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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의 길로 들어서게 안내해준 이창신 군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항

상 미지의 길을 찾는 그 여정에 즐거움이 가득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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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독자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웹 프레임워크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웹 프로그래머가 서블릿을 사용해 서비스를 

구현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덩달아 웹 프레임워크를 작동시키는 서블

릿 컨테이너에 대한 인식 수준 역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바 웹 프로그

래밍에서 서블릿은 HTTP 요청의 최초 진입점일 뿐 아니라 멀티스레드 구조를 지

원함으로써 기본적인 병렬처리 기능을 제공하므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불리

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구현되는 결과물이 결

국 내부적으로는 서블릿으로 변환되어 서블릿 컨테이너 위에서 처리된다는 점에서 

서블릿과 서블릿 컨테이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자바 웹 프로그래밍에서 차지하

는 중요성은 무엇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 매너리즘에 대해 고민한 자바 웹 프로그래머에게는 지금까

지 자신이 별다른 자각 없이 간접적으로 사용하던 서블릿 API의 아래에서 벌어지

는 여러 흥미진진한 일들에 대해 알게 되어 다시 한번 초년의 두근거림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웹 프로그래머에게는 자바 언어 공동체에서 웹 서비스를 바

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언어로 작성된 웹 애플리케이션 서

버나 프레임워크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관점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

대합니다.



예제 테스트 환경

사용 툴 및 장비 버전

아파치 TCPMon apache-tcpmon-1.0

아파치 톰캣 apache-tomcat-7.0.29

아파치 앤트 apache-ant-1.8.4

자바 SDK jdk1.6.0_35

● 아파치 TCPMon(Apache TCPMon) 

: http://ws.apache.org/commons/tcpmon/

● 아파치 톰캣(Apache Tomcat) 

: http://tomcat.apache.org/download-70.cgi

● 아파치 앤트(Apache Ant)

: http://ant.apache.org/

● 자바 SDK

 :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downloads/index.html

예제는 zip 형식으로 장 단위로 제공합니다. 

예제 파일은 "http://www.hanb.co.kr/exam/1968/"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s.apache.org/commons/tcpmon/
http://tomcat.apache.org/download-70.cgi
http://ant.apache.org/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downloads/index.html
http://www.hanb.co.kr/exam/1968/


한빛전자책 알림

세상에는 수많은 종이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책를 그대로 옮긴 전자책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자책이 단지 종이책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변환해 놓은 것

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책에는 전자책에 적합한 콘텐츠와 형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빛이 지금 생각하고 추구하는, 개발자를 위한 전자책은 이렇습니다.

1.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에 대해 핵심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500페이지 분량의 잘 정리된 도서가 아니라, 조금은 거칠지만 100페이지 내외로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여 독자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 주는 전자책 서비스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O'Reilly의 전자책 번역 서비스도 준비 중이며, 조만간 

개시될 예정입니다.

2. 무료로 업데이트되는, 전자책 전용 서비스입니다. 

  종이책으로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이 일정한 분량 이상으로 

집필되고 정리되어 나오는 동안 기술은 이미 변해 있습니다. 

  한빛 eBook only 서비스는 전자책으로 출간된 이후에도 버전 업 등으로 인한 중요한 

기술적 변화가 있거나, 저자(역자)와 독자가 소통하면서 보완되고 발전된 노하우가 

정리되면 구매하신 분께 무료로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3. 전자책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형태와 디자인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종이책을 그대로 옮겨 놓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읽기 힘든 전자책이 아니라, 전자책의 환경에 

가능한 최적화하여 쾌적한 경험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글자크기나 행간, 여백 등을 전자책 전용으로 새롭게 디자인했으며, ePub이 아닌 

PDF 포맷을 채택했습니다. 앞으로도 독자분들의 충고에 귀기울이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독자를 믿습니다. 

  한빛미디어의 eBook only 서비스는 구매한 전자책을 다양한 IT기기에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게 DRM-Free PDF 포맷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독자 여러분과 한빛이 생각하고 추구하고하는 전자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독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시더라도 편하게 전자책을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합입니다. 

  불법 복제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DRM이 없는 한빛 eBook Only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빛은 우리 독자 여러분이 지적 창조물과 저작권을 

존중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자책에 소유권한을 표시한 문구가 없거나 타인의 소유권한을 표시한 

문구가 있다면 위법하게 사용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입하신 도서는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양한 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후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빛미디어 전자책은 인쇄, 검색, 복사하여 붙이기가 가능합니다. 

