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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DClub.net 의 그림 동화 1 부 – 이제는 아키텍처다. 

 

1, 2회 연재3회 연재4회 연재

2001-09,10 : WWW, HTTP, CGI, 그리고 자바 서블릿 아키텍처

2001-10 : JSP 아키텍처

2001-11 : EJB 아키텍처

 

 

 2001-09 : WWW, HTTP, CGI, 그리고 자바 서블릿  

 2001-10 : 자바 서블릿(Java ServletTM) 아키텍처  

 2001-11 : JSP (JavaServer PagesTM) 아키텍처 

 2001-12 : EJB (Enterprise JavaBeansTM)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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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서블릿 아키텍처 

 

孔子曰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공자 가라사대, 

알기만 하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하니라. 

 

안다고 해서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리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좋아한다

는 것이다. 

단지 아는 것으로만 아키텍트가 될 수 있을까? 단지 좋아한다고 해서 아키텍트가 될 수 있

을까? 단지 즐긴다고 해서 아키텍트가 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한데 뒤섞이어 어우려질 때 비로소 득도의 경지에 이르지 않을까? 

 

 

from Yongwoo’s Park  

 

요즘은 영상 기술이 참 많이도 발전했습니다. 특히,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보다 더 실감나고 감동

적으로 만드는 것은 역동적인 카메라 동작과 다양한 각도의 촬영 기술이고, 이러한 영상 기술에 

의해 스포츠는 단순한 스포츠의 선을 넘어 예술로서 승화됨을, 그리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HTTP 를 이용한 단순한 웹에 숨결을 불어넣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CGI 와 이를 기

반으로 보다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자바 서블릿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에

서는 정말 살아있는 축구를 보듯이, 하나의 골을 넣는 장면을 정말 다양한 카메라 앵글로 잡아내

듯이, 자바 서블릿 기술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축구를 볼 때처럼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계속해서 나머지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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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GI 프로그래밍 vs. 자바 서블릿 프로그래밍 

 

1.1 개발자를 지치게 하는 CGI 프로그래밍 

 

CGI 의 가장 큰 목적은 기존의 시스템이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기존의 시스템과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간의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 받

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들을 정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림 1에서는 HTTP 요청과 HTTP 응답

에 대해 CGI 방식을 적용하는 그림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1. HTTP 프로토콜과 CGI 프로그램의 동작 과정 

 

①. 먼저, 웹 클라이언트는 HTTP 요청(GET 방식 또는 POST 방식) 메시지 내에 서비스를 요

청하기 위해 필요한 매개변수를 포함하여 웹 서버에게 전달합니다. 

②. 웹 서버는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온 HTTP 요청을 해석하여, 단순한 정적 자원(텍스트 

문서, 이미지, HTML 도큐먼트 등등)에 대한 요청일 경우 해당 자원을 리턴해 주고, 그렇

지 않고 CGI 요청일 경우 해당 CGI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웹 서버는 CGI 프로그램

에게 요청과 매개변수 데이터를 전달해 주기 위해 CGI 환경변수를 설정하고, 매개변수를 

전달해 주거나 또는 CGI 프로그램으로부터 생성된 결과 페이지를 전달 받기 위해 파이프

라인(Pipeline)1을 연결합니다. 

                                                        
1 파이프라인이란 두 개의 프로그램(A, B) 간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
다. 다시 말해서, A 프로그램의 표준 출력의 방향을 B 프로그램의 표준 입력으로 설정하고, A 프로
그램의 표준 입력의 방향은 B 프로그램의 표준 출력으로부터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
게 입출력 방향을 서로 연결하는 형태가 두 개의 프로그램 간에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처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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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웹 서버에 의해 실행된 CGI 프로그램은 웹 서버가 설정한 환경변수, 웹 서버가 파이프라

인을 통해서 출력하는 데이터, 웹 서버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시스템 자원, 기존의 정보 

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여러가지 자원들을 이용하여 웹 클라이언트가 요청

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④. CGI 프로그램에서 요청한 서비스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웹 클라이언트

에게 전달하기 위해, 결과 페이지에 해당하는 MIME 타입(일반적으로 text/html, HTML 페

이지)의 컨텐츠 데이터를 웹 서버와 연결된 파이프라인에 출력함으로써 웹 서버에게 전달

합니다. 

⑤. 웹 서버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CGI 프로그램에서 출력한 결과 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

를 읽어들여, HTTP 응답 헤더를 생성하고 결과 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HTTP 응답 

메시지의 엔티티 바디(Entity-Body)로 설정하여 웹 클라이언트에게 리턴해 줍니다. 

