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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 중

요약
이 문서는 Microsoft Windows에서 DCL Web Framework Java (이하 jPuzzle)의 설치 및 관련 소프
트웨어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키워드
DCL Web Framework Java, jPuzzle, Microsoft Windows, Java, Apache Tomcat6, JNA,
MediaInfo, FFmpeg, MySQL

저작권
DCL Web Framework Java (jPuzzle) 이외에, 본 문서에서 표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해
당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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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jPuzzle은 DCL Web Framework의 Java 버전이다. jPuzzle은 Java Platform Standard 
Edition 6에서 구동되는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멀티미디어 관련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며, 이
후 이들의  설치와 관련하여 참고사항 및 과정을 기술한다.

2. 관련 소프트웨어
2.1. Java Platform Standard Edition 6 (JRE6)

Tomcat 6.0   설치문서  에서  JSE 5 JRE를 사용한다고 했지만, JRE6에서 동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
다.
Tomcat 6 최근 패키지(6.0.24버전이상)부터 윈도우 설치 과정에서 64비트 운영체제일 경우 64비트 
JRE를 요구하므로 이를 참고한다.
http://java.sun.com/javase/downloads/index.jsp
에서 JRE6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다. 다만, 32비트 윈도우에서는 32비트 JRE6을 64비트 윈도우에서는 
64비트 JRE6을 설치해야 한다.

2.2. Apache Tomcat 6

http://tomcat.apache.org/
에서 Tomcat 6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라.
JRE의 위치를 지정하고 윈도우 서비스설치만 지정하면 설치과정은 간단하다.
윈도우 서비스설치를 하면 APR/Native가 활성화 된다. Tomcat 6이 윈도우에서 APR/Native가 활성화
되면 파일전송에 있어서 Advanced IO(TransmitFile/Windows, sendfile/Linux)을 사용하게 된
다. Tomcat 6에서 Advanced IO의 사용이 가능해지면 jPuzzle역시 이것을 사용한다.
Windows Vista 서비스를 설치 한 후, 재 부팅에서 Monitor Tomcat과 관련하여 오류가 발생한다. 
msconfig.exe를 실행하여 시작프로그램 탭에서 Monitor Tomcat을 제거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
면 해결된다.

다음은 설치 후 http://localhost:8080/이다.

본 문서에서는 jPuzzle WAR버전의 설치를 다루게 되는데, 위 그림에서 Status, Tomcat Manager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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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onitor Tomcat의 실행

http://tomcat.apache.org/tomcat-6.0-doc/setup.html
http://localhost:8080/%EC%9D%98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ms740565(VS.85).aspx
http://tomcat.apache.org/tomcat-6.0-doc/aio.html
http://tomcat.apache.org/
http://java.sun.com/javase/downloads/index.jsp


만약 문제가 있다면 Apache Software Foundation/Tomcat 6/conf/tomcat-users.xml을 확인한
다.

<user username="your-admin-name" password="your-password" roles="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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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omcat 6.0/conf

[그림 2] Welcome Tomcat



2.3. MediaInfo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미디어 파일의 정보를 얻기위해 MediaInfo 사용한다.

http://mediainfo.sourceforge.net/ko/Download/Windows
에서 MediaInfo.dll을 다운로드하여 Tomcat 6/bin/ 아래에 복사한다.

Tomcat 6이 64비트 이면 64비트 dll을, 32비트이면 32비트 dll을 설치한다.

2.4. JNA

MediaInfo는 네티브 라이브러리로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를 위해 JNA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https://jna.dev.java.net/servlets/ProjectDocumentList?

folderID=11911&expandFolder=11911&folderID=11911

에서 jna.jar을 얻을 수 있다.

jna.jar을 Tomcat 6/lib/ 아래에 복사한다.

2.5. FFmpeg

jPuzzle은 기본 형식이 아닌 미디어파일이 업로드되면 FFmpeg를 사용하여 변환한다.

http://www.ffmpeg.org/에서 지명하고 있는 Windows 바이너리는 
http://ffmpeg.arrozcru.org/autobuilds/에서 얻을 수 있다.

32비트이든 64비트이든 상관없다. jPuzzle은 별도의 프로세스로 ffmpeg.exe를 실행한다.

2.6. MySQL

http://www.mysql.com/
에서 MySQL 서버와, Connector/J를 다운로드 한다. Connector/J는 MySQL 서버를 위한 JDBC 드라
이버이다.
mysql-connector-java-5.x.xx-bin.jar를 Tomcat 6/lib/ 아래에 복사한다.

다음은 my.ini의 주요 내용이다.
[client]
port=3306

[mysql]
default-character-set=euckr

[mysqld]
port=3306
character-set-server=utf8
default-storage-engine=MYISAM

default-storage-engin=MYISAM이다 하더라도 InnoDB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CL_DATASOURCE 테이블은 InnoDB에 위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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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ysql.com/
http://ffmpeg.arrozcru.org/autobuilds/
http://www.ffmpeg.org/
https://jna.dev.java.net/servlets/ProjectDocumentList?folderID=11911&expandFolder=11911&folderID=11911
https://jna.dev.java.net/servlets/ProjectDocumentList?folderID=11911&expandFolder=11911&folderID=11911
http://mediainfo.sourceforge.net/ko/Download/Windows


2.7. Apache Commons

http://commons.apache.org/
에서 commons-fileupload-1.2.1.jar와 commons-io.1.4.jar을 사용하고 있다.

