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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ion0.8-alpha를 공개하면서…  

세상에 파란문화사란 이름을 가진 출판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가상의 출판

사입니다. 이 출판사는 필자가 이 문서의 집필작업을 하면서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

이트의 UML운영자인 너구리님의 조언(?)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출판사 이름입니다. 이 

문서는 현재 필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서만 배포되고 있습니다. 비록 책으로 묶이

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 낸 문서입니다. 하지만 가상의 출판사이다보니 

교정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리 만무하며 필자도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지 못했

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많이 있을 수도 있으며 아마추어적인 분위기가 느껴질 수도 있

을 겁니다. 내용 부분에서는 필자 나름대로 고민해서 목차를 만들었고 썼습니다. 문법

적인 부분이나 이론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없다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를 보

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타나 오류가 발견된다면 지체없이 필자의 사이트를 통해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관심이 필자가 계속해서 문서를 집필해 나가는 힘

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part1과 part2로 나누어 집필되고 있습니다. 

Part1에서는 이론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part2는 예제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part1까지밖에 집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론이라고는 하지만 부분 부분 예제들

이 있으며 예제들은 여러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JSP공부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hapter2 부분에

서는 반말로 했다가 존대말로 했다가 그러는데…  어떤게 더 나은지 실험해 본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 사이트를 아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운영자분

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많이 도와 주신 너구리(이용석)님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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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ü chapter 1 JavaServer Pages 에 대하여 

ü chapter 2 환경 설정 

ü chapter 3 기초문법/내장객체 

ü chapter 4 JavaBeans & JSP 

ü chapter 5 Custom Tag Library 

ü chapter 6 Cookie & Session 

ü chapter 7 JDBC & 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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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 JavaServer Pages 에 대하여 

 
이미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많은 jsp관련서적들이 출판되어 있고, 참고문서들도 쏟아져 

나와있다. Jsp가 무엇이다라고 구차하게 길게 설명하지는 않으려 한다. JSP, ASP, PHP가 모

두 스크립트 언어라는 맥락에서, 동적인 웹페이지 구현이라는 맥락에서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jsp가 무엇이냐고 정의하는데는 asp나 php가 무엇이냐고 정의하는 부

분과 공통적인 것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간략히 정리해보자. 

 

1. 정적인 HTML 문서를 동적인 Web Page를 구현해주는 스크립트 언어이다. 

2. HTML, DHTML, XHTML, XML 문서에 각 코드들을 혼합해서 사용한다. 

 

너무 간단한 것 같다.  더 이상의 설명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바(역시 나는 허접인

가보다) 이제, jsp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Sun의 JavaServer Pages 스펙에 정의된 jsp 기술에 대해 4줄의 간략한 정의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JavaServer Pages 기술은 HTML, DHTML, XHTML, XML 과 같은 웹문서를 포함하여 동적

인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위해 J2EE 플랫폼에 속하는 Java 기술이다. 

이 기술은 동적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웹페이지를 쉽게, 하지만 최대의 강력함과 유연성을 

가지고 출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정의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스크립언어들의 정의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 기술은 자바

의 J2EE 플랫폼의 기술이라는 점밖에…  그리고 매우 강력하고 유연하다는 것…  그래서 jsp

가 당근 최고의 동적 웹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것이다. 

과연 최고일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다고 밖에 말할 수 없겠

다. 이 글을 모두 읽어 가면서 jsp의 철학을 몸으로 느낄 때 여러분의 jsp가 왜 강력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참고 : 현재 asp.net beta1 이 발표된 상태이다. asp.net 은 jsp와 대적(?)하기 위해 많은 

기술들이 jsp만큼 따라와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Code behind 기술, HTML form 의 객체

화, ado의 여러가지 지원등…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봐라. 하지만, jsp의 javaBeans , 

서블릿, custom tag library 를 가지고라면 asp가 지원하는 이상의 것들을 지원할 수 있음

이라고 말하고 싶다. 

 

jsp에 대해서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다. ASP와 PHP, CGI등과 비교하는 것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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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다만,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한다면 jsp는 결국 서블릿(servlet)이라는 것만 알아두자. 