 

CGI 프로그램은 웹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실행되어, 각 요청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결과 페이지를 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CGI (Common Gateway Interface)는 HTTP 또는 웹 서버와 같은 정보 제공 서버와 외부 응용 

프로그램이 서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 서버는 웹 클라이언트으로부터 온 요청에 따라 동적인 결과 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해, 같은 머

신 상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웹 서버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에서는 

요청에 따라 적당한 결과 페이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1.2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자, 자바 서블릿 

 

자바에서도 CGI 방식을 따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바 서버 프로그래밍 기술인 

서블릿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바 서블릿은 웹 서버가 존재하는 서버측에서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때, 웹 서버측에서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주어야 겠지요. 

 

?? 웹 서버측에서 실행되므로 웹 상에서 HTTP 방식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아 실행되어야 하고, 또한 실행된 결과를 웹 클라이언트에

게 응답으로서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웹 서버측에서 실행되므로 CGI 방식을 따라야 한다. 

?? 기존의 웹 서버에서 자바를 지원해 주지 않으므로 자바 서블릿이 실행될 수 있도록 웹 

서버의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 

?? 웹 서버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웹 서버측에서 실행되는 자바 프로그램이므로 반드시 자바 문법을 따라야 한다. 

?? 자바 프로그램이므로 자바 가상머신 내에서 스레드 단위로 실행된다. 

 

                                                                                                                                                                             

다고 해서 파이프라인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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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림 2에서와 같은 아키텍처를 갖는 자바 서블릿 기술이 나

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림 2. HTTP 프로토콜과 자바 서블릿의 동작 과정 

 

그림 2에서는 웹 상에서 HTTP 프로토콜과 자바 서블릿의 동작과정에 대해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데, 눈치 빠른 독자라면 “HTTP 프로토콜과 CGI 프로그램의 동작과정”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웹 서버를 확장하여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바 가상머신 및 자

바 서버 기반의 실행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서블릿 컨테이너가 나타나는 것과 서블릿에 해당하

는 자바 클래스들은 서블릿 컨테이너 내에서 스레드 단위로 실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스 1 웹 클라이언트, 웹 서버, 서블릿 컨테이너, 서블릿 등은 머신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다. 

 
웹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라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즉 머신 자체를 생각하
게 됩니다. 그러나, 그림 3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웹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
을 의미하고, 웹 서버는 웹 서버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또한, 서블릿 컨테이너는 자바 서블릿을 
실행해 주기 위한 자바 가상머신을 포함한 실행 환경에 해당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
고, 자바 서블릿은 자바 프로그램이므로 당연히 자바 클래스이겠지요. 대신, Servlet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어야 겠지요. 그래야, 자바 컨테이너
가 서블릿의 해당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서블릿은 자바 프로그램이므로 하나의 클래스로서 나타날 것이며, JDBC 등과 같은 자바에

서 제공해 주는 모든 고급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먼저, HTTP 프로토콜과 서블릿의 동작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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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먼저, 웹 클라이언트는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 웹 서버에게 HTTP 요청(GET 방식 

또는 POST 방식)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때, 필요에 따라 매개변수와 웹 서버로부터 전에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쿠키 정보를 같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②. 웹 서버는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온 HTTP 요청을 해석하여, 서블릿에 대한 요청일 경

우 서블릿 컨테이너에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요청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

서 웹 서버와 서블릿 컨테이너가 메시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웹 서버가 실행되는 컴퓨터

와 서블릿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컴퓨터는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두 대의 컴퓨터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네트워킹을 하겠지요. 

③. 웹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전달받은 서블릿 컨테이너는 해당 서블릿을 생성하

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service()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보다 복잡한 처리가 이루어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④. 서블릿은 서블릿 컨테이너에 의해 인스턴스가 생성되어 필요에 따라 init() 메소드가 호출

되어 초기화되고, 다음으로 실제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service()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⑤. 서블릿에서는 서비스를 수행한 후, 해당 결과를 알려주기 위한 결과 페이지를 웹 서버에

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⑥. 웹 서버는 서블릿 컨테이너로부터 전달받은 결과 페이지를 웹 클라이언트에게 HTTP 응

답으로서 되돌려 줍니다. 

 

웹 서버와 서블릿 컨테이너는 무한한 확장성(Scalabilit)을 제공하기 위해 서로 네트워킹을 한다는 

것 역시 큰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웹 서버와 서블릿 컨테이너가 네트워킹을 한다는 것은 서로 

같은 머신에서 실행될 필요 없이, 두 대 이상의 머신에 분산되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이는 서버의 부하를 줄일 수 있고, 보다 쉽게 서버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1.3 CGI 프로그래밍 vs. 자바 서블릿 프로그래밍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WWW 상에서 웹 서버의 정적 컨텐츠 제공 기능을 확장하여 동적 컨

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CGI 방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환경변수 액세스, HTTP 요청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매개변수 액세스, URL 인코딩과 

URL 디코딩 등의 작업을 개발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CGI 를 이용하여 서버 프로그

램을 작성하고 디버깅 하기 어렵습니다. 