전자책은 오탈자 교정이나 내용의 수정보완이 이뤄지면 업데이트 관련 공지를 이메일로 

알려드리며, 구매하신 전자책의 수정본은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권한은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독자에게만 제공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이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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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서블릿

1부

웹 서비스 기초

1부에서는 서블릿 컨테이너의 실질적인 구현에 대해 다루기 전에, 왜 우리가 서블

릿 컨테이너를 살펴봐야 하는지, 서블릿 컨테이너가 웹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 예제를 통해 서블릿 컨테이너가 다루는 서블릿과 서블릿이 처리하는 

HTTP 프로토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2부에서 전개될 서블릿 컨테이너

의 기능이 어떤 맥락에서 구현됐는지 이해하고, 서블릿 컨테이너의 구조를 통찰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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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쓸 때 가장 마지막에 결정해야 하는 것은 처음에 무엇을 쓸 것인가다

 - 블레즈 파스칼

1.1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역할

웹 프로그램은 HTTP 프로토콜로 통신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하

지만 오늘날의 웹 프로그래머 중에서 본인이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기반

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구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의 웹 프로

그래밍 작업이 HTTP 프로토콜을 다루는 코드를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웹 애플리

케이션 서버로 통칭되는 일종의 미들웨어 제품이 제공하는 실행 환경 위에서 동작

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 기인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소켓 통신에 필요한 TCP/IP 연

결 관리와 HTTP 프로토콜 해석 등의 네트워크 기반 작업을 추상화해 일종의 실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런 실행 환경에서 웹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제공하는 ‘요청’과 ‘응답’이라는 개념 위에서 구현을 시작

합니다. 따라서 웹 프로그래머는 TCP/IP 연결을 직접 생성하고 HTTP 프로토콜

을 해석하는 과정을 생략해 웹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술을 깊

이 알지 못한 채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제공하는 추상화된 API로 네트워크에 

접근합니다.  

1.1.1 고성능, 고가용성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이해로부터

현재는 그야말로 웹 기반이 아닌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웹 기반 프로그램이 성

공적인 시대입니다. 이처럼 웹 기반 프로그램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은 앞에서 이야기한 네트워크와 관련된 복잡한 하부 작업을 웹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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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 위임함으로써 웹 프로그래머는 처리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잡한 실제 작업을 적절히 추상화해 사용하기 편하게 한다”는 개념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추구하는 목표일 것입니다. 당장 임의의 소프트웨어 업체 홈페이지

의 소개 글에서 “복잡하고 난해한 하부 구조를 자기네 제품 안에 잘 녹여서 명료한 

절차로 제공하므로, 이 제품을 사용하기만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용자라도 

간단한 규칙 몇 개의 조합으로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선전 문구를 찾기 어

렵지 않습니다.01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위와 같은 개념을 성공적으로 충족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웹 기반 프로그래밍은 오히려 별것 아니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웹 기반 프로그래밍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의 연속이며 깊은 지식보다

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제공하는 여러 부가 기능을 폭넓게 아는 것이 더 도움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기본적인 성능과 기능

을 보장해주므로, 비교적 쉽게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대용량 처리를 다루거나 중

요한 기능은 웹 기반으로 제공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단순히 기업의 제품 소개나 

제품 사용자 의견 청취 등의 부가적인 영역에 한해 제공됐다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웹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규모

는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 항공 등의 미션 크리티컬한 영역에까지 웹 기

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제공하는 

기능의 단순한 조합만으로 웹 서비스를 구현한다면 더욱 높아진 성능과 확장 가능

성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성능과 관련된 문제가 

01　물론 지금까지 소프트웨어가 계속 개발된다는 사실은 이런 목표가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반증하는 

예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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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을 때, 웹 기반 시스템의 하위 레벨 영역인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담당하

는 부분을 모르고서는 근원적인 원인 규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내부구조와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지 못하는지가 웹 프로그램의 고성능, 고

가용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2 서블릿 컨테이너

엄밀하게 말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Java EE™(이하 ‘Java EE’로 표기함)02 명세

를 만족시키는 Java™(이하 ‘자바’로 표기함)03 구현체를 의미하지만, 웹 프로그래

밍을 위한 미들웨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면서 자바 이외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