Jsp 페이지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존재해야하고 이 컨테이

너는 jsp페이지를 처음 누군가가 요청할 때 서블릿으로 컴파일한다. 그 이후의 요청은 이렇

게 만들어진 서블릿을 로드하고 각각의 요청에 따라 쓰레드가 작동하여 서블릿이 가진 출력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의 화면에 뿌려주는 일을 하게된다. 

따라서 jsp의 일생은 서블릿의 일생이며, 서블릿에 대한 이해는 jsp의 전반적인 이해에 많

은 도움을 준다.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면서 서블릿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여 설명해 나

갈 것이다. 서블릿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무시하지 말고 잘 읽어 두기를 바라며 서블릿 

API에 대해서도 틈나는 대로 보아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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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환경 설정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환경은 JDK

를 설치하고 서블릿/Jsp 컨테이너(엔진이라 부르기도 한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JDK를 설치하는 법을 간략히 살펴보고 서블릿/jsp 컨테이너(이하 그냥 컨테이너라고 부른

다)를 설치하고 셋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환경은 Windows2000/ Linux(레드햇7.0)에

서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컨테이너는 Jakarta-tomcat, Resin 두가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 많은 컨테이너들이 있지만 전부를 설명할 수도 없으며 전부를 알지도 못합니다.  

 

● JDK 설치 

- windows 계열 

윈도우계열에서 JDK설치는 너무 간단합니다. Sun 사이트에서 JDK를 다운로드한 다음 

설치프로그램을 돌리면 끝납니다. Setup 프로그램을 더블클릭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

을 보시게 될겁니다. 

 
 

순서에 따라서 라이선스에 대해 동의하시고 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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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디렉토리와 폴더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 계속 next>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설치과정을 진행하시면 위 화면과 같이 JDK를 설치 진행화면이 나타나며 

JRE(Java Runtime Enviromenet)환경설정이 이루어 집니다. 필자는 JDK1.3.1 버전

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행과정이 끝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것이며 

Finish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윈도우 환경설정에서 클래스패스과 패스지정을 해두어야 합니다. Windows NT, 

2000에서는 환경설정하는 부분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탕화면의 내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맨 아래 등록 정보가 나옵니다. 등록 정보를 클릭하

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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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환경변수 버튼을 클릭하시고 환경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환경변수 버튼을 클

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설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 시스템변수에서 새로만들기 버

튼을 클릭하시고 패스와 클래스패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화면은 시스템변수-새로만들기 버튼을 클릭한 상태입니다. 변수이름에 PATH라

고 적어주시고 변수 값에 여러분이 JDK를 설치한 루트 디렉토리 아래 bin 폴더를 써주

시면 됩니다. 필자는 c:\jdk1.3.1\bin 이므로 이와 같이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해두시

면 bin 폴더내의 컴파일러나 실행프로그램등을 임의의 폴더내에서도 실행하실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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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시 새로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변수이름에 

classpath 변수 값에 .;c:\jdk1.3.1\lib\tools.jar 라고 입력해 주십시오. Dot(.)는 현

재 디렉토리를 말하며 tools.jar 파일은 JDK내의 툴 프로그램들의 사용과 관련된 jar 

파일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화면은 windows 2000의 화면이며 NT4.0은 조금 화면이 다르겠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윈도우 95,98의 경우에는 autoexec.bat 파일에 path와 classpath를 추가해

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et PATH=c:\jdk1.3.1\bin 

set CLASSPATH=.;jdk1.3.1\lib\tools.jar 

 

이제 Linux에서 JDK설치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에서의 설치법도 간단합니다. 

리눅스의 경우 jdk1.3 을 확장자 .bin 파일을 다운로드 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명령어로 설

치합니다. 

 

sh jdk1.3 

 

jdk1.3은 파일명이 길어 편의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제로는 jdk1.3.0_02-linux-…  어쩌

구 저쩌구 이렇게 길 것입니다. Jdk1.2.tar.gz 의 경우처럼 확장자 tar.gz 파일이라면 아래

와 같은 명령어로 실행합니다. 