?? CGI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때문에 서버에 많

은 부하를 줄 수 있고, 이에 따라 응답(Response)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 유지보수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CGI 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서블릿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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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블릿은 프로세스가 아닌 스레드로 동작하고, 하나의 서블릿을 복사하여 여러 개의 요청

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입니다. 

?? 서블릿 패키지에서는 CGI 와 관련된 많은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으므로 서블릿

을 개발하기 쉽고 편리합니다. 

?? 데이터의 공유, 스레드 풀링, 영속성 기법들을 서블릿 컨테이너(또는 서블릿 엔지)에서 제

공해 주므로 그 기능이 막강합니다. 

?? 자바 가상머신에서 실행되므로 자바를 실행가능한 모든 운영체제와 서버에서 실행되고, 

이식성이 높습니다. 물론, 서블릿을 실행하기 위한 서버가 변경되었더라고 서블릿을 수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쉘을 빠저나가거나, 버퍼 오버플로우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안정적입니다. 

?? 대부분의 자바 개발환경과 실행환경은 물론 서블릿 컨테이너가 무료로 제공되므로 웹 사

이트 개발에 드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2.  정적인 웹을 살아 숨쉬게 해 주는 자바 서블릿 

 

불과 2~3 년 전만하더라도 단순히 서블릿 API 도큐먼트와 원서, 그리고 웹 상에 “나는 어떻게 했

더니 되더라!!” 식의 문서들을 보면서 서블릿을 공부하던 시절이 생각나는군요. 그 때 누군가가 

그림 3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서블릿에 대해 이쁜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 주었더라면 보

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새삼듭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JSP 를 했으면서도 자바 서블릿에 대해 들어

보지 못한 독자라도, 엔터프라이즈 빈을 이용하여 자바 서버를 개발했던 독자라도, 또는 지금 어

느 어두운 강의실 또는 방안에서 자바 서버 기술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독자라도, 아니면 아예 자

바 서버 기술에 대한 그 어느 말도 들어보지 못한 독자라 하더라도 그림 3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은 말

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지 이 작은 그림 한 장으로 자바 서블릿 기술에 대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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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바 서블릿의 기본적인 구조 

 

자바 서블릿 기술은 그림 3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요청을 받아 

자바 서블릿에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응답으로서 되돌려주기 위한 자바 서버측 프로그래밍 기술

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란 자바 서블릿은 자바 서버 즉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실행되고, 클

라이언트가 쇼핑한 물품 등과 같은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 세션을 사용할 수 있고, 웹 서버에 존

재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레거시 시스템에 접근할 수

도 있는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자바 서블릿은 자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나의 클래스로서 정의되어야 하며, 서블릿 컨

테이너에 의해 생성(인스턴스의 생성)되어 실행되므로 다음과 같은 생명주기(life-cycle) 메소드를 

갖게 됩니다. 

 

?? public void init(): 서블릿 컨테이너는 요청을 처리할 서블릿의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 서블

릿이 초기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init() 메소드를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호출해 줍니

다. 따라서, 서블릿에서 초기화시에 해야 할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서블릿 클래스의 init() 

메소드 내에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 public void service(...): 서블릿 컨테이너는 서블릿 인스턴스의 init() 메소드를 호출하여 서블

릿이 초기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런 후에, 서블릿 인스턴스의 

service(...) 메소드를 호출하여 서블릿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요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

도록 해 줍니다. 이 때, 서블릿이 요청과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ServletRequest 객체와 응답과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ServletResponse 객체

를 service()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매개변수로 전달해 줍니다. 따라서, 서블릿에서는 

ServletRequest 객체를 이용하여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에 해당하는 결과 페이지를 

ServletResponse 객체에서 얻은 PrintWriter 객체를 통해서 출력해 줍니다. 

?? public void destroy(): 서블릿이 요청과 관련된 작업을 모두 마치게 되면, 서블릿 컨테이너

에 의해 스레드 풀에 들어가거나 또는 메모리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스레드 풀에 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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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나중에 다시 실행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메모리에서 내려갈 때는 서블릿이 쓰레기 

수집(gabage collection)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블릿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

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블릿이 죽기전에 유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

해 서블릿 컨테이너에서는 서블릿 인스턴스의 destroy() 메소드를 호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블릿이 메모리에서 내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수행해야 할 작업이 있다면 

destroy() 메소드 내에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고, 서비스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과 함께 “name”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된 매개변수 값을 읽어오고, 이에 대한 결과 페이지로서 

“Hello, “와 함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출력해 주는 서블릿을 작성해 보자. 

