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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Web Start 1.0 개발자 가이드 

 

Developer’s Guide는 Java TM Web Start와 JNLP 기술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

는 방법을 설명한 문서이다. 

comment와 feedback은 javawebstart-feedback@eng.sun.com으로 보내주기 바란다. 

Java Web Start 기술 

Java Web Start는 웹브라우저와 연결되어 동작하는 헬퍼(helper) 애플리케이션이다. 사

용자가 특별한 시작(launch)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브라우저는 Java 

Web Start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Java 기술 기반의 애플리케이션(Java Technology-

based application)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download), 캐쉬하고(cache), 실행한다(run).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은 처음 한번의 클릭을 제외하면 사용자와의 어떠한 상호작용

(interaction) 없이 이루어진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Java Web Start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deploy)하는데 사용하는 매

력적인 플랫폼으로써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o Java Web Start는 전적으로 Java 2 SE 플랫폼으로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시키기(launch)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어떠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도 웹 
서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윈도우 95/98/2000, 리눅스, 솔라리

스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플랫폼에 배치되도록 할 수 있다. Java 플랫폼은 매
우 강하고(robust), 생산성이 높으며, 인상적인(expressive) 개발 플랫폼으로, 개
발과 테스트 비용을 최소화해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준다. 

o Java Web Start는 Java 2 플랫폼 Standard Edition의 다양한 버전을 지원한다. 그
러므로, 애플리케이션은 Java 2 SE 1.3.0과 같이 필요한 플랫폼의 특별한 버전

을 요청할 수 있다.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은 충돌(confilict)없이 서로 다른 플랫

폼 버전에서 동시에 실행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버전을 요구한다면 Java Web Start 는 해당 버전의 플

랫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받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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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Java Web Start는 애플리케이션이 웹 브라우저에 독립적으로 실행되는(launch
)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기능은 브라우저를 통한 실행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오프라인(off-line) 상태에서 작동(operation)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애플리케이션을 데스크탑의 단축아이콘을 통해서 실행함으로써 
웹으로 배포된(Web-deployed) 애플리케이션을 마치 네이티브(native) 애플리

케이션처럼 실행시킬 수 있다. 
o Java Web Start는 Java 플랫폼 고유의 보안을 이용한다. 애플리케이션들은 기

본적으로 로컬 디스크와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당하는 보호 환경 

모래상자(protective environment - sandbox) 에서 실행된다. 이는 사용자가 믿을

 수 없는 출처로부터의 애플리케이션이라 할지라도 안전하게 실행시킬 수 있
도록 한다. 

o Java Web Start는 브라우저에 독립적이며 대부분의 플랫폼에 독립적이다. 그
러므로 사실상 모든 브라우저에서 이상 없이 동작하며,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Java 2 SE를 지원하는 모든 플랫폼으로 포팅 될 것이다. 
o Java Web Start를 통해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로컬 시스템에 캐쉬된다. 

그러므로, 이미 다운로드 받은 애플리케이션은 전통적으로 인스톨된 애플리

케이션처럼 한큐에 실행된다. 

 

Java Web Start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Java TM Network Launching Protocol & API (JNLP)

이다. 이 기술은 현재 Java Community Process (JCP)를 통해 개발 중에 있다. Java Web Sta

rt는 JNLP 스펙을 위한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reference implementation : RI)이다. JNL

P 기술은 JNLP 파일을 호출한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기술하는 표준 파

일 형식을 정의한다. 

어디서 Java Web Start를 다운받을 수 있는가? 

Java Web Start는 http://java.sun.com/products/javawebstart/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JNLP 스펙은 http://java.sun.com/aboutJava/communityprocess/jsr/jsr_056_j

nlp.html 에서 찾을 수 있다. 

요구사항 

데스크탑/클라이언트 요구사항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Java Runtime Environment (JRE) 버전 1.2.2 나 그 이상의 버전이 필

요하다. Java Web Start 버전 1.0 은 Windows 95/98/NT/2000, Solaris (SPARC & Intel 

editions), 그리고 Linux (RH6.1/x86)에서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README 

(http://java.sun.com/products/javawebstart/docs/readme.html) 문서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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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요구사항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종류의 표준 웹 서버로부터도 배치될 수 있다. Java Web Start를 사

용하기 위해서 웹 서버는 아래의 설명대로 새로운 MIME 타입을 지원하도록 설정되어

야 한다. 

웹 사이트 셋팅 

Java Web Start는 HTTP 프로토콜이나 웹 서버와 같이 현존하는 인터넷 기술을 사용한다

. 그래서 HTML 기반의 컨텐츠를 배포하는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가 Java Web St

art를 이용하여 Java 기술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한하여 

웹 서버를 통해 접근 가능한 모든 파일들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보통 하나 혹은 그 이상

의 JAR 파일과 JNLP 파일을 웹 서버의 디렉토리에 복사하는 것을 뜻한다. 웹 서버가 

Java Web Start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설정은 HTML 기반의 컨텐츠를 배포하

는 것과 유사하다. 단 주의할 점은 웹 서버에 새로운 MIME 타입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1. Web server를  Java Web Start MIME 타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jnlp 확장자를 가진 모든 파일들이 application/x-java-jnlp-file MIME 타입을 가지도록 설

정한다.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들은 특정 컨텐트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컨

텐트로부터 반환(return)되는 MIME 타입을 사용한다. Java Web Start가 실행되기 위해 

서버는 JNLP 파일에 대해 application/x-java-jnlp-file MIME 타입을 반환해야 한다. 

