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STORM>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자바 동호회 
JSTORM 
http://www.jstorm.pe.kr 

 

XML 게시판 

 

 

 



XML 게시판  Issued by: <김미영> 
Revision: <1.0>  <2002/3/12> 
 

JSTORM  <2/17> 
 

Document Information 

Document title: XML 게시판 

Document file name: XML_Board_jstorm_1.0_final.doc 

Revision number: <1.0>  

Issued by: <김미영> 

Issue Date: <2002/3/12>  

Status: final 

 

 

Content Information 

Audience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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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XML자체의 기능을 최대로 활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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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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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게시판 
 

 

 

 

 

1. 개  요 
 

누구나 동호회등의 게시판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글을 써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게시판은 데이터 베이스에 모든 관련 
내용을 저장하며, 그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화면에 뿌려준다.  

이번에 새로 설계한 게시판은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단지 XML파일에서 자료를 저장하며 읽어온다(다시 
말하면, XML파일로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하였다). 이러한 XML 
file과 적절한 XSL를 결합하여 화면에 HTML 게시판 형식으로 
보여주게 된다.  

 

서블릿을 구동하기 위한 웹서버로는 Tomcat을 사용하였다. 또한, 
XML Parsing과 HTML로의 변환을 위해, JDOM을 사용하였다.  

 

2. 설치 방법 
 

Tomcat Server는 일단 c:\tomcat 에 설치된 것으로 하였다. 이들 
파일들을, 

가. image 폴더안의 *.gif 파일들을  

 

C:\tomcat\webapps\examples\images  

에 넣는다.  

 

나. 그이외의 나머지 *.java와 *.classfile, *.xml, *.xsl file은   

C:\tomcat\webapps\examples\WEB-INF\classes 

에 넣는다. (따로 가상 디렉토리를 잡을 수도 있었지만 설치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기본으로 생성되는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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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OM을 설치하고 나서 5개의 jar파일이 필요하다. (crimson.jar, jaxp.jar, xerces.j
ar, jdom.jar, xalan.jar) 이들은 JDOM의 압축을 풀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
다. 이 5개의 *.jar를 미리 C:\tomcat\common\lib에 넣어주어야 하며 또한 이 
5개의 파일을 classpath에 설정해주도록 한다.  

(위에 5개의 파일을 classpath로 잡아주는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이 없으면
 JDOM을 Tomcat이 인식하지 못하므로, 게시판이 실행되지 않는다.) 

 

 

다. http://localhost:8080/examples/servlet/Board 로 실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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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시판 화면 
 

3.1 메인 화면 

 

 



XML 게시판  Issued by: <김미영> 
Revision: <1.0>  <2002/3/12> 
 

JSTORM  <7/17> 
 

 

3.2 글 내용 보기 화면 

 

 

3.3 글 쓰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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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Modify와 Delete시 Password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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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ML게시판 소스 
 

일일이 소스를 싣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 생략하였다. 필요하다면, 
첨부된 게시판 소스를 보기 바란다(여기서는 각각의 필요한 
파일들만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XML 관련 파일들만 실었다 

 

※소스에 포함된 각각의 *.java file들 
 

① ~~~~View.java는 말 그대로 글 입력화면, 삭제화면, 수정화면등을 나타내는 
서블릿이다.  
 
② ~~~XML.java는 ~~~~View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해주는 서블릿이다. (단, 
BoardViewXML.java 는 각각의 게시판 글을 선택했을 때, 그 글 내용을 보여주는 
게시판이다) 
 
③ BoardPasswordConfirm은 글을 modify 또는 delete하기전에 password를 물어
본다.  
 
④ Board.java는 게시판의 메인 화면을 보여준다.  
 
⑤ board.xml은 게시판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XML이다. DB의 역할 역
시 수행한다.  
 
⑥ search.xml은 사용자 검색결과 산출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XML이다. 
 
⑦ board.xsl은 board.xml에 대한 스타일 시트를 정의해 놓은 파일이며, 
boardview.xsl은 게시판을 선택했을 때, 그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도록 한 스타일 
시트이다. 
 

⑧ XMLManager는 클래스에서 XML이 필요한 작업을 모두 처리해 주는 가장 핵심
적인 클래스이다. 단지 하나만 생성되도록 하였다(singleton). 