 

Hello, Park 

 

이 때, 서블릿이 생성될 때 초기화 작업으로서 자신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서블릿 컨테이

너가 실행되고 있는 콘솔창에 출력하고, 서블릿이 메모리에서 내려 갈 때 마찬가지로 해당 메시지

를 서블릿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있는 콘솔창에 출력한다고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서블릿을 작성

할 수 있다. 참고로, 다음에 나오는 서블릿은 GenericServlet 추상클래스를 상속하여 작성한 일반 

서블릿이라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mport java.io.*; 
import javax.servlet.*; 
 
public class HelloServlet extends GenericServlet { 
   public void init() { 
      Systen.out.println("Created...");     // 태어났음을 알리는 메시지 출력 
   } 
 
   public void destroy() { 
      Systen.out.println("Destroyed...");   // 메모리에서 내려가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 출력 
   } 
 
   public void service(ServletRequest request, 
                     ServletResponse response) 
   throws ServletException, IOException { 
      response.setContentType("text/html; charset=euc-kr"); 
      PrintWriter out = response.getWriter(); 
 
      String name = reqeust.getParameter("name"); 
 
      out.println("<html>"); 
      out.println("<head>"); 
      out.println("<title>Hello, World!</title>"); 
      out.println("</head>"); 
      out.println("<body bgcolor=white>"); 
      out.println("<h1>Hello, " + name + "!</h1>"); 
      out.println("</body>"); 
      out.println("</html>"); 
 
      out.cl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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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三人三色: Servlet, GenericServlet, HttpServlet 

 

자바 서블릿에서는 서블릿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터페이스 및 클

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바 서블릿을 작성할 때 일관성을 부여하고, 이 일관성을 따름

으로써 다양하게 서블릿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javax.servlet.Servlet 인터페이스: 서블릿 인터페이스는 자바 서버에서 사용하기 위한 서블

릿이 어떻게 생겨야 하는 지를 정의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로서, 필요에 따라 서블릿 컨테

이너를 제공해 주는 업체에서 이 인터페이스 규격에 맞게 서블릿을 정의하여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블릿의 규약을 정의해 놓음으로써 누가 만든 서블릿이라 하더라고 

어떤 서블릿 컨테이너에서도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javax.servlet.GenericServlet 추상 클래스: HTTP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인 자

바 서블릿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좀 더 하위 레벨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서블릿을 작성할 때는 추상 클래스인 GenericServlet 클래스를 상속하여 service(...) 메소드

를 구현해 주면 됩니다. 

?? javax.servlet.http.HttpServlet 클래스: WWW 상에서 HTTP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자바 서블릿

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HttpServlet 서블릿을 상속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HTTP 요청 방식에 

따라 doGet(...) 메소드 또는 doPost(...) 메소드를 재정의해 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웹 애

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는 것은 HTTP 프로토콜을 따르게 되므로 HttpServlet 클래스를 상

속하여 서블릿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림 4에서는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Servlet 인터페이스, GenericServlet 추상클래스, HttpServlet 클

래스 등의 구현/상속 관계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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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ervlet, GenericServlet, HttpServlet 간의 구현/상속 관계 

 

먼저, Servlet 인터페이스에서는 자바 서블릿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으며, 

Servlet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 자바 서블릿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모든 메소드를 구현해 주

어야 합니다. 이러한 Servlet 인터페이스는 각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블릿이 갖는 규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며, 자바에서 강조하고 있는 WORA(Write Once, Run Anywhere) 특성을 제공해 주기 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바 서블릿을 작성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GenericServlet 추상클래스는 

Servlet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메소드중 service(...) 메소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바 서블릿을 작성한다는 것은 반드시 service(...) 메소드를 정의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서블릿에서 다시 정의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GenericServlet 추상클래스에서 구현하여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GenericServlet 추상클래스

에서는 Servlet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메소드 외에도 여러가지 필요한 메소드를 제공해 주

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TTP 프로토콜을 따르는 서블릿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HttpServlet 클래

스는 기본적으로 GenericServlet 추상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상

속이라는 것은 그림 4에서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상속하려는 클래스의 모든 기능을 가져와 자신

의 것처럼 사용하고, 그 외에 필요한 기능들을 새롭게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HttpServlet 클

래스에서는 GenericServlet 추상클래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service(...)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ttpServlet 클래스에서는 HTTP 프로토콜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해 주기 위해 추가적인 메

소드들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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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2 ServletRequest vs. HttpServletRequest 그리고 ServletResponse vs. HttpServletResponse 

 
이 때, 요청과 응답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서블릿만 HTTP 프로토콜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시 말해서, GenericServlet 서블릿의 service(...) 메소드
에서는 서블릿 컨테이너로부터 ServletRequest 객체 및 ServletResponse 객체를 전달받아 요청과 응
답 관련 작업을 하게 되고, HttpServlet 서블릿의 doGet(...) 또는 doPost(...) 등과 같은 서비스 메소드
에서는 서블릿 컨테이너로부터 HttpServletRequest 객체 및 HttpServletResponse 객체를 전달받아 요
청과 응답 관련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 4에서 보여주고 있는 GenericServlet 추상클래스와 HttpServlet 클래스의 관계처럼, 
ServletRequest 인터페이스를 상속하여 HttpServletRequest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고, 
ServletResponse 인터페이스를 상속하여 HttpServletResponse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
다. 여러분이 직접 상속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4.  세상엔 두 가지 서블릿이 있다. 일반 서블릿과 HTTP 서

