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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
말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오크(Oak) 프로젝트를 통해 자바가 세
상에 나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자바의 긴 역사에 비해 자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여전
히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최신 NIO까지 자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바를 이용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자바의 기본 문법은 언
급하지 않습니다. 자바의 기본 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독자라면 사전에 기본적인 자바 문
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바 이외에 C/C++나 파이썬 같은 다른 언어를 다
뤄 본 독자라면 자바의 기본 문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
움이 없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바에 한정된 지식이 아닌, 개발 언어나 환경을 넘어 네트워크 프로그
래밍을 하는 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깊고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 개념들을 다루고 있습니
다. 네트워크에 대한 이러한 저자의 통찰력은 가치가 높을 뿐더러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
이므로 자바 개발자가 아닌 다른 언어 개발자에게도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술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최신 기술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
술 변천 과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여전히 과거의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
술에 머물러 있는 경험 많은 개발자라면 이 책을 통해 최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술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최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술만 접한 초급 개발자라면
이 책을 통해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

옮긴이•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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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된 모든 주제는 네트워크 개발자라면 놓쳐서는 안 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몇몇 주
제가 초급 개발자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 문서를 활용하여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 배운 지식은 훌륭한 개발자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장성두 실장님을 비롯하여 제이펍 가
족 모두에게 먼저 고마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를 무사히 살아서 잘
버텨 준, 깊은 채무관계자인 인중이 형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민을 커피
와 함께 들어 준 이춘근 차장님께 고마움울 전합니다. 그리고 지면에 싣기엔 조금 창피한
이름을 하고 있는 우리 그램퍼스 팀원들인 케이, 모카, 써니, 티거, 배쓰에게도 고마움을 전
합니다. 마치 아들과 결혼한 것처럼 지내는 아내 주란이와 바쁜 아빠를 늘 그리워하는 아
들 연우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 저와 함께 커피를 마신 많은 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강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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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에

대하
여

자바(Java)는 지난 20년 동안 경이로운 성장을 이뤘다. 그동안 급격히 상승한 자바의 명성과
인터넷의 화려한 성장을 감안할 때, 자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비밀
스럽게 남아 있는 것은 다소 의외다.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자바로 네트워크 프
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쉽다. 이전에 유닉스(Unix), 윈도우(Windows) 또는 매킨토시
(Macintosh) 환경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같은 프로그램을 자바로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놀라게 될 것이다. 자바 코어(Java core) 응용 프로그램 인
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많은 네트워크 기능의 매우 잘 설계된 인
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C/C++에서 작성 가능한 거의 모든 응용 계층(application layer)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자바에서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제4판에서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더 쉽고 빠르게 작성하기 위한 자바 네트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Java Network
Class Library)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 자바 네트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

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 HTTP를 사용한 웹 탐색
•• 멀티스레드(multithread) 서버 만들기
•• 기밀성(confidentiality), 인증(authentication) 그리고 메시지 무결성(integrity) 보장을 위한
통신 암호화

••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GUI 클라이언트 설계
•• 서버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전송
•• DNS를 사용한 호스트 검색
•• 익명 FTP를 사용한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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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준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소켓(socket) 연결
•• 네트워크 안의 모든 호스트에 대한 멀티캐스트(multicast)
자바는 (비록 현재는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다양한 작업의 처리를 위한 강력한 크
로스 플랫폼(cross platform)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최초의 언어이다. 이 책은 자바
네트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세련미와 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반으로서 자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
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이 책은 네트워크 프로그램 작성에 필요한 자바 기술의 상세한 설명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네트워크 기반 지식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여러분은 게임, 협업, 소
프트웨어 업데이트, 파일 전송과 같은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자바 프로그램의
작성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HTTP, SMTP, TCP/IP 그리고 인터넷과 웹
을 지탱하는 다양한 프로토콜의 이면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인
터넷을 활용한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얻게 될 것이다.