MIME 타입을 추가하기 위한 방법은 웹 서버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아파치 웹 서버에서

는 다음의 내용을 .mime.types 설정 파일에 추가해야 한다. 

 

application/x -java-jnlp-file JNLP  

 

웹 서버에 대한 스펙을 다룬 문서를 참고하라. 

 

2.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JNLP 파일을  만들어라.  

JNLP 파일을 생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요구사항에 

맞추어 수정하는 방법이다. 

JNLP 파일의 구문(syntax)과 형식(format)은 다음 절(section)에 기술되어 있다. 

 

3. 어플리케이션이  웹서버에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라 .  

애플리케이션의 JAR 파일들과 JNLP 파일을 JNLP 파일 내에 기재된 URL로 접근 가능하

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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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  페이지에  JNLP의 Link를  만들어라 .  

JNLP 파일에 대한 링크는 표준 HTML 링크이다. 예는 다음과 같다. 

 

   <a href="MyApp.jnlp">Launch My Application</a>  

 

설정 첫 단계에 의해 웹 서버는 .jnlp  확장자를 가진 파일에 대해서 자동으로 application/

x-java-jnlp-file MIME 타입을 반환할 것이다. 웹 브라우저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Java 

Web Start를 실행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Java Web Start 인스톨러(installer)에 대한 링크 역시 웹 페이지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

야만 Java Web Start를 설치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다. 

Java Web Start가 인스톨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Java Web Start가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는 HTML 페이지에 JavaScript나 VBScript를 사용

하여 알아낼 수 있다. 예제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으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링크가 추

가될 수 있다. 

 

    <SCRIPT LANGUAGE="Javascript">  

        <!--  

        insertLink("http.://www.mycompany.com/my-app.jnlp",  

                   "My Application");  

        // -->  

    </SCRIPT>  

 

insertLink 메소드는 Java Web Start 가 설치되어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만약 설치되어 

있다면 HTML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a href="http.://www.mycompany.com/my-app.jnlp">My Application</a>  

 

만약 Java Web Start가 설치되어있지 않다면 다음의 HTML이 뿌려질 것이다. 

 

    Need to install Java Web Start  

 

실제 상황에서는 다운로드 페이지에 대한 링크가 되어야 할것이다. 

예제 JavaScript와 VBScript는 다음과 같다. 

 

       <SCRIPT LANGUAGE="Javascript">  



Java Web Start 1.0 개발자 가이드  Issued by: <전부현> 
Revision: <1.0>  <2001/01/18> 

JSTORM  <8/26> 

          var javawsInstalled = 0;  

          isIE = "false";  

 

          if (navigator.mimeTypes && navigator.mimeTypes.length) {  

             x = navigator.mimeTypes['application/x -java-jnlp-file'];  

             if (x) javawsInstalled = 1;  

          } else {  

             isIE = "true";  

          }  

 

          function insertLink(url, name) {  

           if (javawsInstalled) {  

                document.write("<a href=" + url + ">"  + name + "</a>");  

             } else {  

                document.write("Need to install Java Web Start");  

             }  

          }  

      </SCRIPT>  

 

      <SCRIPT LANGUAGE="VBScript">  

          on error resume next  

          If isIE = "true" Then  

            If Not(IsObject(CreateObject("JavaWebStart.IsInstalled"))) Then  

                  javawsInstalled = 0  
            Else  
                  javawsInstalled = 1  
            End If  
          End If  

      </SCRIPT>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점 

Java Web Start로 배포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은 보통 Java 2 플랫폼에서 

stand-alone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애플리케이션의 시작 

포인트(entry point)는 표준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v) 메소드이다. 

그러나, 웹 배포(애플리케이션의 자동 다운로드와 실행)를 지원하고 보안 모래상자

(sandbox)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 

o 애플리케이션은 반드시 JAR 파일들의 집합으로 배달되어야 한다. 

o 파일이나 이미지와 같은 모든 애플리케이션 자원(resource)들은 JAR 파일들에

 저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Java 2 플랫폼의 getResource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Java Web Start 1.0 개발자 가이드  Issued by: <전부현> 
Revision: <1.0>  <2001/01/18> 

JSTORM  <9/26> 

o 만약 애플리케이션이 보안 모래상자 내에서 실행되도록 작성되었다면, 다음

의 제한 사항들을 따라야 한다. 
--  로컬 디스크에 대한 접근은 안된다. 

-- 모든 JAR 파일들은 같은 호스트로부터 다운로드 되어야 한다. 
-- 네트워크 컨넥션은 JAR 파일들이 다운로드된 호스트로만 가능하다. 