 

tar xzvf jdk1.2 

 

이런 식으로 설치를 시작하면 역시 라이선스 동의 화면이 뜰 것입니다. 화면은 아래와 같습

니다. 필자는 한텀에서 실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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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nter 키를 클릭하면 라이선스에 동의하냐고 물을 것입니다. Yes라고 타이핑하면 설

치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래의 화면과 같이 계속해서 설치가 진행될 것입니다. 

 

 

설치가 끝나면 역시 환경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PATH와 CLASSPATH를 잡아야 겠습니다. 

리눅스에서는 root 디렉토리 아래에 .bash_profile 이라는 환경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root 에서 ls –al 이라고 치시면 이 파일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vi 에디터나 X-window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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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편집기 등을 열어서 윈도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경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자의 

환경설정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vi 에디터로 편집한 화면입니다. 

 

 

위 화면은 JAVA_HOME, TOMCAT_HOME 까지 환경설정에 추가한 상태이며 서블릿/JSP 

컨테이너와 JDK의 버전에 따라서 이 설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TOMCAT3.2.1에 JDK1.3의 경우 간혹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

우가 있어서 JDK1.2를 다시 셋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필자는 JDK1.3 과 1.2를 함께 설

치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JDK를 설치하는 것은 끝이 났습니다. 참고로 JDK의 구조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JDK  

      |---------|--------- 여러 디렉토리들  

     bin      jre  

             |-------|------classes  

                 bin     lib  

                           |-------|  

                         ext     여러디렉토리  

 

JDK 아래의 bin 폴더에는 컴파일러, rmic(rmi 컴파일러), jar 실행파일등 여러 실행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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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있습니다. jre 디렉토리 아래의 눈여겨 보실 부분은 classes 와 ext 입니다.  

원래 classes 라는 디렉토리는 없습니다 .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기에  classes라는 디렉

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왜냐구요? 여기에 클래스파일들을 두면 자동으로  인식하

게 됩니다. 클래스패스를 직접 잡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jre - lib - ext 에서 ext폴더에는 여러분이 사용할 jar 파일들을 두시면 됩니다.  

원래 lib 폴더에는 rt.jar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JDK core package 가 들어있구요. 필

자는 jar 파일들은 ext 폴더안에두고 일반 클래스파일들은 classes 폴더에 두고 작업을 

합니다. 

 

● Jakarta-tomcat 

tomcat은 현재 버전 3.2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며 apache Group 에서 개발하고 있다. 버

전 3.2는 서블릿2.2/jsp1.1 스펙까지 지원하고 있다. Tomcat은 서블릿/jsp 테스트를 위해 

독자적으로 구동될 수 있으며 웹서버와 연동시에는 주로 apache 웹서버와 함께 구동된다. 

Apache 그룹에서 개발하는 만큼 설정도 쉽고 궁합도 제일 좋은 것 같다.  

참고로 tomcat은 sun에서 apache 그룹에 개발권을 넘겨주었으며, 그 전신이 sun의 

JSWDK(javaServer Web Development Kit)으로 더 이상 개발하고 있지 않다. 

Tomcat에 대한 모든 사항은 http://jakarta.apache.org 를 참고하면 된다. 

Tomcat의 바이너리 파일을 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고 원하는 곳에 압축을 풀면 설치

는 간단히 끝나버린다…  너무 허무한 것 같다. 

다음으로 할 일은 설치 디렉토리의 lib/servlet.jar 파일을 classpath에 추가하는 것이다. 

윈도우2000 의 경우 환경설정에 들어가서 하면 된다. 그게 어딨는지 모른다구요??? 

바탕화면(내컴퓨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등록정보가 나오고 다시 고급탭을 누르면 

환경변수라는 게 있다. 사용자변수와 시스템변수가 있는데 아무데나 설정하면 된다. 

Jdk를 설치하셨다면 모두들 아시리라 믿는다. 한가지, 사용자변수는 로그인한 사용자에 따

라서 환경이 달라지므로 시스템변수에 추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두개를 중복해서 설정하

면 사용자변수가 시스템변수에 우선한다는 것도 알아두자. 

윈 95,98 환경이라면 autoexec.bat 파일에 set classpath에 servlet.jar파일을 추가해주

면 되겠다. 만약 이 파일을 classpath 잡지 않는다면 javax.servlet 패키지를 import 하는 

클래스를 컴파일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j2ee를 설치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다음…  환경변수에 TOMCAT_HOME 과 JAVA_HOME을 추가하자. 변수이름이 이 두가지 

이고 값(value)로는 tomcat 과 jdk의 설치 루트 디렉토리 경로명을 적으면 된다. 

