB.java) 

 

여기까지는 기본 순서로 다른 Use Case에서도 반복된다. 다만 XML 문자열이 코쿤 엔진

으로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금의 서블릿은 

어떤 서블릿의 출력이 다른 서블릿의 입력이 될 수 없다. [그림2](Figure2.gif)에서 이 한계

를 극복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다. JSP에서 자바 빈의 결과물인 XML 문자열을 세션에 설

정하여 또다른 서블릿, CocoonFromServlet으로 보낸다. 이 서블릿은 세션에서 String 객

체를 가져와서 HTTP 요구(request) 객체로 감싼다. 그 후 코쿤 엔진을 작동시키고 생성한 

HTTP 요구 객체를 보내 처리하도록 한다. 이 방법은 코쿤 1.7.4에서만 테스트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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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었으면 한다. 

 

고객으로 등록되었든 그렇지 않든 사용자가 다음으로 접하는 페이지는 고객 정보 페이

지이다. 등록 고객이라면 고객 정보가 등록 정보로 채워져 있고, 기존 정보를 수정하거

나 갱신할 수 있다. [그림3](Figure3.gif)은 기존 정보를 갱신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고, 

[그림4](Figure4.gif)는 고객으로 등록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새 고객일 경우에는 

이름만 등록된다. 

 

이 작업이 끝나면 콘트롤러 JSP는 Customer 빈의 setCustomer() 메소드를 통해 다시 세션 

빈을 호출한다. 이로써 고객 정보는 지속성이 있는 장치에 저장되고 문자열은 세션에 저

장된다. 콘트롤러 JSP는 호출될 때마다 이 문자열이 있는지 확인한다. 호출한 세션에 이 

문자열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고객 정보가 저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Reservation 빈 

 

Reservation 빈은 예약 정보를 설정하고 반환한다. JSP는 고객 정보가 저장되면 [그림5]

와 같이 예약 정보를 생성한다. 이 때 Reservation 빈을 사용한다. 

 

현재 고객 이름을 Reservation 빈에 설정하고 JSP에서 toXML() 메소드로 받은 결과 문자

열을 이전처럼 코쿤 엔진으로 보내서 처리한다.(ReservationJB.java) 

 

사용자가 예약 정보를 작성해서 JSP에 보내면, JSP는  Reservation 빈의 setReservation() 

메소드를 호출한다. 빈은 미들웨어를 통해 ReservationAgent라는 세션 빈을 호출하여 예

약 정보를 저장하고 예약 번호를 반환한다. 

 

서비스 계층 

 

서비스 계층은 컨트롤러의 영역이다. J2EE에서는 세션 빈이 컨트롤러 역할을 한다. 

Facade 패턴에 따라 세션 빈은 언제나 엔터티 빈을 숨기고 있다. 세션 빈은 Use Case를 

상징하며 트랜잭션 단위이기도 이다. 세션 빈이 존재함으로써 작업흐름(workflow)을 상

징하는 세션 빈이 엔터티 빈을 관리하는 서비스 기반 구조(service-based architecture)가 

가능하다. 세션 빈은 서버측에서 보면 확장된 클라이언트이기도 하다. 

 

세션 빈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상태(stateless) 세션 빈과 상태 지속(stateful) 세션 빈이 바

로 그것이다. 무상태 세션 빈은 메소드를 호출할 때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 일반적

으로 전달 인자가 많은 무상태 세션 빈은 디자인하기 어렵고 많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

발한다. 반대로 상태 지속 세션 빈은 클라이언트와의 상태를 유지한다. 디자인하기 쉽고 

클라이언트가 전달할 인자도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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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ReservationAgent라는 무상태 세션 빈을 사용하는데 이 세션 빈에는 다음과 같

은 네 가지 메소드가 있다. 

 

? getCustomer() 

? setCustomer() 

? getReservation() 

? setReservation() 

 

ReservationAgent는 작업흐름을 조정하고(control) Customer 엔터티 빈과 Reservation 엔

터티 빈을 조작한다(manipulate).(ReservationAgent.java) 

 

getCustomer() 메소드에서는 findByPrimaryKey() 메소드로 엔터티 빈을 찾아내서 엔터티 

빈의 getCustomerStateHolder() 메소드를 호출한다. State Holder 패턴에 의해서 value obje

ct는 특정 엔터티 빈과 관련된 데이터를 하나의 직렬화 객체(serializable object)로써 미들

웨어로 전달한다.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 이 패턴을 사용하면 사

용 중인 모든 데이터에 대한 복사본이 만들어 진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도록 한다. 데이

터가 읽기 전용(read-only)이거나 데이터를 내보낼 때 백엔드(backend)에서 락(lock)을 처

리할 수 있을 경우 사용하는 것이 좋다.(Figure6.gif) 

 

setCustomer() 메소드는 Customer 엔터티 빈을 찾아서 findByPrimaryKey() 메소드로 등록 

고객인지 확인한다. 등록 고객이 아니라면 새로운 엔터티 빈을 생성함으로써 고객으로 

등록한다.(Figure7.gif) 

 

getReservation() 메소드와 setReservation() 메소드는 대상이 Reservation 엔터티 빈이라

는 점을 제외하면 하는 일은 비슷하다. 

 

비즈니스 (도메인) 계층 

 

비즈니스 계층은 보통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공유하는 비지니스 객체들로 이루어져 있

다. 엔터티 빈이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행(row)을 가리키고, 그 빈을 공개 메소드(public ac

cessor method)로 조작할 수 있다면 상당히 잘 구성된 것이다. 