블릿 

 

실제로 자바 서블릿은 GenericServlet 추상클래스를 상속하여 구현한 서블릿과 HttpServlet 클래스를 

상속하여 구현한 서블릿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HTTP 프로토콜을 따

르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HttpServlet 클래스를 사용할 필요없이 간단한게 GenericServlet 추상클래

스를 상속하여 구현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GenericServlet 추상클래스를 상속하여 구현한 

서블릿을 일반 서블릿(Generic Servlet)이라 하고, HttpServlet 클래스를 상속하여 구현한 서블릿을 

HTTP 서블릿이라 합니다. 

그림 5에서는 GenericServlet 추상클래스를 상속하여 구현한 일반 서블릿이 서비스 하는 것과 

HttpServlet 클래스를 상속하여 구현한 HTTP 서블릿이 서비스 하는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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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TTP GET 방식의 요청과 자바 서블릿 아키텍처 

 

그림 5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일반 서블릿에 대한 요청이 전달되었을 

경우, 서블릿 컨테이너에서는 ServletRequest 객체와 ServletResponse 객체를 생성하여 일반 서블릿

의 service(...)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매개변수로 전달함으로써, 일반 서블릿에서 요청과 응답 관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HTTP 서블릿에 대한 요청이 전달되었을 경우, 서블릿 컨테이너에서는 

HttpServletRequest 객체와 HttpServletResponse 객체를 생성하여 HTTP 서블릿의 doGet(...) 또는 

doPost(...)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매개변수로 전달함으로써, HTTP 서블릿에서 요청과 응답 관련 작

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HTTP 서블릿에서는 쿠키(Cookie)와 세션(Session)과 같은 

HTTP 관련 요소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스 3 일반 서블릿 vs. HTTP 서블릿 

 
이렇게 자바 서블릿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일반 서블릿과 HTTP 서블릿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서블릿은 무조건 service(...) 메소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HTTP 서블릿은 doGet(...) 
또는 doPost(...) 등과 같은 doXxx(...) 형태의 메소드를 통해 HTTP 요청 방식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HTTP 서블릿은 일반 서블릿을 상속하여 확장한 것이므로 
service(...) 메소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일반 서블릿과 
HTTP 서블릿의 역할 분담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 HTTP 서블릿은 쿠키와 세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서블릿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따
라서, 굳이 쿠키와 세션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일반 서블릿을 사용하는 것이 편할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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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일반 서블릿은 서버 상태 모니터링, 서버 시스템 자원 접근 등과 같은 시스템 레벨의 저

수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서블릿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고, HTTP 서블릿
은 쿠키 또는 세션 등과 같은 고급 HTTP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서블릿을 작
성할 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서블릿을 이용하여 서버 컴파일 서비스를 제공해 주
거나,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실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HTTP 서블릿을 이
용하여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일반 서블릿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은 HTTP 서블릿에서 할 수 있다. 
 

 

5.  깊고 푸른 HTTP 서블릿의 안쪽 -.-‘ 

 

일반 서블릿을 작성했다면, HTTP 요청 방식이 GET 방식이던지 또는 POST 방식이던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모양새를 갖는 service(...) 메소드가 호출되어 처리하게 된다. 

 

public void service(ServletRequest request, ServletResponse response) 

 

그런데, HTTP 서블릿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요청을 처리하여 응답을 되돌

려 주는 과정이 조금은 더 복잡해 집니다. 왜냐하면, HTTP 서블릿에서는 HTTP 요청 방식에 따라 

처리하려는 메소드를 따로 정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HTTP GET 방식의 요청

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doGet(...) 메소드를 정의하도록 했고, HTTP POST 방식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doPost(...) 메소드를 정의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림 6에서는 HTTP 서블릿이 웹 클라

이언트로부터 전달된 요청을 각 HTTP 요청 방식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내부 흐

름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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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TTP 서블릿의 내부 흐름도 

 

실제로,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HTTP 서블릿의 service(...)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그림 6에서 보여

주고 있는 것과 같이 내부적으로 호출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웹 클라이언트는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 웹 서버에게 HTTP 요청(GET 방식 

또는 POST 방식) 메시지를 보냅니다. 웹 서버는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온 HTTP 요청

을 해석하여, 서블릿에 대한 요청일 경우 서블릿 컨테이너에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요청을 

전달합니다. 

②. 웹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전달받은 서블릿 컨테이너는 HttpServletRequest 객체

와 HttpServletResponse 객체를 생성한 후, HTTP 서블릿의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service(...)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두 객체를 매개변수로 전달해 줍니다. 

