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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서버상에서 서블렛의 활용
지난번 “쓰레드 안전 클래스의 설계”는 필자가 보기에도 한 회에 소개하기에는 양이 많
아서 약간은 어려웠고 쓰레드에 대한 기초 개념에 대한 설명을 생략했기 때문에 독자분
들도 쉽지는 않게 느끼셨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번에 나왔던
숙제풀이를 해 보자. 숙제는 “벡터 클래스는 쓰레드 안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
이었는데 그 이유는 해쉬테이블의 경우와 동일하다. 바로 벡터 클래스로부터 얻어지는
Enumeration 클래스가 벡터 클래스내부의 오브젝트배열을 참조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
림 1을 보자. Enumeration 클래스가 오브젝트 배열의 첫번째 요소를 참조할 때 마침 첫번
째 요소를 지원해 버린다면 각 Enumeration 클래스들은 두 번째 요소를 참조할 수 없게 되
어버린다! 따라서 가장 쉬운 문제풀이 방법은 오브젝트 배열 전체에 synchronized를 시키
는 방법인데 이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므로 이전 호에서 소개했던 방법과 같이 오브젝트
배열에 대한 쓰레드안전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를 통해 삭제와 참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벡터 클래스가 쓰레드에 안전해진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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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시작하면서
웹서버상에서 자바를 이용해 개발 할때는 서블렛(Servlet)을 이용해 개발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성 때문에 필자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
을 느끼게 되었고 서블렛이 무척 간단해서 설명할 것이 적음에도 이번 호의 주제로 굳이
선택하게 되었다. 자바 개발자들은 자바를 이용하여 웹서버를 확장시키려 할 때 넷스케
잎 웹서버의 서버사이드 자바나 NT상의 자바 컴포넌트(Java COM)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서드파티만의 독자적인 환경이라는 단점이 있다. 서블렛은 쉽게 말해 자바로 만들
어진 CGI라고 할 수 있고 현재 JSDK(Java Servlet Development Kit)를 이용해서 개발하면
자바 서버뿐만 아니라 넷스케잎, 아파치, IIS에서도 동작시킬 수가 있다. 자바 서버를 제
외한 웹서버들은 서드파티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서블렛이 동작할 수 있는 버전 제약이
따르는 불편함이 있다 . 자바 서버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Windows NT, 95와 Solaris 만을 지
원한다. 필자가 확인해 본바로는 다른 OS들에서는 작동은 하지만 JDK의 문제로 인해 약
간의 제약이나 오동작이 발생했는데 아마도 이러한 점 때문에 모든 플랫폼에서 돌아간다
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연재에서는 자바 서버 1.1에서 추가된 기능
들중 페이지 컴파일과 세션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서블렛을 이용해 웹 애플리케이션
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다음 실제 프로그래밍의 예로서 서블
렛 API로써 지원되고 있는 파일 업로드 서블렛를 만들어서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 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서블렛과 자바서버, 그리고 자바
여기서 필자가 왜 서블렛과 자바 서버를 묶어서 이번호에 설명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겠다. 엄연히 서블렛은 자바 서버외의 다른 웹서버도 지원한다고 선은 말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 하지만 웹서버의 버전업 속도와 기능향상 정
도를 보았을 때 자바 서버외의 다른 웹서버에서 서블렛을 이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다른 웹서버에서는 나름대로 더 효율적인 개발환경들을 제공하는 있는 것이 그 첫째 이
유이고 둘째는 선의 서블렛은 이 경우에 서드 파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웹서버
고유의 다른 환경에 비해 성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결국 서블렛은 자바
서버와 묶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더 확대해서 자바 전체를 생
각해 보자. 현재 선에서 공식적으로 릴리즈하고 있는 자바 API는 솔라리스용과 윈32용 둘
이다. 이 외에는 서드 파티가 독자적으로 API를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선이 모든 플랫폼
의 자바 API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선의 구호인 “Writer Once, Run Everywhere”가
깨어지는 현실을 종종 보아 왔다. 필자의 경험상 이기종의 유닉스간에 안 돌아가는 자바
코드는 꽤 많았다. 특히나 JDBC처럼 인터페이스 클래스만 선이 정하고 Provider는 서드
파티에서 제작하는 기능들은 포팅에 어려움이 더욱 많았다. 서드 파티에서 제공하는
Provider가 이기종간의 호환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선은 이러
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100% 순수 자바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이며 MS
의 자바 독자 노선도 현재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자바 개발자들에게는 약간 김빠지는 소리
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필자가 느끼는 바를 있는 그대로 글로 옮겨 본 것이고 선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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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명한 자바 호환성 실천의지를 기대해 본다. 호환성은 자바가 떠오르는 NT에 대적할
수 있는 절대무기이기 때문이다.