-- security manager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 native library 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 그러나 애플리케이션은 System.exit 콜은 사용할 수 있다. 

o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은 signed JAR 파일들의 집합으로 
배달되어야 한다. 각각의 JAR 파일은 개별적으로 sign되어야 한다. 

JAR 파일에서 Resource를 가져오기 

Java Web Start는 단지 JAR 파일들만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전송할 것이다. 그리고 

로컬 컴퓨터의 어느 장소에 JAR 파일들을 저장할 것인지 결정한다. 그러므로, 애플리케

이션은 이미지 파일이나 설정 파일들과 같은 자원들에 대한 디스크에 대한 상대 주소

(disk-relative reference)를 사용할 수 없다. 

 

모든 애플리케이션 자원들은 JNLP파일의 resource section내에 기술된 JAR 파일들로부

터 검색하거나, 웹 서버에 대한 명시적인 HTTP request를 이용해 사용되어야 한다. 두 가

지 방법 중 JAR 파일들에 자원들을 저장하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JAR 파일들은 

Java Web Start에 의해 로컬 컴퓨터에 캐쉬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코드는 JAR 파일로부터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예제이다. 

 

   // classloader를 가져온다.  

   ClassLoader cl = this.getClass().getClassLoader();  

   // 아이콘을 생성한다.  

   Icon saveIcon  = new ImageIcon(cl.getResource("images/save.gif"));  

   Icon cutIcon   = new ImageIcon(cl.getResource("images/cut.gif"));  

   ...  

 

예제는 애플리케이션의 JAR 파일들 중 하나에 다음의 엔트리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images/save.gif  

images/cut.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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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  코드  Signing 

Java Web Start는 다음과 같은 보안 이슈를 가지고 있다. 

o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로컬 파일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의적인 코드

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o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파괴하려 하는 코드로부터 기업을 보

호해야 한다. 

 

Java Web Start를 통해 실행된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저장 장치나 로컬 네트워크

와 같은 로컬 컴퓨팅 자원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서 실행된다. 이러한 모래상자 

환경에서 Java Web Start는 다운로드되고 잠재적으로 믿을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이 로

컬 파일이나 네트워크의 보안을 손상시킬 수 없도록 보증한다. 

 

Java Web Start가 지원하는 부가적인 보안 측면들은 digital code signing이다. 만약 실행

된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sign된 JAR 파일들로 배달되었다면, Java Web 

Start는 JAR 파일의 내용이 sign된 후 수정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digital 

signature의 확인에 실패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이 제3자에 의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

으므로, Java Web Start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는다. 

 

code signing에 대한 지원은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양쪽에 모두 중요하다. 이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이 믿을 수 있는 출처로부터 

왔다는 것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가 code를 

sign함으로써, 웹상에서 어떤 다른 사용자도 애플리케이션을 흉내낼 수 없음을 양쪽 다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에 의해 확인된 signed 애플리케이션은 로컬 디스크에 대한 접근

과 같이 부가적인 시스템 권한을 요청할 수 있다. 

Java Web Start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기 전에 signer의 인증서에 기반하여 애플리케

이션의 출처를 표시하는 윈도우를 제공한다. 이는 사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

로 다운로드된 코드에 부가적인 권한을 부여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 

모든 JAR 파일들이 JNLP 파일 내에서 다음의 설정을 포함하도록 sign되어 있다면 애플

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 

 

<security>  

   <all-permissions/> 

</security>  

 

Java Web Start에서의 code signing의 구현은 Java 2 플랫폼의 security API에 기초를 두고 

있다. Java 2 SE JRE 1.2.x 는 SHAwithSD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code signing을 지원하며, 

Java 2 SE JRE 1.3 은 MD2withRSA와 MD5withRSA 알고리즘을 지원한다. MD5withRS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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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개발자는 Java 2 SE SDK의 표준 jarsigner 툴을 사용하여 Java Applet과 같은 방법으로 

Java Web Start에서 코드를 sign할 수 있다. jarsigner 툴에 대한 문서

(http://java.sun.com/j2se/1.3/docs/tooldocs/win32/jarsigner.html)는 어떻게 코드

를 sign하는 방법과 테스트 인증서를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signing에 관련된 이슈

들에 대한 예제를 제공한다. 

또한 Java Web Start는 Java 2 SE JRE 1.3.0을 사용한 Netscape signtool을 지원한다. 자세

한 사항은 Netscape 웹 사이트(http://developer.netscape.com/software/signedobj/)

를 참고하라.  

JNLP 파일을 이 릴리즈에서 작동하도록 컨버트 하기 

JNLP 파일 포맷은 0.4 early access release부터 발전해왔다. 아래는 0.4 JNLP 파일을 Java 

Web Start 1.0과 호환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일반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o spec 속성을 1.0로 설정한다. 

o unrestricted 엘리먼트를 all-permissions 로 수정한다. 
o jre 엘리먼트를 j2se 로 수정하고 이 엘리먼트를 resources  엘리먼트 내부로 이

동한다. (j2se를 resources의 서브엘리먼트로 만든다.) 