이 때, 호출되는 service(...) 메소드는 GenericServlet 추상 클래스로부터 상속하여 재정의한 

다음의 메소드입니다. 

public void service(ServletRequest request, ServletResponse response) 

③. GenericServlet 추상 클래스로부터 상속하여 재정의한 service(...) 메소드에서는 매개변수로 

전달받은 ServletRequest 객체와 ServletResponse 객체를 각각 원래의 데이터 형인 

HttpServletRequest 객체와 HttpServletResponse 객체로 변환한 후, HttpServlet 클래스에서 정

의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service(...)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public void service(HttpServletRequest request, HttpServletRespons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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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HttpServlet 클래스로부터 상속하여 재정의한 service(...) 메소드에서는 HTTP 요청 방식에 

따라 해당 HTTP 요청 방식을 처리하기 위해 정의된 doXxx(...)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⑤. doXxx(...) 메소드에서는 HttpServletRequest 객체로부터 요청과 관련된 정보, 매개변수, 쿠

키 등의 데이터를 얻어와 해당 작업을 수행한 후, HttpServletResponse 객체로부터 얻는 out 

객체를 이용하여 결과 페이지에 해당하는 코드를 출력해 줍니다. 

⑥. 서블릿 컨테이너는 서블릿에서 생성한 결과 페이지를 네트워킹을 통해 웹 서버에게 전달

하고, 웹 서버는 웹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으로서 되돌려 주게 됩니다. 

 

그림 4와 그림 6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자바 서블릿 패키지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HttpServlet 클래스에서는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주요 메소드

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public void service(ServletRequest request, ServletResponse response): GenericServlet 추상클래스

의 service(...) 메소드를 재정의하고 있다. 

?? protected void service(HttpServletRequest req, HttpServletResponse res): HttpServlet 클래스에서 

HTTP 요청 방식에 따라 관련 doXxx(...)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메소드이다. 

?? protected void doXxx(HttpServletRequest req, HttpServletResponse res): HTTP 요청 방식에 따라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메소드로서, GET 방식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doGet(...), POST 방

식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doPost(...), HEAD 방식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doHead(...), 

PUT 방식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doPut(...), DELETE 방식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doDelete(...), OPTIONS 방식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doOptions(...), TRACE 방식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doTrace(...) 등의 메소드가 있다. 이 때, HTTP 서블릿을 작성할 때 대부분

의 경우 doGet(...) 메소드 또는 doPost(...) 메소드를 이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6.  산을 볼 수 있는가? (또는 자바 서블릿 아키텍처) -.-‘ 

 

자바 서블릿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바 서블릿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바 서블릿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패키지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 7

에서는 이러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javax.servlet 패키지: 자바 서블릿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를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자바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ervlet 인터페이스, ServletRequest 인터페이스, 

ServletResponse 인터페이스, ServletConfig 인터페이스, ServletContext 인터페이스, 

RequestDispatcher 인터페이스, ServletInputStream 클래스, ServletOutputStream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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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icServlet 클래스 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 javax.servlet.http 패키지: HTTP 프로토콜을 따르는 자바 서블릿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자바 기

반의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HttpServletRequest 

인터페이스, HttpServletResponse 인터페이스, HttpSession 인터페이스, HttpServlet 클래스, 

Cookie 클래스, HttpSessionEvent 클래스, HttpUtils 클래스 등이 제공됩니다. 

 

 

그림 7. 자바 서블릿 아키텍처 

 

먼저, 자바 서블릿에서 일반 서블릿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와 

서블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GenericServlet 클래스: 일반 서블릿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GenericServlet 클래스를 상속하여, 

service(...) 메소드를 재정의 해 주어야 합니다. 

?? ServletRequest 인터페이스: 일반 서블릿에서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요청과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CGI 환경변수 값을 참조하거나,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매개변수를 파싱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요청에 

대한 헤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ServletResponse 인터페이스: 일반 서블릿에서 웹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응답과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ServletResponse 객체를 이용하여 

PrintWriter 객체를 얻은 후, 결과 페이지를 출력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응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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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헤더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바 서블릿에서 HTTP 서블릿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

스와 서블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ttpServlet 클래스: HTTP 서블릿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HttpServlet 클래스를 상속하여 처리

하고자 하는 HTTP 요청에 해당하는 doXxx() 메소드를 재정의 해 주어야 합니다. 