서블렛의 기초
이번엔 서블렛을 이야기해 보자. 서블렛의 특징이나 기술구조는 마소지 97년 9월호에서
다룬 적이 있었고 또한 JSDK에 같이 있는 문서인 server-tutorial.html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서블렛은 예외 처리 클래스까지 쳐서 고작 20개의 클래스(JSDK 2.0기준)로
이루어진 아주 간단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서블렛의 형태
리스트 1은 서블렛 코드의 일반적인 골격을 보여주고 있다.
리스트 1

import javax.servlet.*;
import javax.servlet.http.*;
public class MyServlet extends HttpServlet {
public void init(ServerConfig sc) {
// property의 처리
// 초기화 작업
}
public void doGet(HttpServletRequest req, HttpServletResponse res) {
// main code가 온다
}
public void destroy() {
// 서블렛이 제거될 때 불려짐
}
}
HTTP가 전달되는 방식에는 GET(HEAD포함), POST, PUT, DELETE 이 네가지가 있는데 각
각 doGet(), doPost(), doPut(), doDelete()를 override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 가령 임의의
파일을 얻는데 쓰이는 GET형태나 파일의 정보만을 가지고 올 때 쓰이는 HEAD 형태는
doGet()을 호출하게 되고 정보를 전달할 때 쓰이는 POST형태는 doPost()를 호출하게 된다.
가끔 서블렛 소스에서 service()가 시작 메소드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service()는
위에서 언급한 네가지 메소드로 분기하는 시작점으로써 가급적 위의 네가지 메소드를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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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서블렛 도큐먼테이션에서는 권고하고 있다.
init() 메소드는 서블렛이 시작될 때 실행되는 초기화메소드로 do로 시작되는 메소드전에
실행되며 입력패러미터로 ServerConfig를 갖는다. 이 ServerConfig 클래스는 서블렛의 프
러퍼티를 조정할 수 있는 클래스이다. destroy()는 서블렛이 서버에 의해 제거될 때 실행
된다.

서블렛의 위치 , 실행
서블렛은 자바 서버 홈디렉토리밑에 servlets디렉토리에 들어 있다. 어드민 서버에 서블
렛을 등록하지 않고 이 디렉토리에 복사만 해도 서블렛으로 인식되며 등록을 하게 되면
서블렛에 대한 조정 즉 자바서버에 처음 실행될 때 같이 로드되라는 지시를 할 수 있고
원격 서블렛(Remote Servlet)도 지정할 수 있게 해 준다. 서블렛의 실행URL은
“http://host:port/servlet/서블렛명”으로 하면 된다.

자바서버 1.1에서 추가된 기능들
자바서버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은 Windows 95, NT나 Solaris 이고 이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는 1.1.2버전이 나와 있다. 만일 자바서버가 없다면 자바서버 홈페이지
( http://www.javasoft.com/products/java-server )에서 평가버젼을 다운받도록 하자. 자바서
버를 이용하지 않고 웺서버가 넷스케잎, 아파치, IIS중의 하나라면 JSDK를 다운받아서 설
치해야 한다. 이 JSDK는 JDK 1.2에 포함되어질 것이다. 지금부터는 자바서버 1.1에서 추가
된 주목할 만한 기능중에서 페이지 컴파일과 세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페이지 컴파일 (Page Compilation)
필자가 자바서버 1.1의 기능들중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이 페이지 컴파일
기능다. 필자는 ASP(Active Server Page)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비주얼 베이직에 대한 지
식이 없어도 참 쉽다는 생각을 했다. 만약에 비주얼 베이직을 아는 사람이 ASP를 배운다
면 아주 쉽게 익숙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 ASP가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로 되어
있고 HTML과 혼합되어서 코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HTML파일내에서 자바
코드를 같이 쓸 수는 없을까? 바로 해답은 페이지 컴파일에 있다. 쉽게 말하자면 HTML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자바 코드를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름이 페이지 컴파일인가?
이렇게 자바 코드와 HTML이 섞여 있는 파일은 jhtml이라 하고 웹서버에서 이 파일을 맨
처음 동작시킬 때 이 파일을 자바 코드로 바꿔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해 놓기 때문이다. 따
라서 사용자는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jhtml을 웹서버가 매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바 클래스가 매번 실행되는 셈이 된다. 리스트 2는 0부터 19까지 루프를 돌면서 1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앵커를 출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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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2