제4판에 대하여
1996년, 이 책의 첫 번째 판의 서문에서 동적이고 분산처리 가능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
션(application)을 자바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썼다. 개정판을 쓰면서 가장 즐거웠던 것
중 하나는 그때 말했던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만들어진 것을 보는 일이었다. 프로그래머
는 자바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쿼리(query)를 하고, 웹 페이지를 모니터링하고, 망원경을 제
어하고, 여러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자바가 제공하는
기본 네트워크 API로 가능하다. 일반적인 자바와 특히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의 자바는 실
제 자신의 능력보다 과대 포장된 단계를 넘어 현실 세계에서 실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을 만드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책은 너무 먼 길을 걸어왔다. 이번 제4판에서는 HTTP와 REST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
루고 있다. HTTP는 많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중의 하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
이 되었다. 여러분도 알게 되겠지만, HTTP는 네트워크 스택(stack)에서 자신만의 계층을 형
성하여 다른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한 기반 프로토콜로 종종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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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버전이 6에서 7, 8로 변하는 동안 java.net과 지원 패키지에는 크고 작은 변화와 업데
이트가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제4판에서 포함하고 있다. 이 판에서 새롭게 언급되는 클
래스에는 CookieManager, CookiePolicy, CookieStore, HttpCookie, SwingWorker, Executor,
ExecutorService, AsynchronousSocketChannel, AsynchronousServerSocketChannel 등이 있
다. 자바 버전 6, 7, 8에서 기존 클래스에 추가된 많은 메소드(method) 역시 관련된 장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발 방법을 반영하기 위해 책의 많은 부분을 새로
썼다. 필자는 이번 제4판이 여러분이 자바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하는 데 있어 이전 판보
다 더 오래 곁에 두고 참고할 만한 책이 되길 바란다.