 

1.0-beta나 1.0-rc에서 사용되던 JNLP 파일은 spec 애트리뷰트의 값을 “1.0”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새로운 JNLP 파일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찾을 수 있다. 

JNLP 파일 문법 

이 버전에서 사용된 포맷은 Proposed Final Draft Review of the Java Network Launch 

Protocol and API (JNLP) Specification, v1.0에 기술된 포맷과 일치한다. 이 문서는 가장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JNLP 파일의 엘리먼트들을 설명한다. 포맷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원

한다면 스펙(http://java.sun.com/aboutJava/communityprocess/jsr/-

jsr_056_jnlp.html)을 참고하라. 

 

JNLP 파일은 XML 문서이다. 다음은 JNLP 파일의 완전한 예이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 JNLP File for SwingSet2 Demo Application -->  

<jnlp  

  spec="1.0+"  

  codebase= "http://javaweb.eng.com/jaws/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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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ef="swingset2.jnlp">  

  <information>  

    <title>SwingSet2 Demo Application</title>  

    <vendor>Sun Microsystems, Inc.</vendor>  

    <homepage href="docs/help.html"/>  

    <description>SwingSet2 Demo Application</description>  

    <description kind="short">A demo of the capabilities of the Swing 

Graphical User Interface.</description>  

    <icon href="images/swingset2.jpg"/>  

    <offline-allowed/>  

  </information>  

  <security>  

      <all-permissions/>  

  </security>  

  <resources>  

    <j2se version="1.3"/>   

    <jar href="lib/SwingSet2.jar"/>   

  </resources>  

  <application-desc main-class="SwingSet2"/>  

</jnlp>  

 

예제는 문서의 기본 개요만을 보여주고 있다. root 엘리먼트는 information, security, 

resources , 그리고 application-desc 등의 4개의 서브엘리먼트를 갖는 jnlp이다. 또한 Java 

Web Start는 applet-desc 엘리먼트를 사용하여 Applet을 실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엘리먼

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있다. 

JNLP 엘러먼트 

spec attribute : 이번 버전에서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 이 애트리뷰트는 1.0 또는 그 이상

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디폴트 값은 “1.0+”이다. 이 값은 생략될 수 있다. 

codebase attribute  : JNLP 파일의 href 애트리뷰트내에 기술된 모든 상대(relative) URL은 

base로 이 URL을 사용한다.  

href attribute : JNLP 파일 자신의 위치를 가리키는 URL이다. 애플리케이션이 애플리케

이션 관리자(Application Manager)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 애트리뷰트가 설정되어야 

한다. 

정보 엘러먼트 

title element : 애플리케이션의 이름. 

vendor element : 애플리케이션 업체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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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page element : 애플리케이션의 홈 페이지가 위치한 URL을 나타내는 href 하나의 애

트리뷰트로 구성된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웹 페이지를 사용

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관리자에 의해 사용된다. 

description element :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짧은 설명이다. description 엘리먼트는 선택

사항이다. kind 애트리뷰트는 description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정의하며, 다음의 값들 

중 하나를 가진다. 

o one-line  : 만약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참조사항이 리스트나 테이블에서 하나의 
행에 나타난다면, 이 description이 사용될 것이다. 

o short : 만약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참조사항이 단락을 위한 공간이 있는 위치

에 표시된다면, 이 description이 사용된다. 
o tooltip : 애플리케이션의 description이 tooltip으로 사용될 경우. 

 

하나의 description 엘리먼트에 하나의 kind 애트리뷰트가 기술된다. kind 없는 

description 엘리먼트는 디폴트 값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만약 Java Web Start가 short 

값을 가진 kind 의 description이 필요하고, 그것이 JNLP 파일에 기술되지 않았다면, 애트

리뷰트 없이 사용된 description 문장이 사용된다. 

모든 description은 평이한 텍스트로 구성된다. HTML 태그와 같은 형식은 지원되지 않는

다. 

icon element : GIF나 JPEG 형식의 이미지 파일에 대한 HTTP URL을 포함한다. 아이콘은 

실행시 Java Web Start가 애플리케이션 관리자에서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을 표시할 

때와 데스크탑의 단축 아이콘으로 사용된다. 

width와 height 애트리뷰트는 선택사항으로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하는데 사용한다. 

offline-allowed element : 선택사항인 offline-allowed 엘리먼트는 애플리케이션이 오프라

인 상태로 실행될 수 있는지를 지정한다. 

JNLP 파일에 오프라인이 표시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은 오프라인 체크박스가 체크되

었을 경우 애플리케이션 관리자를 통해 실행될 수 없다. 디폴트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온라인일 때만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것이다. 

보안 엘러먼트 

각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Applet 모래상자와 유사한 제한된 실행환경에서 실행된

다. security 엘리먼트는 제한 없는 접근을 요청하기 위해 사용된다. 