이제 톰캣의 설치는 끝났다. 톰캣의 bin 디렉토리의 startup.bat파일을 실행시키자. 그리고 

익스플로러나 넷스케이프등 웹브라우저를 띄우고 주소란에 http://localhost:8080 이라고 

치면 고양이 한마리가 튀어 나올것이다. 고양이를 함 째려봐주고 나면 환경설정이 끝난 것

이다. 고양이는 아래의 화면과 같이 생겼습니다. 



 
 
 

JavaServer Pages by BlueNote 

http://www.java2xml.com 13 

 

이제 여러분은 jsp페이지는 jakara-tomcat/webapps/root 폴더에 두고, 서블릿이나 자바

빈즈 파일등은 root 밑에 web-inf/classes 밑에 두면 될 것이다. 

리눅스의 경우에는 tar.gz파일을 다운받도록 하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tar.gz 파일을 

받아서 tar xvzf jakarta-tomcat-3.2.1.tar.gz이라고 명령어를 치면된다. 압축을 푸는 화면

이 나올 것이며 설치가 될 것이다. 파일명이 길고 설치 위치가 맘에 안든다면 아래와 같이 

폴더를 통째로 옮기면 된다. 그럼 /usr/local 아래에 jakarta-tomcat으로 옮겨질 것이다. 

 

mv Jakarta-tomcat-3.2.1 /usr/local/jakarta-tomcat  

 

리눅스에서 톰캣의 구동파일은 ./bin/startup.sh 파일이다. 톰캣 루트 디렉토리에

서 ./bin/startup.sh 라고 명령해주면 실행이 될 것이다. 중지명령은 ./bin/shutdown.sh 

이다. 

 

Apache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가지 짓(?)을 해야하는데…  간단히 살펴보자. 

 

● apache + tomcat 

apacheModulejserv.dll 파일을 apache 설치 디렉토리 아래 modules 폴더 밑에 복사해서 

넣는다. 이 파일은 apache 사이트나 국내 여러 java,jsp관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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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란공책이 운영하는 http://jsp.boolpae.com 에도 있다 – 광고냐???) 

apache폴더 밑에 conf 폴더에 있는 httpd.conf파일은 수정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한다. 

만약 수정을 한 적이 없다면 아래와 같이 수정하라.(apache 1.3.17은 설치과정에 

ServerName의 설정이 나오므로 확인만 하면 될 것이다.)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수정한다. 

ServerName localhost  

또는 ip주소, 또는 루프백주소 (127.0.0.1)을 넣으시면 된다.(말이 어째 좀 이상하다) 

다음으로 Include "C:/jakarta-tomcat/conf/tomcat-apache.conf" 라고 써 넣는다. 

/는 역슬러쉬가 아니고 그냥 슬러시입니다. 톰캣을 다른 곳에 설치했다면 그 경로명을 써주

면 될 것이다. 설치가 끝났다. 

아파치를 시작시키고, 톰캣을 시작 시키면 된다. 

아파치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할려면 http://localhost 라고 치면 된다. 웹서버가 기본 포트

를 80을 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Not Acceptable... 어쩌구 저쩌구라고 나오면 성공한 것이다. 

html, jsp파일은 아파치밑에 htdocs밑에, 혹은 톰캣밑에 webapps\root\밑에 두면 된다. 

servlet파일은 webapps\root\WEB-INF\classes밑에 두면 되지 않을까? 된다. ^^;; 

서블릿 파일을 호출하실려면 http://localhost/servlet/서블릿파일명 이라고 치면 된다. 

 

리눅스의 경우에 연결 모듈 파일은 mod_jserv.so 파일이다. 이 파일은 아파치의 libexec 

폴더에 복사해 넣는다. 복사명령어는 cp 인것은 다 아시리라 믿는다. 그런다음 htdoc에 윈

도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nclude /usr/local/jakarta-tomcat/tomcat-apache.conf 라고 

입력한다. 사실 연동하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tomcat-apache를 include 해도 되고, 

tomcat.conf 파일을 include 해도 된다. 이렇게 설정한 후 아파치가 제대로 구동되지 않는

다면 아파치를 컴파일해서 설치할 때 configure 명령시 -–enable-module=so 를 하지 않

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rpm패키지가 아닌 소스코드를 컴파일해서 아파치를 설치했다면 

다시 해야 할 것이다. 