성한 서버도 비슷한 역할을 하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부릅니다. Java EEJava 

Platform, Enterprise Edition가 많은 부분을 포용하려다 보니, 그 명세 및 구현체가 지나

치게 무거워지고 웹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도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졌다는 반성

이 있습니다.04 이런 연유로 스프링 등을 필두로 여러 경량 프레임워크가 인기를 얻

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량 프레임워크도 Java EE 정의 중 웹 애플리케이션 기술05 위에서 동작하

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런 웹 애플리케이션 기술에 대한 구현체가 바로 우리가 살

펴볼 서블릿 컨테이너입니다. 다시 말해, 서블릿 컨테이너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중에서 HTTP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기초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웹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기능은 서블릿 컨테이너 위에서 동작하는 서블

릿, 필터, 이벤트 리스너 등을 적절히 조합해 구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웹 

프레임워크로 작성한 웹 애플리케이션은 결국 서블릿 컨테이너 위에서 동작합니다.

02　Java EE™은 Oracle 사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03　Java™은 Oracle 사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04　초기 J2EE 1.2는 정의 문서가 10여 개 정도였는데, 최근 버전인 Java EE™6는 30개가 넘는 정의 문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ee/tech/index.html).

05　서블릿, JSP, JavaServer Faces, JSTL 명세 등을 포함합니다. http://www.oracle.com/technetwork/

java/javaee/tech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ee/tech/index.html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ee/tech/webapps-138511.html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ee/tech/webapps-1385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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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서블릿 컨테이너의 안내

아파치 톰캣Apache Tomcat, 제티Jetty, 그리즐리Grizzly 등은 서블릿 컨테이너로 현재 널

리 사용되고 있습니다.06 아파치 톰캣은 오랫동안 서블릿 기술 명세에 대한 참조 구

현체였으며, 가장 잘 알려진 오픈 소스 계열의 서블릿 컨테이너입니다. 제티는 실

험적 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특히 Comet에 대한 구현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즐리는 오랫동안 아파치 톰캣이 가진 Java EE 참조 구현

체의 역할을 새로 맡은 글래스피시glassfish.java.net의 서블릿 프레임워크입니다(새로

운 참조 구현체인 글래스피시가 아파치 톰캣이 이룩한 대중성을 이어받을 수 있을

지도 지켜볼 만합니다).

서블릿 컨테이너의 주요 목표는 서블릿을 동작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서블릿

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면 서블릿 컨테이너가 제공해야 하는 기능

을 역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블릿의 목적은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 자바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블릿 컨테이너로 들어가기 전에, 서블릿이 다루는 HTTP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

본 다음 서블릿 컨테이너가 다루는 서블릿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향식 접근을 

통해 서블릿 컨테이너가 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지, 혹은 제공해야만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06　톰캣(apache.tomcat.org), 제티(jetty.codehaus.org/jetty/), 그리즐리(grizzly.jav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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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HTTP 프로토콜의 실제

2.0231: 세계의 실체는 단지 형식을 확정할 수 있을 뿐이고, 실질적 속성을 확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후자는 명제에 의해서만 비로소 묘사되기 때문, 즉 대상들의 배열에 의해서만 

비로소 형성되기 때문이다.

-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논리 철학 논고』 중에서) 

이 장에서는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오고 가는 네트워크 패킷 분석을 통해, 

HTTP 프로토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TTP 1.1은 RFC 261601으로 정

의되어 있습니다.

2.1 아파치 TCPMon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에서 오고 가는 HTTP 패킷을 살펴보기 위해 아

파치 TPCMon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아파치 TCPMon 홈페이지(http://

ws.apache.org/commons/tcpmon/)에서 설치 파일을 내려받아 임의의 디렉

터리에 압축을 풉니다(도서에는 examples 디렉터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령창에서 "tcpmon-1.0-bin\build" 디렉터리 아래에 있는 tcpmon.sh(*nix 계

열)나 tcpmon.bat(windows 계열)를 실행합니다.

그림 2-1  tcpmon.bat 명령어 실행

01　http://www.w3.org/Protocols/rfc2616/rfc2616.html

http://ws.apache.org/commons/tcpmon/
http://ws.apache.org/commons/tcpmon/
http://www.w3.org/Protocols/rfc2616/rfc26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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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후에 GUI 화면이 생성됩니다.