만약 all-permissions 엘리먼트가 기술되었다면,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로컬 네트워크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이 제한 없는 

접근을 요구하려면, 모든 JAR 파일들은 sign 되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처음 실행될 

때 사용자에게 인증서 확인을 요구할 것이다. 

리소스  엘러먼트  

resources  엘리먼트는 Java 클래스 파일, native library, 시스템 프로퍼티 등의 자원들을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자원 정의는 특정 os, arch, locale 애트리뷰트를 사용하여 OS, 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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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쳐, 또는 locale을 기술함으로써 제한될 수 있다. 

resources  엘리먼트는 jar, nativelib, j2se, property, package, extension 등과 같이 6개의 서

브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다. package와 extension 엘리먼트는 이 개발자 가이드에서 언급

하지 않겠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서(http://java.sun.com/aboutJava/community-

process/jsr/jsr_056_jnlp.html)를 참고하라. 

jar 엘리먼트는 애플리케이션의 클래스패스(classpath)의 일부분인 JAR 파일을 기술한다. 

예는 다음과 같다. 

 

  <jar href="myjar.jar"/>  

 

JAR 파일은 ClassLoader 객체를 사용하여 JVM으로 적재(load)된다. JAR 파일은 보통 특

정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로 구성된 Java 클래스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jar 파일은 

getResource 메커니즘을 통해 사용 가능한 아이콘과 설정 파일과 같은 다른 자원들로 구

성될 수 있다. 

 

nativelib 엘리먼트는 native library로 구성된 JAR 파일을 기술한다. 예는 다음과 같다. 

 

    <nativelib href="lib/windows/corelib.jar"/>  

 

JNLP 클라이언트는 JAR 파일의 루트 디렉토리(/)의 각각의 파일 엔트리가 System.load 

메소드를 사용해서 실행 시에 로드(load)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각 엔트리는 윈도우

에서는 *.dll, Solaris/Linux에서는 lib*.so 와 같이 올바른 이름의 플랫폼 독립적인 공유 라

이브러리(shared library)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System.load에 대한 

실질적인 호출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native library는 특정한 OS나 아키텍쳐로부터 보호되는(guarded) resources 

엘리먼트에 포함된다. 예는 다음과 같다. 

 

    <resources os="SunOS" arch="sparc">  

        <nativelib href="lib/solaris/corelibs.jar"/>  

    </resource>  

 

기본적으로 jar와 nativelib 자원들은 다운로드 될 것이며, 보통 이러한 리소스들은 미리 

다운로드 되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JVM에서 지역

적으로(locally) 사용 가능할 것이다. jar와 nativelib 엘리먼트는 자원이 늦게 기술되는 것

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기 전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자원이 반

드시 다운로드될 필요가 없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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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애트리뷰트는 자원이 빨리(eagerly) 또는 늦게(lazily) 다운로드 될지를 조정하

는데 사용된다. 예는 다음과 같다. 

 

    <jar href="sound.jar" download="lazy"/>  

    <nativelib href="native-sound.jar" download="eager"/>  

 

j2se 엘리먼트는 Java Virtual Machine에 대한 표준 파라미터와 함께 애플리케이션에 필

요한 Java 2 SE Runtime Environment (JRE) 버전을 기술한다. 여러 JRE가 기술 가능하며, 

지원되는 JRE들의 우선순위 리스트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가장 알맞은 버전

이 처음에 오게 된다. 예는 다음과 같다. 

 

       <j2se version="1.3" initial-heap-size="64m"/>  

       <j2se version="1.2"/>  

 

version 애트리뷰트는 기본적으로 Java 2 플랫폼의 특정 버전이 언급된다. 현재 정의된 

버전은 “1.2”와 “1.3”이다. JNLP 스펙은 또한 ‘Java 2 JRE 1.2.2-001 by Sun Microsystems, 

Inc.’와 같이 정확한 프로덕트 버전(product version)을 기술하는 것을 허락한다. 

 

property 엘리먼트는 System.getProperty와 System.getProperties 메소드를 통해 사용될 시

스템 프로퍼티를 정의한다. 필수적인 애트리뷰트는 name과 value이다. 예는 다음과 같다. 

<property name="key" value="overwritten"/>  

Application-Desc 엘러먼트 

application 엘리먼트는 JNLP 파일이 (애플릿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한다. application 엘리먼트는 애플리케이션의 main class의 이름을 기술하

는 main-class라는 선택적인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다. main-class 애트리뷰트에 기술된 

클래스는 실행이 시작되는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v[])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다. 

main-class 애트리뷰트는 JNLP 파일에 기술된 최초의 JAR 파일이 main class를 기술하고 

있는 manifest 파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생략될 수 있다. 

 

argument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접한 argument 엘리먼트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에 

전달될 수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application-desc main-class="Main">  

    <argument>arg1</argument>  

    <argument>arg2</argument>  

  </application-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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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t-Desc 엘러먼트 

Java Web Start는 Java Applet의 실행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기존의 코드에서 Java 

Web Start로의 손쉬운 마이그레이션(migration)을 제공한다. 