 

엔터티 빈도 컨테이너 관리 지속형(container manager persistent, CMP) 엔터티 빈과 빈 관

리 지속형(bean-managed persistent, BMP) 엔터티 빈으로 구분할 수 있다. CMP에서는 기

본적인 데이터메이스 작업(CRUD = create, read, update, delete)을 컨테이너가 총괄한다. 

BMP에서는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위한 SQL문을 작성해야 한다. 복잡한 데이

터베이스 구조를 가진 고전 시스템(legacy system)과 연동하려면 현재로서는 BMP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2.0에서는 CMP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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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간단하게 저장되어야 할 속성만을 가진 CMP 엔터티 빈으로 구성하였다. 저장

될 필드는 ejb-jar.xml 파일에서 지정한다.(ejb-jar.xml) 

 

그리고 이 계층에는 두 개의 CMP 엔터티 빈이 존재한다. 고객 정보를 대표하는 Custome

rBean이라는 엔터티 빈과 예약 정보를 대표하는 ReservationBean이라는 엔터티 빈이 바

로 그것이다. 둘 다 공유되는 엔터티 빈이다. 

 

Customer 엔터티 빈 

 

Customer 엔터티 빈에서 저장될 속성은 다음 세 가지이다. 

 

? name 

? address 

? cardNo(신용카드 번호) 

 

모두 String 객체이며, 프라이머리 키(primary key)는 name이다. jBoss 컨테이너는 자동적

으로 각 속성을 Customer 테이블의 각 필드로 연결하고 알맞은 자바 SQL 타입으로 변환

한다. 이 엔터티 빈에서는 중요한 메소드인 getStateHolder() 메소드와 setStateHolder() 메

소드를 구현한다. 또한 의무적으로 ejbFindByPrimaryKey() 메소드를 구현하고, ejbCreate(

) 메소드는 선택적이지만(optional) 구현한다. ejbCreate() 메소드는 새로운 Customer 엔터

티 빈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한다.(Customer.java) 

 

Reservation 엔터티 빈 

 

Reservation 엔터티 빈에서 저장될 속성은 다음 다섯 가지이다. 

 

? reservationNo 

? startDate 

? endDate 

? carType 

? customerName 

 

reservationNo 가 프라이머리 키이고 customerName은 외부 키(foreign key)이다. Customer 

엔터티 빈과 마찬가지로 getStateHolde() 메소드, setStateHolder() 메소드, 

ejbFindPrimaryKey() 메소드, ejbCreate() 메소드를 구현한다.(Reservation.java) 

 

ejbCreate() 메소드는 Reservation엔터티 빈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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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스턴스 계층 

 

여기서는 jBoss에서 포함된 하이퍼소닉(Hypersonic)이라는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다. 100KB라는 크기에 비하면 굉장히 뛰어난 소프트웨어이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면 좀 더 역사가 깊은 (mature)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도 상관없다. 

 

결 과 

HTML/JSP 표현 계층을 XML로 대체함으로써 단말기에서도 유연함을 갖게 된다. 다만 

각각의 단말기에 맞는 스타일 시트(style sheet)가 필요하다. 예제에서는 WAP 폰(노키아 

WAP 에뮬레이터)과 웹 브라우저(IE5, 넷스케이프 4.7, 모질라 최근 릴리즈)를 위한 스타

일 시트를 사용했다. 

 

스타일 시트는 단말기를 구분하는 태그에 따라 XML 파일에 포함되어야 한다. 코쿤은 헤

더(header)로 단말기를 구별하고 알맞은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여 XML 문서를 처리한다. 

 

소스 코드 

이 문서에 대한 전체 소스 코드는 문서와 함께 제공된다.(EJB+XML.zip) 소스 코드는 극

한 프로그래밍(extreme programming) 환경에서 개발되어 반복 개발(iterative development), 

단위 테스트(unit testing), 위험 유발(risk driven), 짝꿍 프로그래밍(pair programming) 같은 

방법론이 적용되었다. 소스 코드는 src 디렉토리에 있으며, 소스 코드가 있는 com 패키지

와 관련 테스트를 위한 test 패키지가 존재한다. 테스트는 JUnit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

용하여 이루어졌다. 프로젝트는 자바 기반 빌드(build) 도구인 Ant로 구축했다. 빌드 파

일은 src 디렉토리에 있다. 최상위 디렉토리에 있는 README 파일에는 소스 코드를 컴

파일하기 위한 환경이 적혀 있다. 컴파일 결과는 ear 파일로 jBoss의 deploy 디렉토리에 

생성하게 되어 있다. 

 

이 소스 코드는 또한 http://jaba.sourceforge.net/ 에서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써 제공되고 

있다.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수정된 소스 코드와 jBoss/톰캣 환경에서 코쿤을 설치하

는 방법을 얻을 수 있다. 누구라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준다면 기꺼이 맞이하겠다. 

 

결 론 

이 문서에서는 J2EE의 웹 브라우저 기반의 HTML 표현 계층을 보다 일반적인 XML 계층, 

즉 데이터(XML)와 표현 양식(XSLT)을 완전히 분리하여 단말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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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제시했다. 이제 XSLT만 변경하면 같은 데이터를 다른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XML을 처리할 수 있는 오픈 소스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었기에 이번 프로

젝트가 가능했다. 

 

XML은 정보 혁명(information revloution)으로 인해 급증하는 매체(media)를 확실하게 전

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XML은 우리 프로그래머들에게 데이터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표현이라든가 다른 여타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게다가 데이

터가 어떻게 표현되더라도 신경 쓰지 않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XML은 도처에 널린 

정보가 마침내 현실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