 

가. board.xml : xml관련 자료들을 저장한다. 아래의 파일을 보면, 
XML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xml version="1.0" encoding="euc-kr"?> 

<!--<!DOCTYPE board SYSTEM "board.dtd"> 

<?xml:stylesheet type="text/xsl" href="board.xs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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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각각의 boarddata가 게시판 하나하나를 이루는 XML의 구조임. 

<boarddata> 

<no>30</no> 

<date>2002-03-02</date> 

<name>99april</name> 

<email /> 

<title>하하하하</title> 

<detail>서치가 됩니다.. 하하하하..^__^</detail> 

<password>234</password> 

<tcpip /> 

<depth>0</depth> 

<ref>30</ref> 

<pos>0</pos> 

</boarddata> 

 

 

<boarddata> 

<no>29</no> 

<date>2002-03-02</date> 

<name>미영</name> 

<email /> 

<title>우하하하..</title> 

<detail>미영이 이쁘다.. ㅎㅎㅎㅎㅎ</detail>   //<= --;;;;;; 

<password>234</password> 

<tcpip /> 

<depth>0</depth> 

<ref>29</ref> 

<pos>0</pos> 

</boarddata> 

 

 

 

<boarddata> 

<no>28</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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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02-03-02</date> 

<name>?</name> 

<email /> 

<title>xml</title> 

<detail>우하하 x</detail> 

<password>123</password> 

<tcpip /> 

<depth>0</depth> 

<ref>28</ref> 

<pos>0</pos> 

</boarddata> 

 

</board> 

 

board.xml 

 

나. search.xml : 화면에서 검색을 하면 검색한 내용들을 따로, XML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해둔다. 이것을 XSL파일과 결합하여 HTML로 
뿌려준다. 

 

 

<?xml version="1.0" encoding="euc-kr"?> 

 

<board>  <boarddata>     

<no>5</no>     

<date>2002-02-19</date>     

<name>최원준</name>     

<email>111</email>     

<title>111</title>     

<detail>111</detail>     

<password>1111</password>     

<tcpip />     

<depth>0</depth>     

<ref>5</ref>     

<pos>0</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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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rddata></board> 

 

search.xml 

 

다. board.xsl : 메인 화면을 보여주기 위한 StyleSheet를 정의한 
xsl파일이다. 

 

 

<?xml version="1.0" encoding="euc-kr"?> 

<xsl:stylesheet version="1.0" xmlns:xsl="http://www.w3.org/1999/XSL/Transfor
m"> 

 

<xsl:template match="/"> 

<html> 

<head> 

<title>XML 게시판</title> 

</head> 

<body bgcolor="6699cc" text="#000000" leftmargin="0" topmargin="0"> 

<center><br/> 

<h3>자유 게시판</h3><hr width="65%"/><br/> 

<table border="0" width="80%"> 

<tr bgcolor="8f8fbd"><th width="8%" align="center"><font size="4">번 호</f
ont></th> 

<th width="10%" align="center"><font size="4">이 름</font></th> 

<th align="center"><font size="4">제 목</font></th> 

<th width="15%" align="center"><font size="4">등록일</font></th> 

</tr> 

<xsl:for-each select="board/boarddata"> 

<tr bgcolor="cdcdcd"> 

<td align="center"> 

<font size="4"><xsl:value-of select="no"/></font> 

</td> 

 

<td align="center"> 

<font size="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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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l:attribute name="href"> 

mailto:<xsl:value-of select="email"/> 

</xsl:attribute> 

<xsl:value-of select="name"/> 

</a> 

</font> 

</td> 

 

<td> 

<font size="4"> 

<script language="javascript"> 

i=0; 

while(i!=<xsl:value-of select="depth"/>) 

{ 

document.write("->");    

i++ 

} 

</script> 

<a> 

<xsl:attribute name="href"> 

http://localhost:8080/examples/servlet/BoardViewXML?num=<xsl:value-of select
="no"/> 

</xsl:attribute> 

<xsl:value-of select="title"/> 

</a> 

</font> 

</td> 

 

<td align="center"> 

<font size="4"> 

<xsl:value-of select="date"/> 

</font> 

</td> 

</tr> 

</xsl:for-each> 

</table> 



XML 게시판  Issued by: <김미영> 
Revision: <1.0>  <2002/3/12> 
 

JSTORM  <14/17> 
 

</center> 

</body></html> 

 

</xsl:template> 

</xsl:stylesheet> 

 

 

board.xsl 

 

라. boardview.xsl : 글의 내용을 보여주는 stylesheet를 정의하는 
xsl파일이다. 