 

다른 가상폴더, 가상호스트등의 설정방법은 tomcat및 apache 사이트에서 참조하면 된다. 

여기서 다 설명하다가는 그것만 가지고 책 한 권 분량을 채워낼 것이다.(apache 서적이 단

행본으로 시중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알지도 못한다. 

필자는 허접인가(?) 보다…  

 

이제 Resin 을 설치해보자 

 

● Resin(+IIS, Ap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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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의 생활 속으로 접근해 왔다. Resin도 서블릿2.2/jsp1.1

을 지원한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가장 최근 릴리즈된 버전은 1.2.3이다. Tomcat이 공짜

인 반면 resin을 개발자들에게는 공짜로 제공되나(Jrun도 그렇다) 상용 웹사이트에 설치하

려면 라이센스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 

Resin도 설치법은 무척이나 간단하다.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보자. 폴더들이 끈

적끈적하게 생길 것이다. Bin디렉토리를 찾아보면 setup 파일이 있을 것이다. 먼저 윈도우

의 서비스에서 IIS를 중지시킨다. 그리고 setup파일을 실행시킨다. 그럼 설치되어 있는 웹

서버들을 스스로 찾아낸다. 그리고 연동을 할 것인지 체크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튀어 나온

다. IIS 만이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을 것이며 OK를 꾹~ 눈질러 

주면 된다. 그럼 ISAPI 필터 어쩌구 …  이런 창이 뜰 것이다. OK를 누르고 나면 이제 끝났

다. IIS를 재기동 시켜보자. 이제 우리는 IIS에 resin을 끼워(?) 넣었다.  

이제 Resin의 설치 디렉토리 아래 conf/resin.conf 파일을 메모장이나 텍스트 에디터등으

로 불러들이자. 모두 지우고 아래의 코드를 복사해 넣어도 되고(최소한의 설정), 기본적인 

것들은 모두 그대로 두고 <http-server>의 app-dir 속성만 변경해 주어도 된다. 

app-dir=’루트폴더로 사용할 디렉토리 경로명’ 로 설정해야 한다. 아래는 Apache의 경우 

htdocs를 설정한 경우이다. IIS라면 wwwroot의 경로명를 적으면 된다. 

 

<caucho.com> 

<http-server 

app-dir='C:\Apache\htdocs'> 

<classpath id='WEB-INF/classes' source='WEB-INF/classes'/> 

<servlet-mapping url-pattern='/servlet/*' 

servlet-name='invoker'/> 

<servlet-mapping url-pattern='*.xtp' 

servlet-name='com.caucho.jsp.XtpServlet'/> 

<servlet-mapping url-pattern='*.jsp' 

servlet-name='com.caucho.jsp.JspServlet'/> 

</http-server> 

</caucho.com> 

 

resin의 실행파일은 bin/srun.exe이다. 실행시키자…  

IIS의 wwwroot 디렉토리에 허접한 jsp파일을 하나두고 http://localhost/허접.jsp 라고 

찍어보면 잘 보일 것이다. wwwroot 가 어딨냐고요? 윈도우를 c:\ 에 설치했다면 

Inetpub/wwwroot 가 있을 것이다. wwwroot 아래 WEB-INF/classes 디렉토리를 차례대

로 만들자. 

이제 classes 폴더에 서블릿파일과 클래스파일들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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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치와 연동했다면 아파치의 환경설정 파일 httpd.conf 파일을 확인해 보라.  

파일에 아래와 같은 코드가 있으면 된 것이다. 