그림 2-2  TCPMon의 GUI 화면

[Admin] 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Listen Port]에는 8000, [Target Hostname]

에는 www.naver.com, [Target Port #]에는 80을 넣은 후 [Add] 버튼을 눌러 새 

탭을 추가합니다.

그림 2-3  TCPMon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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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Port 8000] 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2-4  [Port 8000] 탭이 추가된 TCPMon

그림 2-4에서 알 수 있듯이, [Listen Port]로 지정된 포트 8000번을 이용해 

listen(요청)을 대기합니다. 또한, 포트 8000번을 통해 받은 요청을 그대로 복

제한 후, 포트 80번을 이용해 [Host]로 지정된 ‘www.naver.com’ 서버로 전송

합니다. 그리고 ‘www.naver.com’ 서버가 반환한 결과를 받아 ‘Waiting for 

Connection’이라 표시된 하단 창에 나타냅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웹 브라우저가 특정 웹 서버(www.naver.com)에 보낸 요청

과 웹 서버가 반환한 응답을 가로채 보겠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열어 ‘http://

localhost:8000’을 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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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웹 브라우저에서 'http://localhost:8000' 호출

웹 브라우저에서는 Host로 설정했던 ‘www.naver.com’ 서버에 대한 응답, 즉 네

이버 메인 페이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TCPMon의 [Port 

8000] 탭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반환됩니다.

그림 2-6  TCPMon에서 'http://localhost:8000' 호출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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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의 통신을 들여다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상단 테이블의 각 행은 각각 한 번

의 HTTP 통신을 나타냅니다. 이 결과에 덧붙여 두 가지를 특별히 언급하고자 합

니다.

첫째, 위와 같은 결과는 웹 브라우저에서 www.naver.com을 한 번 호출해 발생

한 것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최종 사용자에게 하나로 보이는 요청을 처리하

기 위해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는 수 회에 걸친 통신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둘째,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HTTP 프로토콜로 작성된 실제 데이터를 눈여겨보십

시오. 스크린샷 하단에 표시된 ‘GET/css’로 시작하는 문자열과 ‘HTTP/1.1 200 

OK’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전형적인 HTTP 요청과 응답입니다. 다음 절에서는  

HTTP 메시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2 HTTP 프로토콜의 간략한 소개 

기술적인 측면에서 웹 서비스는 HTTP 프로토콜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시지는 HTTP 프로

토콜에 실려 서블릿 컨테이너에 전송됩니다. 전송된 메시지를 서버 측에서 재구성

하려면 서블릿 컨테이너는 반드시 HTTP 프로토콜 해석 기계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는 HTTP 프로토콜을 이해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HTTP 프로토콜이 

어떤 구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2.1 하나의 HTTP 메시지를 특정하는 방법

HTTP 프로토콜은 문서를 전송하는 단순한 형태02에서 시작됐지만, 웹의 폭발적인 

02　http://www.w3.org/Protocols/HTTP/AsImplemented.html에서 1991년 당시 정의된 초기 HTTP 

프로토콜 규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w3.org/Protocols/HTTP/AsImplement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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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토콜 내용이 확장되면서 현재의 형태03로 바뀌었습니다. 

현시점에서 HTTP 프로토콜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만, 이것은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어디가 메시지의 끝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메시지 전송 프로토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전송받은 메시지의 끝을 결정하는 것

입니다. 사람 간의 대화에서는 말의 끝에 일정한 휴지기를 두어, 자신이 이번 차례

에 할 말은 끝났으며 이제 상대방이 말하기 시작함을 기다린다는 암시를 줄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런 모호함을 이해하고 통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명확하고 일반적인 규약이 필요합니다. 이런 

규약으로 대표적인 것이 다음에 보낼 데이터의 크기를 미리 전송하여 수신측에게 

어디까지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방식과 종료 기호를 서로 약속한 후 해당 기호

로 메시지의 끝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보낼 데이터의 크기를 미리 전송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먼저 보낼 데이터

의 크기를 전송한 후, 전송한 크기만큼 데이터를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HTTP 프로토콜에서는 Content-Length라는 특별한 값의 메시지 헤더를  사용하

여 이 방식을 지원합니다. 추후 HTTP 메시지를 설명하면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종료 기호termination symbol를 사용하는 방식은, 문장의 종료를 나타내기 위해 마치  

마침표를 찍듯 매우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문장 중에 마침표 기호를 인용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가?”와 같은 질문04이 생깁

니다.