<body>
<ul>
<java> out.println( “Picture List <br>”); </java>
<java> for (int i = 0; i < 20; i++) { </java>
<li>
<java> if(i>10) { </java>
<a href="PX-`i`.jpg"> 그림
<java> out.println( i); </java>
</a>
<java> } </java>
<java> } </java>
</li>
</body>
<java> </java>내에는 자바 코드가 올 수 있는데 이 코드 자체는 화면에 전혀 출력되지 않
는다. 삽입된 자바 코드는 HTML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스트2에서 루프, 조건분기가
어떻게 쓰였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out이라는 변수가 선언도 없이 쓰였는데 이 out
은 HttpServlerResponse.getOutputStream()의 값과 동일한 ServletOutputStream으로 기정의
된 변수이다. Back Quote로 i라는 자바 변수가 둘러싸여 있는데 Back Quote는 임의의 자바
식을 가질 수 있고 그 식이 가지는 값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i`는 <java> out.println(i);
</java>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페이지 컴파일의 좀더 확장된 기능을 살펴 보기 위해 리스트 3를 보자.
리스트 3

<html>
<java type=import>
java.net.*;
</java>
<java type=class>
public String getName() {
return “test”;
}
</java>
// html code here
<java>
out.println(getName());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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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코드에서 import와 같은 기능을 하는 태그가 <java type=import> </java>이며 내부에
클래스를 기술해 주면 된다. <java type=class> </java>는 이 페이지내에서만 쓰이는 메소
드와 멤버변수를 정의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엔 페이지 컴파일에서 제공하는 태그와 변수를 정리해 보자. 표 1은 지원태그이며 표
2는 기정의된 변수들이다.
표1

태그

설명

<java></java>

자바코드

<java type=code></java>

자바코드

<java type=import> </java>

import하는 클래스

<java type=print></java>

출력되어져야 할 자바 식

<java type=implements></java>

구현해야 될 인터페이스들

<java type=class></java>

이 페이지내에서만 접근가능한 멤버 변수와 메소드 정 의

<servlet> </servlet>
Back quote operator:<tag `java

백 쿼트내에의 자 바 식 이 가지는 값이 치환됨.

Expression` >
<java type=extends></java>

부모 클래스 명시

표2

타입

이름

설명

HttpServletRequest

Request

HttpServletResponse

Response

ServletOutputStream

Out

기 본 인코딩이 쓰 이 는 경 우

PrintWriter

Out

인코딩이 명 시 된 경 우

페이지 컴파일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한글 출력이 안된다는 점이다. 옥에 티가 너무 큰
셈인데 조만간 해결이 되리라 믿고 싶다.

세 션 (Session) 의 사 용
웹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다 보면 세션에 관계된 변수들을 유지해 줘야 하는 경우가 빈
번히 발생한다. 가령 복수개의 페이지에 걸친 처리를 한다든지 유저가 로긴했을 때 그 유
저의 로긴 정보를 관리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유저와 서버와의 연결을 세션이
라고 하며 세션의 종료는 보통 특정시간동안의 idle time으로 결정된다. 서블렛에서는
HttpSession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한 세션에 대해서 임의의 오브젝트를 저장하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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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해준다. 리스트4를 보자.
리스트 4