책의 구성
제1장 “기본 네트워크 개념”에서는 네트워크와 인터넷이 동작하는 방법에 대해 프로그래머
가 알아야 할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 장에서는 또한 TCP/IP와 UDP/IP 같은 인터넷의 기
반이 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다룬다.
다음 두 장은 거의 모든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종종 오해와 오용이
발생하는 I/O와 스레드를 다룬다. 제2장 “스트림”에서는 자바의 클래식 I/O에 대해서 알아
본다. 새로운 I/O API가 소개되었지만 클래식 I/O 모델이 금방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많
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입출력을 처리하는 데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일반적
인 자바의 입출력 방법은 자바의 네트워크 입출력 방법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다. 제3장
“스레드”에서는 멀티스레딩과 동기화에 대해서 다루며, 비동기 I/O와 네트워크 서버에서 어
떻게 사용되는지에 중점을 둔다.
숙련된 자바 프로그래머라면 이 두 장을 건너뛰어도 좋다. 그러나 제4장 “인터넷 주소”는
모두 꼭 읽어 보길 바란다. 이 장에서는 자바 프로그램이 InetAddress 클래스를 통해 DNS
서버와 통신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InetAddress 클래스는 모든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기
본적으로 사용되는 클래스다. 이 장을 끝내고 나면 순서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관심 있거나
필요한 장을 찾아서 읽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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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URL과 URI”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 서버에서 정보나 파일을 내려받는 데
사용하는 매우 유용한 추상적 개념인 자바 URL 클래스에 대해서 다룬다. URL 클래스는
서버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서버에 있는 파일이나 문서에 연결해
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클래스는 HTTP 서버와 통신하거나 로컬 하드 디스크에서
파일을 읽어오거나 FTP 서버에 연결할 때 동일한 코드로 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한
다. 그리고 새로운 URI 클래스도 다룬다. URI는 URL보다 좀 더 표준적인 방법으로 리소
스(resource)를 식별하지만, 리소스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제6장 “HTTP”에서는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깊이 탐구한다. REST, HTTP 헤더 그리고
쿠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룬다. 제7장 “URLConnection 클래스”에서는 URLConnection
과 HttpURLConnection 클래스를 사용하여 웹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업로드하는 방법 그리고 연결을 설정하는 방법을 다룬다.
제8장부터 제10장까지는 네트워크 접근을 위한 자바의 저수준 소켓 클래스를 다룬다. 제8
장 “클라이언트 소켓”에서는 자바 소켓 API와 Socket 클래스에 대해서 다룬다. whois, dict
그리고 HTTP를 포함한 TCP 서버와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를 작성하는 방법
을 보여 준다. 제9장 “서버 소켓”에서는 ServerSocket 클래스를 사용하여 서버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제10장 “보안 소켓”에서는 SSL(Secure Socket Layer)과 JSSE(Java
Secure Socket Extention)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서버 통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제11장 “논블럭 I/O”에서는 네트워크 서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새로운 I/O API를 소개한
다. 이 메소드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이 소켓에 대해 읽거나 쓰려고 하기 전에 해당 연결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단일 스레드(single-thread)를 사용하여 다수의 동시 연결
을 처리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새 I/O API는 많은 동시 연결을 처리하지 않는 작은
서버나 클라이언트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API들은 가능한 한 많은 데
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자 하는 대용량 서버 같은 환경에서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다.
제12장 “UDP”에서는 UDP(User Datagram Protocol)와 그와 관련된 DatagramPacket 및
DatagramSocket 클래스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 두 클래스는 빠르고 비신뢰성 통신을 제공
한다. 마지막으로 제13장 “IP 멀티캐스트”에서는 동시에 많은 호스트와 통신하기 위해 UDP
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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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독자 여러분들이 자바 언어 그리고 자바 프로그래밍 환경과 친숙하며 일반적인 객
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익숙하다는 가정하에 만들었다. 이 책에서는 자바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은 다루지 않는다. 여러분은 자바의 문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간단한 자바 애플리케
이션을 작성해 본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인 Swing 프로그래밍에 익숙하다면 일부
예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제가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스
레드와 스트림 ― 해당 주제에 대해서도 일부 다룰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여러분이 이전
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책은 네트워킹 개념
과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해 완벽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여러분이 TCP, UDP,
SMTP와 같은 여러 네트워킹 용어를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으므로 이 책을 통해 필
요한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자바 버전
자바의 네트워크 클래스는 자바 1.0 이후 핵심 API의 다른 부분보다 매우 느리게 변화하고
있다. AWT 또는 I/O 클래스와 비교하면 변화가 거의 없고 몇 가지 기능만 추가됐을 뿐이
다. 물론, 모든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이 I/O 클래스를 이용하여 기능을 확장하고 있고, 일
부는 무거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Graphical User Interface)를 만들고 있다. 이 책은
여러분이 적어도 자바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쓰였다. 보통, 필자의 경우 자
바 5에서 소개된 제네릭(generic)과 향상된 루프(loop) 기능을 사용한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목적이라면 자바 5와 자바 6은 큰 차이가 없다. 대부분의 예제들이
이 두 버전에서 똑같이 실행된다. 자바 6, 자바 7 또는 자바 8에서 새롭게 소개된 메소드나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코드에서 주석으로 표시한다.
public void setFixedLengthStreamingMode(long contentLength) // Jav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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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7은 좀 더 유연해졌으며, 필자는 이 책에서 자바 7에서 소개된 유용하거나 편리한 기
능, 예를 들어 책의 지면을 절약하는 데 유용한 try-with-resources와 multicatch 구문을 충
분히 활용하며, 이러한 구문을 사용할 때는 미리 알려 줄 것이다.
전반적으로 자바의 네트워킹 API는 자바 1.0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1.0 이후 극히 일
부의 네트워킹 API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아주 사소한 기능들이 일부 추가되었다. 자
바 8이 나온 이후에도 이 책을 읽는 데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I/O 관련 일부 API의
경우는 자바 1.0 이후 세 번의 메이저 리비전(major revision) 동안 큰 변화가 있었다.