 

 

<?xml version="1.0" encoding="euc-kr"?> 

<xsl:stylesheet version="1.0" xmlns:xsl="http://www.w3.org/1999/XSL/Transfor
m"> 

 

<xsl:template match="/"> 

<html> 

<head> 

<title>게시판 내용</title> 

</head> 

 

<body bgcolor="6699cc"> 

<center> 

<table border="0" cellpadding="5" width="70%"> 

<tr bgcolor="#70DBDB"><td><center><b><xsl:value-of select="boarddata/titl
e"/></b></center></td></tr> 

</table><br/> 

<table border="0" bgcolor="#70DBDB" cellpadding="2" width="70%"> 

<tr><td> 

 

<table border="0" bgcolor="#ffffff" cellspacing="0" cellpadding="8" width="100
%"> 

<tr><td> 

<table border="0"  cellpadding="2">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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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bgcolor="#70DBDB">등록 시각</th> 

<td bgcolor="#ffffff"><xsl:value-of select="boarddata/date"/></td></tr> 

<!-- 날짜와 시간을 모두 출력하도록 정의한 getFormattedDateTime메소드 사용.
.--> 

 

<tr><th bgcolor="#70DBDB">작성자</th> 

<td><xsl:value-of select="boarddata/name"/></td></tr> 

<tr><th bgcolor="#70DBDB">E-Mail</th> 

<td> 

<a> 

<xsl:attribute name="href"> 

mailto:<xsl:value-of select="boarddata/email"/> 

</xsl:attribute> 

<xsl:value-of select="boarddata/name"/> 

</a> 

</td> 

</tr>  

</table> 

</td></tr> <tr><td> 

<pre><xsl:value-of select="boarddata/detail"/></pre> 

</td></tr></table> 

</td></tr></table> 

<p/> 

 

<a> 

<xsl:attribute name="href"> 

http://localhost:8080/examples/servlet/BoardReplyView?num=<xsl:value-of sele
ct="boarddata/no"/> 

</xsl:attribute> 

<img src="../images/reply.gif"/> 

</a> 

<a> 

<xsl:attribute name="href"> 

http://localhost:8080/examples/servlet/BoardPasswordConfirm?num=<xsl:value-
of select="boarddata/no"/>&amp;mode=modify 

</xsl: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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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images/modify.gif"/> 

</a> 

<a> 

<xsl:attribute name="href"> 

http://localhost:8080/examples/servlet/BoardPasswordConfirm?num=<xsl:value-
of select="boarddata/no"/>&amp;mode=del 

</xsl:attribute> 

<img src="../images/delete.gif"/> 

</a> 

<a> 

<xsl:attribute name="href"> 

http://localhost:8080/examples/servlet/Board 

</xsl:attribute> 

<img src="../images/list.gif"/> 

</a> 

 

</center> 

</body> 

</html> 

</xsl:template> 

</xsl:stylesheet> 

 

boardview.x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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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 음 말 
 

이 게시판은 무엇보다도 Database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DBMS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transaction관리, traffic분산 
등)을 이용할 수가 없다(가능한, 이러한 기능을 프로그램상에서 
제공해 주려고 했으나, 데이터 베이스와 관련된 전문 기업들이 
만든 수준은 되지 못한다). 단지 웹 서버에서 해주는 
transaction관리 등만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단지 XML파일만 사용하므로 데이터 베이스가 전혀 필요 
없으며 이에 따라 단순한 홈페이지(개개인이 사용할 
홈페이지)등에는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데이터 
베이스와 관련된 소스를 수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역시 이 게시판의 강점이라 하겠다. 

 

XML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Data와 Presentation의 분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StyleSheet만 바꾸어 주면, 바로 또 
다른 모양의 게시판을 만들 수 있다. 이번 xml게시판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살려, 버튼을 누르면 그에 
따라 게시판 모양을 바꾸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했으나, 개발 팀의 
사정상 이 기능을 추가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  

 

혹시 관심이 있는 독자는 스스로 한번 구현해 보기 바란다. 아울러 
이 게시판에서 사용하는 xml파일을 데이터 베이스와 한번 연동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생각보다 크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