?? HttpServletRequest 인터페이스: HTTP 서블릿에서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요청과 관련

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CGI 환경변수 값을 참조하거

나,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매개변수를 파싱하거나, 또는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

된 쿠키 데이터를 파싱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HTTP 요청에 대한 헤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HttpServletResponse 인터페이스: 일반 서블릿에서 웹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응답과 관련

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ServletResponse 객체를 이용

하여 PrintWriter 객체를 얻은 후, 결과 페이지를 출력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HTTP 응답에 대한 헤더 정보를 설정하거나, 웹 클라이언트에게 부여할 쿠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서블릿을 작성하거나 또는 HTTP 서블릿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javax.servlet.ServletConfig 인터페이스: 일반 서블릿 또는 HTTP 서블릿의 이름, 실행되고 

있는 실행 환경 등과 같은 서블릿의 구성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 javax.servlet.ServletContext 인터페이스: 일반 서블릿 또는 HTTP 서블릿이 실행되고 있는 

실행 환경과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서블릿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conf 파일에 설정된 서블릿의 초기화 매개변수 값을 얻거나, 서블릿 컨테이너의 

로그 파일에 로그 메시지를 출력하거나,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같이 실행되고 있는 서블릿

을 얻거나, 또는 서블릿의 실제 디렉토리를 구하거나, include 또는 forward 하기 위한 서

버 자원의 RequestDispatcher 객체를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javax.servlet.RequestDispatcher 인터페이스: 서블릿이 다른 서블릿의 실행하여 응답으로서 

생성된 결과 페이지를 include 하거나, 또는 다른 서블릿으로 forward 하기 위해 해당 서블

릿에 대한 RequestDispatcher 객체를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javax.servlet.http.HttpSession 인터페이스: 특정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어 있는 세션 기간 동안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모든 클라이언트

는 자신만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각각의 세션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클라이

언트가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 정보를 서버측에서 유지하기 위해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할당된 세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javax.servlet.http.Cookie 클래스: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쿠키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

거나, 또는 웹 클라이언트에게 쿠키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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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서블릿에서는 쿠키(Cookie)와 세션(Session)과 같은 HTTP 관련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웹 클라이언트, 웹 서버, 웹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HTTP 기반의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8와 같습니다. 

 

 

그림 8.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7.  맛보기 예제 퍼레이드 (또는 자바 서블릿 Tip & Tech) 

 

자바 서블릿을 작성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고급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옥과 같은 

팁&테크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7.1 내가 처리하지 못한다면 다른 페이지로 forward 

 

만약, 서블릿 작업을 하던 중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예외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는 페이지

로 이동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로그인 처리 또는 방명록 작성시 해당 요청을 처리한 후, 자

동으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이 때, 서블릿에서는 forward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간단한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ry { 

   ... 

} catch(Exception e) { 

   ServletContext context = getServlet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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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est.setAttribute("exception", e); 

   RequestDispatcher disp = context.getRequestDispatcher("/servlet/ErrorPageServlet"); 

   disp.forward(request, response); 

} 

 

7.2 다른 페이지의 결과 페이지로 내 페이지 안으로 include 

 

요즈음은 하나의 페이지를 여러 개의 조각 페이지로 분리하여 각 페이지를 생성한 후, 각 조각 페

이지를 해당 위치에 포함시켜 하나의 커다란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

적인 예가 자주 사용하는 머릿말 페이지와 꼬릿말 페이지를 따로 페이지로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현재 생성하는 페이지에서 해당 위치에 포함시켜 새로운 페이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inlcude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간단한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estDispatcher disp=null; 

ServletContext context = getServletContext(); 

... 

disp = context.getRequestDispatcher("/HeaderPage.html"); 

disp.include(request, response); 

... 

disp = request.getRequestDispatcher("/FooterPage.html"); 

disp.include(request, response); 

 

7.3 클라이언트에게 쿠키 주기 

 

웹 애플리케이션이 고급화되면서 방명록을 작성할 때 자신이 예전에 입력한 데이터로 방명록 입

력폼이 자동으로 채워지거나, 아이디 기억하기 체크박스를 체크해두면 다음에 로그인 할 때 아이

디가 자동으로 입력되거나, 또는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처음에 뜨는 팝업창에서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다음부터는 팝업창이 뜨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작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를 위해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사용자의 편

의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의 디스크에 저장하고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쿠키를 부여받은 웹 사이

트를 다시 방문할 때 해당 쿠키를 가져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웹 서버에서는 쿠키를 

웹 클라이언트에게 쿠키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쿠키를 부여하기 위한 간단한 코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tring author = request.getParameter("Author"); 

String email = request.getParameter("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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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ie cookie=null; 

cookie = new Cookie("Author", author); 

cookie.setMaxAge(365*24*3600);   // 365 일 = 365 x 24 시간/일 x 3600 초/시간 

response.addCookie(cookie); 

... 

cookie = new Cookie("EMail", email); 

cookie.setMaxAge(365*24*3600);   // 365 일 x 24 시간/일 x 3600 초/시간 

response.addCookie(cookie); 

 

쿠키를 부여할 때 쿠키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Cookie 클래스에서는 

setMaxAge() 메소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쿠키의 유효기간을 –1 과 같은 음수 값으로 설정하거

나 또는 디폴트 값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닫는 순간 부여받은 쿠키를 지우도록 하는 

것이고, 쿠키의 유효기간을 0 으로 설정하면 당장 쿠키를 지우도록 하는 것이고, 쿠키의 유효기간

을 특정 값으로 설정하면 해당 시간 만큼 쿠키가 유효하게 됩니다. 이 때, 설정할 수 있는 쿠키의 

유효기간 단위는 초단위로서, 365 일 정도의 유효기간을 주기 위해서는 위의 예에서와 같이 하면 

됩니다. 