03　http://www.w3.org/Protocols/rfc2616/rfc2616.html

04　종료 기호 자체를 문장 중에 사용하고 싶은 때를 의미합니다. 이 문제는 러셀의 이발사 역설, “모든 사람은 스스로 

면도를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이발사에게 가서 면도해야 한다. 그럼 이발사 본인은 어떻게 면도를 하는가?”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http://www.w3.org/Protocols/rfc2616/rfc26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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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탈출 부호(역 슬래시처럼 일상적인 용도로 잘 사용하지 않는 부호)를 추

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히지만 또다시 탈출부호 자체를 메시지 내부에 어떻게 표

현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더 간단해서 좋아 보이던 종료 기호 사용 

방식이 오히려 메시지 해석을 더 복잡하게(탈출 부호와 같은 예외 규칙의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메시지 끝에 종료 기호를 표시할 때 고려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자열 기반의 

전송이라면 메시지 내용을 수정하여 메시지 내부에서 종료 기호를 표시(탈출 부호

를 앞에 붙인다든가)할 수는 있지만, 대량의 바이너리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이런 

종료 기호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송 전에 크기가 큰 바이너리 

데이터를 해석하고 문제가 되는 데이터를 치환하는 전처리를 수행하는 것은 비효

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몇몇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종료 기호를 사용하는 방

식은 매우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HTTP 프로토콜은 종료 기

호를 사용하여 메시지의 끝을 나타냈습니다. 

2.2.2 메시지의 내용을 서로 구분하는 행 구분자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은 말 그대로 하이퍼링크가 포함된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규약에서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HTTP 요청은 원격 기계에 있는 문서의 위치

를 지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HTTP/0.9로 대표되는 초기의 HTTP 규약

은 원격 기계의 주소와 해당 원격 기계 안에서의 상대적인 문서의 경로를 조합한 

문자열로 나타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당 문자열의 끝이 어디인지, 즉 어디가 요

청의 끝인지를 표시할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아스키코드 13번인 캐리

지 리턴Carriage Return(\r)과 10번인 라인 피드Linefeed(\n)의 조합CRLF(\r\n)을 써서 

행 구분자를 정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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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요청을 보내는 클라이언트는 요청에 필요한 문자열 뒤에 행 구분자를 붙여 

하나의 HTTP 요청 메시지를 완성한 후 전송합니다. HTTP 요청을 받은 서버는 들

어온 요청을 한 글자씩 읽다가 행 구분자가 들어오면 요청이 끝난 것으로 인식하

고, 그때까지 들어온 데이터를 해석합니다. HTTP 응답은 종료 기호를 별도로 사

용하지 않고, 요청에서 클라이언트가 지정한 문서 데이터(HTML 파일)를 서버가 

보낸 다음 TCP 커넥션을 종료시켜 클라이언트에 메시지 전송이 완료되었음을 알

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05 대부분의 웹 서버는 HTTP/0.9 규약의 메시지 전송 

방식을 아직도 잘 지원합니다.

2.2.3 부가 정보(메시지 헤더와 메시지 바디)

단순한 문자열 전송 이상의 기능이 요구되면서 HTTP/1.0이 추가로 정의됐습니

다. 기존의 단일 행 요청 문자열을 시작행start-line이라고 재정의하고, 부가 정보를 

전송하는 메시지 헤더와 메시지 바디를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헤더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가장 마지막에 내용이 없는 메시지 헤더06를 

사용해 추가 헤더가 없음을 표시합니다.

앞서 메시지의 끝을 표시하는 방식 중 HTTP 프로토콜에서는 앞으로 전송할 데이

터의 길이를 특정하는 방식을 특정한 이름의 메시지 헤더를 사용해 지원한다고 언

급한 바 있습니다. 메시지 헤더 중 Content-Length라는 헤더값이 지정된 경우07 

메시지 헤더가 모두 전송된 후에 해당 크기만큼 메시지 바디가 따라나온다는 의미

입니다. 서버에서는 빈 메시지 헤더를 읽은 다음부터 Content-Length만큼 더 읽

은 후 메시지를 완성합니다. 반면 Content-Length라는 이름의 헤더 값이 지정되

05　요청/응답쌍 하나에 무조건 TCP 커넥션 하나가 생성/종료되는 구조입니다. HTTP/1.1에서는 TCP 커넥션 

생성, 유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keep-alive 모드가 추가됩니다.