3. jPuzzle

3.1. dcl-jpuzzle-1.0.war

WAR은 웹 모듈의 배치를 위한 패키지 파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java.sun.com/javaee/6/docs/tutorial/doc/을 참고한다.

dcl-jpuzzle-1.0.war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며, Tomcat 6에 배치될 때  이 구조의 디렉터리가 생성
된다.
dcl-jpuzzle-
1.0.war

_private setup mysql5-system.sql
mysql5-default.sql

skin default
system

attach default
N

virtual.host1
log

css
images
js
META-INF
WEB-INF lib commons-fileupload-xxx.jar

commons-io-xxx.jar
dcl-jpuzzle-1.0.jar
jna.jar
mysql-connector-java.xxx.jar

web.xml

_private
jPuzzle 사설 디렉터리로 웹에서 직접 접근하지 못한다.

_private/setup/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파일있다.

_private/skin/
스킨파일이 있다.

_private/att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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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ava.sun.com/javaee/6/docs/tutorial/doc/%EC%9D%84
http://commons.apache.org/


첨부파일이 위치한다.

WEB-INF/lib/
jPuzzle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위치한다.

이 파일들 중 mysql-connector-java-xxx.jar와 jna.jar는 Tomcat 6/lib/에 옮긴다.

3.2. Tomcat Manager로 배치
[  그림   2]  에서 Tomcat Manager로 이동한 후  [  그림   4]  과 같이 페이지의 하단에 WAR을 배치한다.

배치 후 Tomcat 6/webapps/dcl-jpuzzle-1.0.alpha 디렉터리가 생성된다.

3.3. 수동 배치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인 최초 배치는 수동으로 한다.
이 과정은 단순히 .war 파일을 Tomcat 6/webapps/ 아래에 풀어놓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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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omcat 6 Manager



3.4. 데이터베이스 설정
jPuzzle에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텍스트 파일은 UTF-8을 사용한다.
_private/setup/ 아래의 mysql5-system.sql과 mysql5-default.sql이 UTF-8로 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 및 계정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CREATE DATABASE DCL DEFAULT CHARACTER SET = 'utf8';
GRANT ALL ON DCL.* TO 'dcl'@'localhost' IDENTIFIED BY 'dcl';

Tomcat 6.0/webapps/dcl-jpuzzle-1.0.alpha/_private/setup>에서 다음과 같이 mysql.exe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생성한다.
.._private/setup> mysql -udcl -pdcl DCL < mysql5-system.sql
.._private/setup>
.._private/setup> mysql -udcl -pdcl DCL < mysql5-default.sql
.._private/setup>

3.5. WEB-INF/web.xml

FFmpeg 설정: 22라인
param-value에 ffmpeg.exe 경로를 삽입한다.

    <init-p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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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jPuzzle의 배치



      <param-name>_dcl_ffmpeg</param-name>
      <param-value>Your-FFmpeg-UnPack-Path/bin/ffmpeg.exe</param-value>
    </init-param>

디버깅 정보: 27라인
디버깅 표시하지 않으려면 param-value를 0으로 지정한다.
    <init-param>
      <param-name>debug</param-name>
      <param-value>100</param-value>
    </init-param>

데이터베이스 연결정보: 18라인
    <init-param>
      <param-name>_dcl_database</param-name>
      <param-
value>DRIVER=MySQL;SERVER=localhost;NAME=DCL;USER=dcl;PASSWORD=dcl;IDLE=20;ACTI
VE=200</param-value>
    </init-param>

3.6. Tomcat의 재구동
[  그림   1]  과 같이하여 Monitor Tomcat을 실행한 후 Tomcat을 재시작 한다.

Tomcat Manager에 접속하여 List Application을 보면 실행중인 jPuzzle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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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onitor Tom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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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omcat Manager에서 jPuzzle



3.7. Welcome jPuzzle

ID: default
PW: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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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시스템 관리

ID: system
PW: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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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메뉴 예제

3.10. SDN

setup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하면 http://www.sysdeveloper.net/ 화면도 볼 수 있다.
.._private/setup> mysql -udcl -pdcl DCL < mysql5-sdn.sql
.._private/setup>
.._private/setup> mysql -udcl -pdcl DCL < mysql5-sdn-project.sql
.._private/setup>

ID: sdn
PW: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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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ysdeveloper.net/


4. 결론
jPuzzle은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로서 다음의 주요 목적을 가진다.

● 보안에 있어서 중앙 집중적 관리와 융통성
◦ 데이터원본과 사용자역할에 의한 접근제어
◦ 일관된 보안관리

●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구조의 정돈
◦ 페이지를 구성하는 뷰 콤포넌트의 다중사용
◦ 뷰 단위의 HTTP 메소드 적용

●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서버 프로그램 코드와 스킨코드의 분리를 통한 개발 생산성의 제고
◦ 서버 프로그래머는 Java 코드에만 집중하고,
◦ 스킨 제작자는 HTML, CSS에만 집중하도록 한다.

본 문서의 작성 시점에, 부족하지만 1.0 Alpha 버전으로 정리한다.

- 13 -


	1.  서론
	2.  관련 소프트웨어
	2.1.  Java Platform Standard Edition 6 (JRE6)
	2.2.  Apache Tomcat 6
	2.3.  MediaInfo
	2.4.  JNA
	2.5.  FFmpeg
	2.6.  MySQL
	2.7.  Apache Commons

	3.  jPuzzle
	3.1.  dcl-jpuzzle-1.0.war
	3.2.  Tomcat Manager로 배치
	3.3.  수동 배치
	3.4.  데이터베이스 설정
	3.5.  WEB-INF/web.xml
	3.6.  Tomcat의 재구동
	3.7.  Welcome jPuzzle
	3.8.  시스템 관리
	3.9.  메뉴 예제
	3.10.  SDN

	4.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