HttpSession session = req.getSession(false); // request는 HttpServletRequest
클래스의 오브젝트이다.
String s = (String)session.getValue(“UserID”);
Vector v = new Vector(); v.add(“1”);
session.putValue(“MyVector”, v);
HttpServletRequest의 오브젝트인 req를 통하여 HttpSession 오브젝트를 얻을 수 있는데
getSession()메소드의 패러미터로 true가 지정되면 새로 만들어진 세션이 돌려지게 되고
false면 현재 유효한 세션을 돌려준다. 이 session 에서 “UserID”라는 키에 해당하는 오브
젝트인 String 오브젝트를 얻어 온다. 또 새로운 벡터 오브젝트를 생성하여 session에
“MyVector”라는 키로 저장한다. 이 session 오브젝트에 저장된 오브젝트들은 세션이 끝날
때까지 특별히 삭제하지 않는한 페이지에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게 된다.
필자의 경우는 이 세션 기능을 직접 로직으로 구현했던 경험이 있다. 물론 서블렛도 없었
고 세션 기능도 없었던 시절이야기다. 이때는 세션에 관계된 정보는 파일에 저장해 따로
관리했었으니 필자가 보기에도 지저분한 코딩이 되었었다. 그리고 97년 중반만 하더라도
세션관리 기능은 자사의 웹서버기능을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할 정도였다. 하
지만 98년 중반인 요즘 IIS의 ASP에서부터 오러클 웹서버, 넷스케잎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웹 서버가 이 세션관리 기능을 웹 서버 API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
낀다.

서블렛 API사용시의 주의점

한 글 출력 문제
자바 서버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 부딪치는 문제가 바로 한글 출력이다. 리스트
5를 보자.
리스트 5

Import javax.servlet.*;
import javax.servlet.http.*;
public class MyServlet extends HttpServlet {
public void doPost(HttpServletRequest req, HttpServletResponse res)
throws ServletException, IOException {
ServletOutputStream out = res.getOutputStream();
// PrintWriter out = new PrintWriter(res.getOutput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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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rintln("<body><h1>한글 테스트</h1></body>");
}
}
실행해 보면 “한글 테스트”라는 글자가 찍혀야 하는데 왠 깨진 글자만 보인다. 이것은
ServletOutputStream이 한글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번에는
“ServletOutputStream out = res.getOutputStream();”이라는 라인을 커멘트 처리하고 그 다
음 라인의 커멘트를 풀어보자. 한글이 제대로 출력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바서버에서
한글을 제대로 출력하려면 PrintWriter나 PrintStream을 써야 한다.

클래스 변 수 초기화 문제
여러분중에 서블렛을 만들고 나서 처음 한번만 제대로 동작하고 다음부터는 계속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를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프로그램 로직
이 잘 못 된 것도 아니고, 또 컴파일해서 다시 실행해 보면 또 한번만 수행이 잘 된다. 이것
은 대개의 경우 클래스 변수 초기화 문제때문이다. 서블렛은 쓰레드로 실행됨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자. 서블렛의 클래스 변수들은 서블렛이 한번 메모리에 로드될 때 초기화되
고 다음부터는 초기화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번째 실행부터는 서블렛이 제대로 돌아
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클래스 변수의 초기화는 반드시 init()내에서 하도록 하자.

서블렛은 쓰레드이다!
서블렛은 멀티쓰레드로 돌아가는 대표적인 자바 클래스들이다. 필자가 지난달에 쓴 글
이나 JSDK에 같이 있는 문서의 멀티쓰레드프로그래밍가이드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서블렛의 제작
자, 지금부터는 직접 서블렛을 제작해 보자. 사실 서블렛의 개념 자체는 매우 간단한 것
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블렛의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로 웹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요긴한 파일 업로드 서블렛를 만들어 보기로 하겠다.