06　CRLF로 구분된 문자열이 한 행이므로 내용이 없는 메시지 헤더는 바로 앞 행의 행 구분자인 CRLF의 직후에 다시 

CRLF가 나오는 형태, 즉 CRLFCRLF를 의미합니다.

07　메시지 헤더는 콜론( : )으로 구분된 이름/값 쌍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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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면, 메시지 바디의 길이가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메시지 헤더가 종료된 시

점에서 HTTP 요청 자체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2.4 HTTP 메시지의 크기를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Content-Length 헤더를 이용해 메시지 바디의 크기를 미리 알려주기 어려운 경

우가 있습니다. 동적으로 결과가 변경되는 경우가 그에 해당됩니다. 외부 DBMS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HTTP 메시지 바디에 지정하는 경우를 가정해 이를 살펴보겠

습니다.

이때 외부에 있는 전송될 데이터를 실제로 구성해보지 않고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HTTP 바디에 출력될 내용을 메모리나 파일로 직접 써봐

야만 실재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메시지의 크기를 Content-Length 헤더에 

지정하기 위해 HTTP 바디를 미리 모두 만든다는 것으로 이것은 명백히 서버 리소

스를 낭비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보다는 전송 버퍼를 사용해 HTTP 바디를 생성하

는 도중 버퍼의 크기가 다 차면 해당 내용을 클라이언트로 부분 전송한 이후 다시 

버퍼를 재활용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또한, 앞선 Content-Length를 사용하는 경우 응답이 요청 직후에 점진적으로 나

갈 수 없고 일단 HTTP 바디 크기 계산이 종료된 이후에나 최초의 응답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로서는 응답 전체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응답이 오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최소한 자신이 보낸 요청이 서버 시스템에 전달돼 처리된

다는 의미입니다. 최대한 최초 응답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것이 더 나은 설계라 할 

수 있습니다.08 그래서 HTTP/1.1에서는 메시지 바디를 점진적으로 전송하는 방법

이 추가됐습니다.

08　고전적인 예로 큰 이미지를 전송할 때, 전체 파일을 전송받은 후 한 번에 전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과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데이터를 일부라도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방식 사이의 선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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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크 인코딩chunked encoding은 메시지 헤더에 transfer-coding 값으로 chunked

를 지정하고 메시지 바디에 청크라는 단위의 데이터를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Content-Length 헤더에 전체 데이터의 크기를 지정하는 것과 비슷하게 전송할 

데이터의 크기를 미리 전송하고 데이터를 보내는 전략을 메시지 바디에 반복적으

로 적용한 것입니다.

2.3 첫 번째 HTTP 메시지 분석 – 청크 인코딩

TCPMon을 사용해 캡처한 HTTP 요청과 응답을 이용해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

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Request 칼럼 값이 ‘GET / HTTP/1.1...’인 요청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3.1 요청 – GET / HTTP/1.1

HTTP 메시지의 각 행은 CRLF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각 행

의 마지막에는 CRLF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이 시작행이고, 두 번째 행

부터 메시지 헤더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청의 시작행은 ‘GET / 

HTTP/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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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GET / HTTP/1.1 요청 결과 : TCPMon

‘GET’은 이 요청이 여러 HTTP 요청 형식 중 GET 방식의 요청임을 나타냅니다. 

다음 단어인 ‘/’는 문서가 있는 서버상의 위치를 의미하며, ‘/’에 대응하는 문서 요

청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HTTP/1.1’은 이번 요청이 “HTTP 1.1 정의에 따른

다”는 사실을 서버에 알려줍니다.