 

7.4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쿠키 맛보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과 함께 전달된 쿠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몇 개의 데이터만 가져올 경우와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경우입니다. 

먼저, 몇 개의 데이터만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for 루프 내에서 쿠키의 이름을 비교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String login=null; 

Cookie[] cookies = request.getCookies(); 

for(int i=0;i<cookies.length;i++) { 

   if("login".equals(cookies[i].getName())) { 

      login = cookies[i].getValue(); 

      break; 

   } 

} 

 

다음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할 경우에는 다음에서와 같이 Hashtable 객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ashtable cookieHash = new Hashtable(); 

Cookie[] cookies = request.getCoo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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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int i=0;i<cookies.length;i++) { 

   Cookie cookie = cookies[i]; 

   String name = cookie.getName(); 

   String value = cookie.getValue(); 

   cookieHash.put(name, value); 

} 

String author = (String)cookieHash.get("author"); 

String phone = (String)cookieHash.get("phone"); 

... 

 

7.5 세션을 이용한 클라이언트만의 정보 유지 

 

어떤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의 사이트에 들어와 쇼핑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 때, 클라이언트가 구

매한 물품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서버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 자바 서블릿에서는 같은 서블릿

을 실행하더라도 현재 실행될 떄의 페이지 내에서만 정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페

이지를 요청하여 데이터를 변경했더라고, 다음 요청시에도 그 데이터가 변경했던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초기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자바 서블릿에서는 

HttpSession 클래스를 통해서 세션이라는 개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션은 각 클라이언트가 이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 동안 각 클라이언트마다 고유의 세션을 생성

하여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클라이언트의 정

보를 세션을 이용하여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션은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끊거나 또는 세션 

타임아웃(일반적으로 30 분) 동안 사용자가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세션을 생성하고 세션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getSession()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true 값을 매개변수로 전달해 준 것은 세

션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세션을 가져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션을 새롭게 생성하라는 의미

입니다. 

 

String id = request.getParameter("id"); 

String password = request.getParameter("password"); 

... 

HttpSession session = request.getSession(true); 

session.setAttribute("login.id", id); 

session.setAttribute("login.password", password); 

 

다음으로,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세션에 데이터가 저장될 때는 항상 Object 형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세션

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후에는 반드시 원래의 데이터형으로 형변환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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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ssion session = request.getSession(true); 

... 

String id = (String)session.getAttribute("login.id"); 

String password = (String)session.getAttribute("login.password"); 

 

마지막으로, 세션을 가져오면서 이 세션이 새로 생성된 세션인지 아니면 기존에 생성해서 사용하

고 있는 세션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isNew() 메소드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ssionBindingData data = null; 

HttpSession session = request.getSession(true); 

if(session.isNew()) { 

   data = new SessionBindingData(); 

} else { 

   data = (SessionBindingData)session.getAttribute("mySessionData"); 

   data.myCount++; 

} 

session.setAttribute("mySessionData", data); 

 

8.  다음편 예고 

 

CGI 의 단점을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웹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한 자바 서블릿 기술이 나타나

게 되었고, 우리는 서블릿이 최고의 기술인양 사용하여 웹 사이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지 않아 모든 서비스가 웹을 기반으로 제공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웹 애플리케이션이 나타

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웹 애플리케이션은 프로그래머 혼자서의 노력이 아닌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즉 프로그램 상에서 결과 페이지를 생성하

기 위한 코드를 출력하는 서블릿은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발이 완전히 끝난 웹 사이트의 경우 프로그램의 수정이 아닌 디자인의 수정만 있더라도 서블릿 

프로그램을 수정한 후 다시 컴파일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의 역할과 프로그래머의 역할을 확실히 분리해 주어

야 했으며, 이는 그림 9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디자이너의 역할인 정적인 HTML 페이지와 

프로그래머의 역할인 로직 및 동적 데이터의 생성 작업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HTML 페이

지를 기반으로 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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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의 역할을 분리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 

그림 9에서는 기존의 서블릿에 포함되어 있던 디자이너의 역할인 HTML 코드가 JSP 페이지로 분

리되고, 프로그래머의 역할인 프로그래밍 코드가 자바 빈으로 분리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

다. 예고편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보여 주었나요? 다음호를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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