예제에 대하여
이 책에서 설명하는 대부분의 메소드와 클래스는 간단하면서도 완전히 동작하는 예제와
함께 설명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봤을 때, 완벽히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메소드의 정확한
사용법을 보여 주는 데 꼭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어려운 전문 용어에서 헤매
거나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기 쉽다. 자바 API 문서는 메소드에 대
해 극도로 간결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족
한 것보다는 약간은 지나칠 정도로 설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였다. 요점을 분명히 이해하
고 있다면 얼마든지 건너뛰어도 좋다. 이 책에 있는 모든 예제를 타이핑하고 실행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 메소드가 잘 이해되지 않을 경우 예제를 실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장에는 해당 장에서 설명한 클래스와 메소드를 좀 더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설명하는
다소 복잡한 예제들이 하나 이상 들어 있다. 이 예제들은 종종 책에서 설명하지 않은 기능
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사실 많은 프로그램에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 소스 코
드(source code)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네트워크 기능을 제
공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작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자바 코드에서 네트워크 관련
부분이 어렵지 않고 단순해진 것은 네트워킹 기능이 자바의 핵심적인 기능이 되었음을 나
타낸다. 이 책에 나타난 모든 예제 프로그램은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종종 데이터
가 수정되거나 추가된다. 이 책의 예제는 http://www.cafeaulait.org/books/jnp4/에서 다운로
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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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모든 예제를 리눅스(Linux)와 다양한 버전의 윈도우 그리고 맥(Mac) OS X에서 테스
트하였다. 여기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예제는 자바 5 이후의 버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플랫
폼과 다양한 컴파일러(compiler), 가상 머신(VM, Virtual Machine)에서 동작한다. 자바 5 또는
6에서 일부 예제가 컴파일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try-with-resources와 multicatch가 원인
이다. 이러한 예제들은 이전 자바 버전을 지원할 경우 다소 코드가 길어지긴 하지만 어렵지
않게 다시 작성할 수 있다.
필자는 책의 지면을 절약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란
다. 첫째, 미리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메소드는 전달받은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널(null) 체크나 일반적인 좋은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들을 사
용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자바는 블록에 대해서 4칸의 들여쓰기를, 연결된 라인에 대
해서는 8칸의 들여쓰기를 사용하지만, 이 책에서는 블록이 2칸, 연결된 라인에 대해서는 4
칸으로 줄여 사용한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독자 여러분이 책을 읽는 데 불편함이 없기
를 바란다.

이 책의 표기 규칙
팁,•제안,•일반적인•메모를•나타낸다.

주의•또는•경고를•나타낸다.

중요한 코드 일부와 전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별도의 단락으로 표시된다.
Socket s = new Socket(“java.oreilly.com”, 80);
if (!s.getTcpNoDelay()) s.setTcpNoDelay(true);

완전한 프로그램 형태가 아닌 코드 조각 형태로 표현할 경우, 코드의 실행을 위해 적절
한 임포트가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바로 앞의 코드의 경우 java.net.
Socket이 임포트되어야 함을 추측할 수 있다.

이•책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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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예제의 경우 사용자 입력과 프로그램 출력이 뒤섞여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 입력
은 제9장의 아래 예제와 같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다.
% telnet rama.poly.edu 7
Trying 128.238.10.212...
Connected to rama.poly.edu.
Escape character is ‘^]’.
This is a test
This is a test
This is another test
This is another test
9876543210
9876543210
^]
telnet> close
Connection closed.

마지막으로, 이 책에 사용된 대부분의 예제들은 재사용하기에는 너무 단순하지만 일부 예
제들은 실제 환경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독자 여러분들은 예제 코드들을 자유롭
게 가져다 쓸 수 있으며 특별히 저자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 예제들은 따로 저작권
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가져다 쓰도록 하자(그렇다고 예제를 설명하는 텍스트와 주석도 함께 포
함되는 것은 아니다).

예제 코드 사용하기
이 책은 여러분이 작업을 완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이 책에서 사용된 코드를 여러분의 프로그램이나 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코드의 중요한
부분을 복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 권한을 문의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이 책에 사
용된 코드 일부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출판사로부터 배포된 예제를 CD-ROM에 담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법적
권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예제 코드를 인용하는 것은 법
적 문제가 없으나, 예제 코드의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의 제품 설명서에 첨부할 경우는 법적
권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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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인사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 책의 편집자인 마이크 루키데스(Mike
Loukides)는 실질적으로 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의견을 주었다. 피터 파네스
(Peter Parnes) 박사는 제13장 “IP 멀티캐스트”를 쓰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모든

기술 편집자들은 실수를 발견하고 누락된 부분을 찾는 데 매우 귀중한 도움을 주었다. 사
이먼 St. 로랑(Simon St. Laurent)은 이 책에 담을 주제들을 결정하는 데 많은 조언을 해주었
다. 스콧 오크스(Scott Oaks)는 제3장 “스레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었으며, 이
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발견하기 어려운 미묘한 버그(bug)는 없는지 확인해 주었다. 론 히
친스(Ron Hitchens)는 새로운 I/O API의 난해한 부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마
르크 로이(Marc Loy)와 짐 엘리엇(Jim Elliott)은 이 책에 실린 최신 기술을 검토해 주었다. 티
머시 F. 로할리(Timothy F. Rohaly)는 필자가 예제 코드에서 사용한 모든 소켓을 닫았는지, 모
든 가능한 예외를 처리했는지, 안전하고 깔끔하고 일반적인 코드를 작성했는지를 확인해
주었다. 존 주코우스키(John Zukowski)는 누락된 많은 에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리고 매의 눈을 가진 애브너 겔브(Avner Gelb)는 필자를 비롯한 편집자와 이전 판을 읽은 수
많은 독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발견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 주었다. 알렉스 스탱글
(Alex Stangl)과 라이언 컵락(Ryan Cuprak)은 4판을 통해 새롭게 발견된 오류와 이전부터 계속