서버가 이번 요청의 시작행을 끝까지 읽었다면, 첫 번째 CRLF를 만난 순간 메시지 

바디를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HTTP GET 방

식 요청에는 메시지 바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행 이후 CRLF로 구분된 각 

행은 개별적인 메시지 헤더가 되며, 마지막 ‘Connection: keep-alive’ 이후 빈 줄

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빈 행으로 이제 더 이상의 메시지 헤더가 없음을 의

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요청의 메시지 완료 조건은 CRLFCRLF까지 읽는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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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응답 – 청크 인코딩 사용 방식

앞에서 설명한 요청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2-8  청크 인코딩을 이용한 요청 결과 ① : TCP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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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청크 인코딩을 이용한 요청 결과 ② : TCPMon

서버가 반환한 HTTP 응답의 시작행은 ‘HTTP/1.1 200 OK’입니다. HTTP 요청

의 시작행과는 모습이 다릅니다. 사용한 HTTP 버전이 먼저 나오고 응답 상태 코

드와 응답 메시지가 차례로 반환됩니다. 이후 메시지 헤더에 응답한 시간, 서버 타

입 등 부가 정보가 명시됩니다.

그중 ‘Transfer-Encoding: chunked’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청크 

인코딩 방식으로 메시지 바디를 전송할 것임을 표시한 것입니다. 메시지 바디에 

‘6ff1’이 나오고 그 다음 행에 읽기 힘든 문자들이 나옵니다. 청크 길이와 실제 청

크 메시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청크 길이는 16진수로 표시하므로 10진법으로 전

환하면 28656(= 6*16^3 + 15*16^2 + 15*16 + 1) 길이의 데이터가 뒤따라 나온

다는 의미입니다.

청크의 크기나 메시지 바디에 나타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메시지의 끝

에 0과 빈 행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앞서 메시지 헤더의 끝을 표시하기 위해 

내용이 없는 메시지 헤더, 즉 CRLFCRLF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청크 인코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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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도 크기가 0인 청크를 사용해 더 이상의 청크가 없다는 내용을 나타냅니다.

정리해보면 “Transfer-Encoding 헤더 값이 chunked되면 메시지 바디가 있고, 

메시지의 종료 시점은 크기가 0인 청크를 만날 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인코딩이 깨진 문자열처럼 전달된 메시지 청크의 내용이 읽기 힘든 모습인 것

은 ‘Content-Encoding: gzip’ 때문입니다. 앞서 GET / HTTP/1.1 요청에서 

‘Accept-Encoding: gzip, deflate’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웹 브

라우저가 “나는 gzip이나 deflate 형식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 헤더를 

사용해 서버로 알려준 것입니다. 따라서 서버가 메시지 바디를 gzip으로 압축하고 

Content-Encoding 헤더에 gzip을 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gzip으로 압축된 메

시지이므로 각 청크의 내용이 읽지 못하는 형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웹 브라우저에서는 Content-Encoding 헤더의 내용을 기반으로 받은 메시지 바

디를 압축 해제해 화면을 그립니다. 처음 살펴본 HTTP 요청은 응답의 길이가 고

정적이지 않아 청크 인코딩 방식을, 네트워크 전송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축을 사

용했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TCPMon상에서 나타난,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던 요청/응답 

쌍이 어떤 이유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4 두 번째 HTTP 메시지 분석 – Content-Length 지정

2.4.1 요청 – GET /css......

이 요청은 원래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수행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지만 Referer 헤

더에 ‘http://localhost:8000/’가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요청 때문에 간접적으로 

수행됐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GET / HTTP/1.1’ 요청에 대응

되는 응답 내용에 이번 ‘GET /css/……’를 촉발시킨 게 있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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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GET /css...... 요청 결과 화면

‘GET / HTTP/1.1’ 요청으로 생성된 웹 브라우저 화면에서 소스 보기로 HTML 코

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요청에 대한 응답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나, gzip으로 압축된 상태이므로 웹 브라우저의 소스 보기로 확인합니다.

<head> 태그 안에 <link> 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태크의 href 속성 값에 

‘/css/…’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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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웹 브라우저 화면서 HTML 코드 확인

정리해 보면, 먼저 웹 브라우저가 ‘GET / HTTP/1.1’ 요청을 서버로 전송했고, 서

버는 그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의 HTML을 반환했습니다. 웹 브라우저는 자신의 

화면에 내용을 보여주려고 서버에서 받은 응답을 해석하던 중 원격 리소스를 표시

하는 link 태그를 발견합니다. 해석을 완료하려고 웹 브라우저는 href 속성으로 지

정된 ‘/css/……’ 파일을 다시 보내라는 요청을 자동으로 서버에 전송했습니다. 이

렇게 원격 참조 링크가 유발시킨 전송 내역이, 앞서 TCPMon상에 여러 번 반복해

서 나타난 요청/응답 목록입니다.