Applet은 application-desc 엘리먼트 대신에 applet-desc 엘리먼트를 통해서 실행된다. 예

는 다음과 같다. 

 

  <applet-desc  

      documentBase="http://..."  

      name="TimePilot"  

      main-class="TimePilot.TimePilotApp"  

      width="527"  

      height="428">  

    <param name="key1" value="value1"/>  

    <param name="key2" value="value2"/>  

  </applet-desc>  

 

Applet을 구성하고 있는 JAR 파일들은 애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resources  엘리먼트

를 사용해서 기술된다. JNLP 파일이 HTML 페이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docume

ntBase는 명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머지 애트리뷰트들은 HTML 애플릿 태그 엘리

먼트와 동일하다. main-class 애트리뷰트는 code 애트리뷰트 대신 사용되었다. main-class

 애트리뷰트는 Applet 클래스의 이름(.class 확장자는 제외하고)을 기술한다. 이 애트리

뷰트는 메인 JAR 파일 내에 Main-Class manifest 엔트리로부터 Applet 클래스를 찾을 수 

있다면 생략될 수 있다. 

주의 : Applet이 Java Web Start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JAR 파일로 패키지 

되어야 한다. 

JNLP API 예제 

JNLP API는 애플리케이션에게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API는 어

떤 면에서 Applet이 접근하는 AppletContext 와 유사하다. 다음의 코드 예는 다음의 서비

스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 BasicService, ClipboardService, 

DownloadService, FileOpenService, FileSaveService, PrintService, and PersistenceService. 

JNLP API의 public 클래스들과 인터페이스들은 jnlp.jar 파일에 포함되어 있다. 이 JAR 파

일은 JNLP API를 사용한 소스파일을 컴파일할 때 클래스패스에 포함되어야 한다. 윈도

우에서의 예는 다음과 같다. 

 

javac -classpath .;jnlp.jar *.java  

 

jnlp.jar 파일은 JNLP Developers Pack 1.0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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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Service 서비스  사용방법  

javax.jnlp.BasicService 서비스는 Java Applet을 위해 제공되는 AppletContext 와 유사한 환

경에 대해 질의하고(query), 환경과 상호작용(interact)하는 메소드들을 제공한다.  

showURL 메소드는 플랫폼의 기본 브라우저가 주어진 URL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 JNL

P API를 사용한다. 메소드는 요청이 성공할 경우 true를, 그 외의 경우 false를 리턴한다. 

 

import javax.jnlp.*;  

   ...  

 

   // URL을 보여주기 위한 메소드  

   boolean showURL(URL url) {  

       try {  

           // javax.jnlp.BasicService object를 lookup한다.  

           BasicService bs = 

(BasicService)ServiceManager.lookup("javax.jnlp.BasicService");  

           // showDocument 메소드를 실행한다. 

           return bs.showDocument(url);  

       } catch(UnavailableServiceException ue) {  

           //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return false;  

       }  

    }  

ClipboardService 서비스  사용방법  

javax.jnlp.ClipboardService 서비스는 shared system-wide 클립보드에 접근하기 위한 메소

드들을 제공한다. 제한된 실행 환경(restricted execution envirionment)에서 실행중인 애플

리케이션이라 할지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Java Web Start는 믿을 수 없는 (untrusted) 애플리케이션이 클립보드에 저장되어 있는 정

보에 접근하거나, 클립보드에 저장된 정보를 오버라이트(overwrite)하는 등의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사용자에게 경고할 것이다. 

 

import javax.jnlp;  

    ...  

 

    private ClipboardService cs;  

 

    try {  

        cs = (ClipboardService)ServiceManager.lookup  

                 ("javax.jnlp.ClipboardService");  



Java Web Start 1.0 개발자 가이드  Issued by: <전부현> 
Revision: <1.0>  <2001/01/18> 

JSTORM  <18/26> 

    } catch (UnavailableServiceException e) {  

        cs = null;  

    }  

 

    if (cs != null) {  

        // system clipboard의 contents를  string selection으로 설정한다.  

        StringSelection ss = new StringSelection("Java Web Start!");  

        cs.setContents(ss);  

        // system clipboard의 contents를 가져와  print한다.  

        Transferable tr = cs.getContents();  

        if (tr.isDataFlavorSupported(DataFlavor.stringFlavor)) {  

           try {  

                String s = (String)tr.getTransferData(DataFlavor.stringFlavor);  

                System.out.println("Clipboard contents: " + s);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  

DownloadService 서비스  사용방법  

javax.jnlp.DownloadService 서비스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은 자신의 자원들이 어떻게 

캐쉬(cache)되는지를 조정(control)한다. 

애플리케이션은 이 서비스를 통해 어떤 자원들이 캐쉬될지를 결정하며, 자원들을 강제

로 캐쉬하고, 캐쉬로부터 자원을 제거한다. 

 

import javax.jnlp.*;  

    ...  