남아 있던 오류들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
책의 발행인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이 흔하진 않지만, 팀 오라일리(Tim O’Reilly)에 대해서 말
하고자 한다. 발행인은 필자나 편집자 그리고 출판사 직원들의 성향을 결정짓는다. 나는 팀
이 정말로 작가들이 글쓰기에 좋은 훌륭한 출판사를 설립했다는 사실에 충분히 감사를 받
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이 나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그가 될 것이다. 서점 판매대에 있는 다른 많은 책들보다 오라일리의 책에 더 손이 가고 훨
씬 낫다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도 그것은 팀 덕분일 것이다.
필자의 대리인인 데이비드 로겔버그(David Rogelberg)는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고도 이렇게 책
을 쓰면서 사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내게 주었다. 지난 몇 년 동안 ibiblio.org에 있
는 모든 동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독자와 대화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개정판을 쓸 수 있도록 이전 판에 대한 격려와 비판을 보내 준 많은 독자들이
있다. 이들 모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나의 아내 베스(beth)에게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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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녀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더라면 이 책은 결코 세상에 나올 수 없었
을 것이다.
엘리엇 러스티 해럴드
(elharo@ibibli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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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구혜정(LG전자)
이 책은 자바 API의 단순 설명이 아닌 원리를 꿰뚫는 개념 설명과 관련 일화 그리고 예제
코드의 API에 대한 저자의 깊이 있는 견해까지 담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오라클’과 대화를 하는 듯한 흥미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업에서 익숙했
던 코드들에 대한 의미도 다시 새겨 보고 놓쳤던 부분들도 깨닫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었습니다.

김인범(SK C&C)
자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인기 있는 주제로 선정되곤 합니다. 그
만큼 중요하며, 그만큼 많은 분이 그 궁금증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자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적절한 예시도 제
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바의 기본서로 생각해 볼 여지도 있을 정도로 내용 전개가 기본
에 충실하여 실력과 관계없이 참고할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도해린(연세대학교)
우리는 매일 메신저부터 시작하여 업무, 게임, 이제는 가전제품 하나하나에까지 다양한 형
태로 네트워크와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언어와 도구들이 많이
있지만, 자바는 그 보편성과 다양한 기능으로 많은 개발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점점 커지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시장에서 자바를 활용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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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근(위시컴퍼니)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이제 프로그래머의 기본 소양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모든
프로그램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쉽게 접하기 위해서 웹
언어나 파이썬, 루비 같은 손쉬운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해야만 하는 개발자에게는 이 책이 필수 서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지웅
자바 개발을 하면서 NIO에 대한 신비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 궁금증을 풀어 준
첫 번째 책이네요. 더군다나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베타 리딩한 책 중 번역 품질이 가장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궁금했던 NIO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자바 프로그래밍들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최해성(티켓몬스터)
기초 자바 문법을 뗀 다음 단계의 도서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에디션이 출판되
었다는 것은 그만큼 책이 잘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자 대상의 책
처럼 친절하진 않지만, 그만큼 네트워크를 다루는 부분을 심도 있게 설명해 놓아서 레퍼런
스 도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Beta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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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 TER

기본 네트워크 개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더 이상 소수 전문가의 분야가 아닌 모든 개발자들이 알아야 할 핵
심 기술이다. 오늘날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보다 더 많다.
게다가 이메일, 웹 브라우저, 원격 로그인 같은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이미 일정 수준의
네트워킹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텍스트 편집기 BBEdit은 FTP(File Transfer Protocol) 서버로부터 직접 파일을 열거나 저
장할 수 있다.

•• Eclipse와 IntelliJ IDEA와 같은 통합 개발 환경(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은 GitHub와 Sourceforge 같은 소스코드 저장소와 통신할 수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의 Word 같은 워드프로세서는 URL로 파일을 열 수 있다.
•• Norton AntiVirus 같은 백신 프로그램은 컴퓨터 시작 시 백신 제작사의 서버에 접속
하여 최신 바이러스 진단용 엔진을 내려받는다.