2.4.2 응답 – Content-Length 지정 방식

이번 응답에는 Content-Length 헤더가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 바디의 

크기를 응답으로 생성할 때 결정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요청은 스타일 시

트 파일에 대한 요청이므로 대부분 서버상에서 파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ontent-Encoding 헤더 값이 gzip이므로 해당 CSS 파일을 gzip 압축 이후 해당 

크기를 Content-Length 헤더 값으로 지정하고, 압축된 내용을 메시지 바디로 전

송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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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Content-Length 지정 방식을 이용한 요청 결과

주의해서 봐야 하는 메시지 헤더는 Connection입니다. Connection 헤더는 전

송에 사용한 소켓 연결을 이번 요청/응답 전송이 완료된 이후 끊을 것인지(close) 

아니면 일정 시간 유지해 다음 요청에 대비할 것인지(keep-alive) 여부를 지정하

는 데 사용합니다. 앞선 요청에서 해당 헤더 값에 keep-alive를 사용했습니다. 반

면, 응답에서는 Connection 헤더 값이 close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청에선 

keep-alive를 지정하고 소켓 연결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더라도 서버에서 응답에 

Connection: close를 지정하고 연결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TCP 연결은 상당히 비싼 자원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한 번 맺은 소켓 연

결을 일정 시간 유지하면서 재활용의 기회, 즉 다음 요청이 올 때를 대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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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연결을 유지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

입니다.

CSS 파일처럼 특정 사이트 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정적 파일의 경우, 웹 브

라우저 캐시와 같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시에 한 번 적재되면 다시 서버로 요청이 

올 가능성이 낮습니다.09 연결 하나에 요청/응답이 한 번만 수행되는 것이 대부분이

라면, 가능한 요청처리 수는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와의 연결 횟수에 비례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버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소켓 수는 한정되므로, 단위 시간 

내에 연결 횟수를 최대화하려면 각 소켓이 연결된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따라

서 한 번 수행된 연결을 서버에서 바로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남은 요청/응답은 ‘GET /css/…… 요청/응답’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따로 설명

하지 않습니다.

2.5 매개변수를 이용한 GET 요청

이제 고정된 URL 요청에 매개변수를 추가해 서버에 부가 정보도 같이 전달하는 경

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넣는 URL의 뒤에 ‘?

이름=값&이름2=값2’의 형태로 추가하면 URL과 같이 서버로 전송됩니다. 이 추가 

정보를 쿼리스트링Query String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청은 어떻게 들어갈까

요?  TCPMon을 사용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다시 [admin] 탭에서 다음과 같이 정보를 입력하여 이번에는 endofhope.com을 

9000번 포트로 돌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Port 9000] 탭은 그림 2-14와 같습니다.

09　해당 사이트 내에서 브라우징이 일어나는 동안 반복해서 호출되므로 지속적으로 캐시 힛(cache hit)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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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TCPMon의 [Admin] 탭 설정

그림 2-14  TCPMon의 [Port 9000]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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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브라우저에서 ‘http://localhost:9000/info.cgi?a=b&c=d’를 입력합니다. 이 

예제에서 쿼리스트링은 ‘?a=b&c=d’ 부분입니다.

그림 2-15  매개변수를 이용한 GET 요청

그림 2-16  매개변수를 이용한 GET 요청 결과 : TCP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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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GET 방식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데이터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작행Request-Line의 URL 부분에 추가한 매개변수 a, c가 전송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에서는 ‘?’ 문자를 사용해 쿼리스트링을 파

악한 후 ‘&’로 끊어내 매개변수를 나누고 ‘=’로 이름/값 쌍을 분리합니다.

endofhope.com/info.cgi는 요청에 들어온 파라미터parameter를 표시하는 echo 

서비스입니다. 위의 파라미터로 전송하면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2-17  파라미터 전송에 대한 응답 : 웹 브라우저

응답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결과는 성공했고(200 OK), 이 응답 이후 커넥션은 

끊길 것(Connection: close)입니다. 그리고 청크 방식으로 메시지 바디가 올 것

(Transfer-Encoding: chunked)이라는 사실을 헤더 값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하는 ‘16진수 크기 + 청크’의 반복으로 메시지 바디가 나오며 해당 청크 메시지

는 크기가 0인 청크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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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파라미터 전송에 대한 응답 : TCPM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