 

    DownloadService ds;  

 

    try {  

        ds = 

(DownloadService)ServiceManager.lookup("javax.jnlp.DownloadService");  

    } catch (UnavailableServiceException e) {  

        ds = null;  

    }  

 

    if (ds !=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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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  

           // 특정 자원(resource)이 캐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URL url =  

                    new 

URL("http://java.sun.com/products/javawebstart/lib/draw.jar");  

            boolean cached = ds.isResourceCached(url, "1.0");  

           // 캐쉬로부터 자원(resource)을 제거한다.  

           if (cached) {  

                ds.removeResource(url, "1.0");  

            }  

           // 자원(resource)을 캐쉬로 reload한다.  

            DownloadServiceListener dsl = ds.getDefaultProgressWindow();  

            ds.loadResource(url, "1.0", dsl);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FileOpenService 서비스  사용방법   

javax.jnlp.FileOpenService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이 제한된 실행 환경에서 실행되고 있

는 경우에도 로컬 디스크로부터 파일들을 읽어들일 수(import) 있는 메소드를 제공한다. 

이 인터페이스는 잠재적으로 믿을 수 없는 웹으로 배포된(Web-deployed) 애플리케이션

에게 HTML을 사용하는 웹 개발자와 같은 레벨의 디스크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

되었다. HTML form은 파일 열기 대화상자를 통해 로컬 디스크의 파일을 여는 것을 지원

한다. 

 

import javax.jnlp.*;  

    ...  

 

    FileOpenService fos;  

 

    try {  

        fos = 

(FileOpenService)ServiceManager.lookup("javax.jnlp.FileOpenService");  

    } catch (UnavailableServiceException e) {  

        fos = null;  

    }  

 

    if (fos != null) {  

        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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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통해서 파일을 선택하도록 한다.  

            FileContents fc = fos.openFileDialog(null, null);  

           // 사용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다.  

            FileContents [] fcs = fos.openMultiFileDialog(null, null);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Using FileContents 부분을 참고하라. 

FileSaveService 서비스 사용방법   

javax.jnlp.FileSaveService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이 제한된 실행 환경에서 실행되고 있

는 경우에도 파일을 로컬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제공한다. 이 인터페이스

는 잠재적으로 믿을 수 없는 웹으로 배포된(Web-deployed) 애플리케이션에게 웹 브라우

저에서 표시되는 컨텐트와 같은 레벨의 디스크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대

부분의 브라우저들은 유저 인터페이스의 일부분으로 Save As…  대화상자를 제공한다. 

 

import javax.jnlp.*;  

    ...  

 

    FileSaveService fss;  

    FileOpenService fos;  

 

    try {  

        fos = 

(FileOpenService)ServiceManager.lookup("javax.jnlp.FileOpenService");  

        fss = (FileSaveService)ServiceManager.lookup  

                                   ("javax.jnlp.FileSaveService");  

    } catch (UnavailableServiceException e) {  

        fss = null;  

        fos = null;  

    }  

 

    if (fss != null && fos != null) {  

        try {  

           // FileOpenService를 통해 파일을 가져온다. 

            FileContents fc = fos.openFileDialog(null, null);  

           // 파일을 저장하는 첫번째 방법  

            FileContents newfc = fss.saveFileDialog(null,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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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getInputStream(), "newFileName.txt");  

           // 파일을 저장하는 두번째 방법 

            FileContents newfc2 = fss.saveAsFileDialog(null, null, fc);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Using FileContents 부분을 참고하라. 

PrintService 서비스  사용방법   

javax.jnlp.PrintService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이 제한된 실행 환경에서 실행되고 있는 경

우에도 프린팅에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은 프린트 업무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Java Web Start는 이 요청(request)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이 요청

을 프린터로 보낸다. 

 

import javax.jnlp.*;  

    ...  

 

    PrintService ps;  

 

    try {  

        ps = (PrintService)ServiceManager.lookup("javax.jnlp.PrintService");  

    } catch (UnavailableServiceException e) {  

        ps = null;  

    }  

 

    if (ps != null) {  

        try {  

           // default PageFormat을 가져온다. 

            PageFormat pf = ps.getDefaultPage();  

 

           // 사용자가 PageFormat을 customize하도록 한다.  

            PageFormat newPf = ps.showPageFormatDialog(pf);  

 

           // PrinterJob object를 가져와 print를 시작한다.  

            PrinterJob pj = PrinterJob.getPrinterJob();  

            Printable myPrintable = getPrintable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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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j.setPrintable(myPrintable);  

 

// print 확인 대화상자를 보여주고, 

// 사용자가 print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if (pj.printDialog()) {  

                pj.print();  

            }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Printable getPrintableDocument() {  

        // Printable object를 construct하고 return하는 code  

        ...  

    }  

PersistenceService 서비스 사용방법 

javax.jnlp.PersistenceService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이 제한된 실행 환경에서 실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HTML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쿠키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디자인되었다. 쿠키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저장되는 작은 양의 데이터로 구성된다. 그 데이터는 브라우저에 

의해서 안전하게 괸리되며, 데이터가 저장된 페이지와 같은 URL의 HTML 페이지에 의

해서 회수된다. 