FileUpload 서블렛
Java Server 1.1부터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FileUploadServlet 서블렛이 제공되지만 필
자가 자바를 이용해 프로그램하기 시작했던 97년초에는 이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었다.
필자가 FileUploadServlet의 소스를 살펴 보니 두가지 문제점이 눈에 띄였다.
첫째는 사용자의 입력 스트림을 ServerInputStream으로 직접 읽고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
가 form태그의 method 속성을 multipart/form-data로 지정하게 되면 RFC 1867에서 정의되
어진 형태로 서버에 전송되게 된다. 서버에서는 HttpServletRequest.getInputStream()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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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ServletInputStream을 얻어서 이 형태를 파싱하여 첨부를 처리하게 된다. 이때 파싱하
는 로직의 처리시간과 네트웍으로 전송되는 전송시간의 싱크(Synchronization)가 맞지 않
으면 파싱에 에러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POST인 전송되는 데이터량이 적기 때문에 상
관없지만 이 multipart/form-data는 매우 큰 크기의 첨부가 전송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필자의 경험으로는 사용자의 입력을 읽어서 일단 임시 파일에 저장한 후 다
시 이 임시 파일을 파싱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에러를 없애는 길이다.
둘째는 첨부파일이 메모리에 저장된다는 점이다. 첨부의 크기가 1M이상 크고 개수가 많
고 여러 사용자가 첨부를 동시에 올린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ileUpload라는 서블렛을 직접 제작해 본다.

우선 파일을 업 로드할 수 있는 HTML 파일(FileUplod.html)을 만들어 보자.
리스트 6

<html> <body>
<form action="/servlet/FileUpload" enctype="multipart/form-data"
method="POST">
What is your favorite color? <input type="text" name="color">
What file are you sending? <input type="file" name="Uploaded">
What is your name <input type="text" name="submitter">
<input type="submit" value="Send">
</form>
</body> </html>
위의 파일을 자바서버 홈디렉토리 밑의 public_html에 카피한다.

위의 HTML을 자바 서버를 통해서 읽어서 첨부 파일을 ‘c:\boot.ini’로 지정한후 폼을 전송
하게 되면 리스트 7의 형태가 서버에 전송되게 된다.
리스트 7

-----------------------------14695383380
Content -Disposition: form-data; name="color"
파랑색
-----------------------------14695383380
Content -Disposition: form-data; name="Uploaded"; filename="C:\boot.ini"
Content -Type: application/x -unknown-content-type-inifile
.... 파일의 내용이 이곳에 온다
-----------------------------14695383380

JSTORM

<12/15>

자바 서버상에서 서블렛의 활용
Revision: <1.0>

Issued by: <윤동빈>
<2001/01/05>

Content -Disposition: form-data; name="submitter"
김선달
-----------------------------14695383380-중간 중간에 나오는 긴 문자열인 ‘-----------------------------14695383380’가 바로 경계문자열이
고 폼의 요소들의 구분자가 된다.
FileUpload 서블렛은 리스트7의 포맷에 따른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입력을 임시 파일에 저
장한후 이를 해석하여 첨부파일의 내용은 서버상의 파일에, 첨부파일의 위치와 그외 폼
변수들은 해쉬테이블에 저장한다.

이번에는 FileUpload 서블렛의 메인 메소드인 doPost()를 들여다 보자.(multipart/form-data
를 사용한 전송도 POST의 일종으로 보므로 이 doPost()가 호출되는 것이 맞다.) 리스트 8
을 보면 parseMultiPartForm(HttpServletRequest)를 호출하면 해쉬테이블을 돌려받게 된
다. 이 해쉬테이블의 값에는 두가지가 담길 수 있는데 일반 폼변수들의 값은 String으로,
첨부파일은 다시 해쉬테이블을 값으로 갖는다. 첨부파일의 값인 해쉬테이블은 “filename ”,
“path”, “length”를 키로 하고 각각 파일이름, 서버상의 첨부가 저장된 실제 패스, 첨부파
일의 크기를 값으로 해서 저장된다.
리스트 8

Protected void doPost(HttpServletRequest req, HttpServletResponse res)
Throws ServletException, IOException {
Hashtable h;
nIndex=0;
nContentLen=0;
out=new PrintWriter(res.getOutputStream());
out.println("<head> <title> File Upload </title> </head>");
out.println("<body>");
out.println("<h1> File Upload Test </h1> <p>");
out.flush();
try {
h=parseMultiPartForm(req);
} catch(Exception e) {
out.println("error in your data");
out.flush();
return;
}
if(h!=null) {
out.println("enumeratio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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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umeration e=h.keys();e.hasMoreElements();) {
String sKey=(String)e.nextElement();
Object o=h.get(sKey);
out.println(sKey+"<br>"); out.flush();
if(o!=null) {
if(o instanceof Hashtable) {
Hashtable hAtt=(Hashtable)o;
out.println("filename : "+hAtt.get("filename")+"<br>");
out.println("path : "+hAtt.get("path")+"<br>");
out.println("lengh : "+hAtt.get("length")+"<br>");
}
else if(o instanceof String) {
out.println(o+"<br>");
}
}
}
}
out.println("the end<br>");
out.flush();
}