 

LoadModule caucho_module "어쩌구 저쩌구/mod_caucho.dll" 

AddModule mod_caucho.c 

<IfModule mod_caucho.c> 

CauchoConfigFile "C:\\resin1.1\conf \resin.conf" 

# For security, deployment sites may want to 

# comment the following out. 

<Location /caucho-status> 

SetHandler caucho-status 

</Location> 

</IfModule> 

 

resin을 웹서버와 연동하였지만, resin또한 혼자서 잘 돌아가며 자체적으로 IIS나 Apache

와 같이 많은 기능들은 없지만 웹서버가 내장되어 있다. 그냥 resin만 압축을 풀어 사용하

고 싶다면 그대로 해도 좋다. 이 경우 Default Root로는 doc 디렉토리가 잡혀있으니 doc

폴더에 html, jsp페이지를 두고 그 아래의 WEB-INF/classes에 서블릿 파일을 두면 된다. 

그러고 http://localhost:8080 을 두드리면 된다. 

Resin에서도 javax.servlet 패키지들을 classpath 잡아두자. 물론 Resin의 자동 컴파일 기

능을 켜두면 컴파일하지 않더라도 레신이 기동되면서 java 파일들을 모조리 컴파일 시킬테

지만, 그냥 컴파일 해야할 일이 많을 것이니깐…  lib/jsdk22.jar 파일을 classpath에 추가하

면 된다. 

주요 설정파일은 conf/resin.conf 파일이다. 대충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

들도 있을 것이다. resin의 웹주소는 http://www.caucho.com이며 Resin의 다른 환경설

정은 여기서 참조하거나 java, jsp 관련 사이트들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참고: resin 1.2.0 에서 resin.conf 파일에서 app-dir을 http-server의 속성으로 하면 

resin이 실행이 안된다. app-dir을 http-server의 자식 태그로 사용하고 몸체에 경로명을 

써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말이다. 

<http-server> 

<app-dir>C:\Apache\htdocs</app-dir> 

…  다른 설정들 

</http-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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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n 1.2.3에서 apache의 httpd.conf에 삽입되는 코드중에  

LoadModule caucho_module "어쩌구 저쩌구/mod_caucho.dll" 

AddModule mod_caucho.c 

이 2줄의 순서가 바뀌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위 순서대로 바꾸

어 주어야 한다. (세상에 버그 없는 프로그램이 어디있던가? 참자… ) 

 

리눅스의 경우에도 별 것은 없다. http://www.caucho.com 에서 레신을 다운로드 받자.  

resin-1.2.3.tar.gz 파일 정도가 될 것이다. 역시 tar xzvf resin-1.2.3.tar.gz 이라고 명령

창에서 입력하면 압축이 풀릴 것이다. 다음 다시 명령창에서 컴파일해야 한다. 순서는 아래

와 같다. 

 

./configure --with-apache=/usr/local/apache  

make  

make install  

 

대부분의 소스를 컴파일하여 설치하는 작업과 별 다를게 없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아파치

가 설치된 디렉토리만 잘 적어주면 된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apache의 httpd.conf 파

일에 윈도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설정들이 추가될 것이다.  

dll 파일이냐.. so 파일이냐 라는 것 이외는 다른 것은 없다. 아래와 같이…  

 

LoadModule caucho_module /usr/local/apache/libexec/mod_caucho.so  

AddModule mod_caucho.c  

<IfModule mod_caucho.c>  

  CauchoConfigFile /home/nuguri/resin1.1.5/conf/resin.conf  

# Uncomment the following line to debug the connection setup  

#  <Location /caucho-status>  

#    SetHandler caucho-status  

#  </Location>  

</IfModule> 

 

가장 최근 버전의 레신의 경우라면 http://localhost:8080 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

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의 가장 따끈한 버전은 1.2.3이다. 

 



 
 
 

JavaServer Pages by BlueNote 

http://www.java2xml.com 18 

 

 

이것으로 환경설정을 모두 설명했다. 물론 다른 서블릿/JSP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문서를 참고하도록 하자. 또한 한가지 기억해두어야 할 것은 이 엔진들과 JDK의 버전, 

그리고 시스템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적힌 설정법들이 대개

의 경우 통용되는 것이지만 미세한 부분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대처

하는 법은 JSP 컨테이너의 해당버전을 정확히 알고 그에 관련문서와 버그리포트를 참고하

는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상황 대처 능력을 키워줄 것이며…  이런 것들

이 쌓여서 소위 짠밥이 되지않을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