 

import javax.jnlp.*;  

    ...  

 

    PersistenceService ps;  

    BasicService bs;  

 

    try {  

        ps = (PersistenceService)ServiceManager.lookup  

            ("javax.jnlp.PersistenceService");  

        bs = (BasicService)ServiceManager.lookup("javax.jnlp.BasicService");  

    } catch (UnavailableServiceException e) {  

        ps = null;  

        bs =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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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ps != null && bs != null) {  

 

        try {  

            // URL로부터 모든 muffin(?)을 찾는다.  

            URL codebase = bs.getCodeBase();  

            String [] muffins = ps.getNames(url);  

 

           // muffin드로부터 attributes(tags)를 가져온다.  

            // muffine들이 dirty하다면 server의 copy를 update한다.  

            int [] tags = new int[muffins.length];  

            URL [] muffinURLs = new URL[muffins.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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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ffinURLs[i] = new URL(codebase.toString() + muffins[i]);  

                tags[i] = ps.getTag(muffinURLs[i]);  

                // DIRTU로 tag되었다면 server를 update한다.  

               if (tags[i] == PersistenceService.DIRTY) {  

                    doUpdateServer(muffinURLs[i]);  

                }  

            }  

 

           // muffin의 contents를 read하고 지운다.  

            FileContents fc = ps.get(muffinURLs[0]);  

            long maxsize = fc.getMaxLength();  

            byte [] buf = new byte[fc.getLength()];  

            InputStream is = fc.getInputStream();  

            long pos = 0;  

           while((pos = is.read(buf, pos, buf.length - pos)) > 0) {  

               // just loop  

            }  

            is.close();  

 

            ps.delete(muffinURLs[0]);  

 

           // muffin을 생성하고 data를 다시 가져온다.  

            ps.create(muffinURLs[0], maxsize);  

            fc = ps.get(muffinURLs[0]);  

                       // don't append  

            OutputStream os = fc.getOutputStream(false);  

            os.write(buf);  

            os.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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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void doUpdateServer(URL url) {  

        // 주어진 URL로 표현되는 persistent data의 server’s copy를 update한다.  

        ...  

        ps.setTag(url, PersistenceService.CACHED);  

    }  

FileContents 

FileContents 오브젝트는 파일의 이름과 내용을 캡슐화(encapsulate)한다. 이 클래스의 객

체는 FileOpenService, FileSaveService, PersistenceService 등의 서비스에서 사용된다. 다

음은 파일을 읽고, 쓸 때 FileContents의 인스턴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예이다. 

 

import javax.jnlp.*;  

    ...  

 

    FileOpenService fos;  

 

    // fos를 초기화한다. (FileOpenService 서비스의 예제를 참고하라.) 

    ...  

 

    if (fos != null) {  

 

        try {  

 

           // FileOpenService와 함께 동작할 FileContents object를 가져온다.  

            FileContents fc = fos.openFileDialog(null, null);  

 

           // 파일로부터 InputStream을 가져오고 몇 바이트를 read한다. 

            byte [] buf = new byte[fc.getLength()];  

            InputStream is = fc.getInputStream();  

            int pos = 0;  

           while ((pos = is.read(buf, pos, buf.length - pos)) > 0) {  

               // just loop  

            }  

            is.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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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tputStream을 가져와 다시 파일에 write한다. 

           if (fc.canWrite()) {  

               // don't append  

                OutputStream os = fc.getOutputStream(false);  

                os.write(buf);  

            }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JNLPRandomAccessFile 

JNLPRandomAccessFile의 인스턴스는 random access 파일의 읽기와 기록하기 둘 다를 

지원한다. random access 파일은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바이트의 거대한 배열처럼 동작

한다. 다음은 JNLPRandomAccessFile의 인스턴스가 random access 파일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예이다. 

 

import javax.jnlp.*;  

    ...  

 

    FileOpenService fos;  

 

    // fos를 초기화한다. (FileOpenService 서비스의 예제를 참고하라.) 

    ...  

 

    if (fos != null) {  

        try {  

           // 사용자가 open할 파일을 선택하도록 한다.  

           FileContents fc = fos.openFileDialog(null, null);  

 

           // 파일의 최대 길이를 증가시킨다.  

           long grantedLength = fc.getLength();  

           if (grantedLength + 1024 > fc.getMaxLength()) {  

              // 클라이언트에 의해 정의된 파일의 최대 길이를 증가시킨다.  

               grantedLength = fc.setMaxLength(grantedLength + 1024);  

           }  

 

           // 허용 가능한 파일의 최대 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 

           // 파일의 JNLPRandomAccessFile representation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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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 할 수 있다.  

           if (fc.getMaxSize() > fc.getLength() && fc.canWrite()) {  

               JNLPRandomAccessFile raf = fc.getRandomAccessFile("rw");  

               raf.seek(raf.length() - 1);  

               raf.writeUTF("Java Web Start!");  

               raf.close();  

           }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