서블렛 프러퍼티(Property) 의 이 용
이번에는 이글의 서두에 설명한 서블렛 프러퍼티를 이용해 보자. FileUpload 에서는 첨부
를 실제 파일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때 어느 디렉토리에 저장할 것인지를 프러퍼티에 넣
어 보자. 방법은 간단한데 서블렛을 자바서버에 Admin(처음 설치했을때는 9090포트임)에
서 등록한후 프러퍼티 다이얼로그박스에서 “attach”라는 이름을 가진 프러퍼티을 등록해
주면 된다. 이때 “attach”의 값은 상대 패스로 했을때는 자바 서버 홈디렉토리가 기준이
된다. 이 프러퍼티를 값을 얻으려면 리스트 9와 같이 init() 메소드내에 ServletConfig 클래
스를 이용한다.
리스트 9

public void init(ServletConfig sc) {
sBaseDir = sc.getInitParameter("attach_path");
}
자바 서버 홈디렉토리에 attach_path에 넣었던 값에 해당하는 디렉토리를 만들면
FileUpload

서블렛을

실행해

볼

수

있다.실제

RFC

1867포맷을

파싱하는

parseMultiPartForm()내의 로직은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을 피하기로 하고 흥미가 있는 독
자분들은 소스를 참조하시면 될 거라 생각된다. 이 FileUpload 서블렛은 사이트 테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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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코드로써 멀티 유저 환경과 원거리 환경을 모두 고려에 넣었으므로 실제 독자 여러
분이 쓰는 데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끝맺는 말
지금까지 서블렛과 자바서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 보았다. 서블렛은 자바 개발자
들에게 더 없이 좋은 웹서버 확장 방법이다. 서블렛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자바 서버 개발
자들은 페이지 컴파일 기능을 써서 마치 자바를 스크립트처럼 HTML과 결합시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페이지 컴파일 기능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자바서버기능중 가장 멋있
는 기능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서블렛 프로그래밍 예로서 파일 업로드 서블렛을 만들어
보았다.
자바진영의 서블렛외에는 어떤 웹서버 개발언어가 있을까? NT에서의 ASP같은 경우는
COM환경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대한 유연성 때문에 점점 더 개발자들의 관
심을 끌 것이라 생각된다. 요즘엔 점점 쓰이지 않게 되고 있지만 CGI나 API류(ISAPI,
NSAPI)도 그 대중성으로 인해 아직도 충분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
발언어자체의 중요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개발툴이다. 개발자들은 개발 언어자체를 보
기보다는 그 툴을 통해 굴절된 상을 보게 된다. 요즘 세상처럼 객체화되지 않은 언어가 살
아 남기 힘든 세상에서도 Visual Basic이 더 힘을 얻어가는 이유도 언어구조의 불리함을
막강한 개발툴로써 보완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한다면 자바는 이제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서블렛을 필두로 해서 자바 빈즈 컴포넌트를 보다 잘 지원하는 개발툴이 나오는
것이야 말로 서버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자바를 보다 대중화시키는 길일 것이라 생각한
다.

참고서적
?? JSDK 2.0 Tutorial
?? 자바 서버내의 Online Tutorial

숙제
?? 웹서버에서 업로드를 허용했을 때 웹관리자가 맞닥뜨리는 문제가 대량의 파
일이 전송되는 것이다. 한번에 올릴 수 있는 파일의 크기를 제한하고 싶은데
이것을 FileUpload.java를 수정하여 구현해 보자.
?? 페이지 컴파일 기능중에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상속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 둘의 쓰임새와 얻어지는 이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출처 : 마이크로 소프트웨어(www.ma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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