•• Winamp와 iTunes 같은 음악 재생 프로그램은 CDDB(Compact Disc Database)로 접속
하여 재생 중인 트랙의 정보를 다운로드한다.

•• Halo 같은 다중 사용자 온라인 1인칭 슈팅 게임(MMOFPS,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First Person Shooter)의 게이머들은 실시간으로 서로를 공격할 수 있다.

•• IBM SurePOS ACE를 실행 중인 슈퍼마켓의 금전등록기는 상점의 서버와 실시간으
로 통신한다. 그리고 상점 서버는 밤마다 하루 매출을 체인점의 중앙 컴퓨터로 업로
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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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의 Outlook 같은 일정 관리 애플리케이션은 회사 내 동료들의 일정
을 동기화시킨다.
자바는 처음부터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된 최초의 프로그래밍 언어다. 자바
는 원래 인터넷이 아닌 독점 케이블 TV 네트워크를 목표로 개발됐다. 그러나 자바는 항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 실제로 처음 개발된 두 개의 자바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웹 브라우저다. 인터넷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바는 새로운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가장 적합한 언어가 되었다.
자바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작성을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 사실, 거
의 모든 다른 언어에 비해 자바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훨씬 쉽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인터넷을 활용한 아주 많은 프로그램을 보여 줄 것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간단
한 예제 코드로 구성되거나 완전한 기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도 포함되어 있다. 완전한 기
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네트워크 처리에 매우 적은 양의
코드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처럼 네트워크 집약적인 프로그
램에서조차 거의 모든 코드가 데이터 처리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집중되어 있다. 자바 프
로그램에서 네트워크를 처리하는 부분은 짧고 간결하게 구현된다. 요약하면, 자바 애플리
케이션으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은 매우 쉽다.
이 장에서는 자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언어에 상관없이 유용한) 네
트워킹 개념의 기초 지식을 다룬다. 일반적인 내용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구체적인 내용
을 다루며, 네트워크에 관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IP(Internet Protocol)와 TCP/
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에 관해 설명한다. 이
장에서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법이나 라우터를 설정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통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설명한다. 이 장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일반적인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이다. 즉, TCP/IP 계층 모델이나 IP, TCP
및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UDP, User Datagram Protocol), 방화벽과 프록시 서버(proxy
server), 인터넷, 인터넷 표준화 프로세스 등이다. 여러분이 이미 네트워크 전문가라면 이 장

을 건너뛰고 실제 자바 코드를 다루는 다음 장으로 이동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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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네트워크(network)는 실시간으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컴퓨터 및 다른 장치들의

집합이다. 네트워크는 종종 선(wire)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데이터 비트(bit)는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선을 타고 이동한다. 그러나 무선 네트워크는 전파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한
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거리 전송은 유리 필라멘트를 통해 빛의 파장을 보내는 광섬유 케
이블을 이용한다. 데이터 전송을 위해 어떤 특정 물리적인 매체를 사용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론적으로는 석탄을 때서 움직이고 연기를 피워 신호를 주고받는 컴퓨터에
의해서도 데이터는 전송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네트워크의 응답 시간(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좋지 않을 것이다.

네트워크 안의 각각의 장비를 노드(node)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노드는 컴퓨터를 말하지
만 프린터, 라우터, 브리지, 게이트웨이, 터미널 그리고 코카콜라 자판기도 노드에 포함된
다. 여러분이 코카콜라 자판기와 통신하기 위해 자바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지만, 대개 다
른 컴퓨터와 통신하게 될 것이다. 노드 중에서 일반적인 PC를 호스트(host)라고 부른다. 필
자는 이 책에서 네트워크상의 어떤 장치를 언급할 때 노드를 사용할 것이고, 노드 중에서
도 일반적인 PC를 언급할 때는 호스트를 사용할 것이다.
모든 네트워크 노드는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바이트(byte) 순서인 주소
(address)를

가지고 있다. 이 연속된 바이트를 숫자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

소에 포함된 바이트의 수나 바이트의 순서(빅엔디안 또는 리틀엔디안)는 자바가 제공하는 어
떤 기본 숫자 타입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주소에 더 많은 바이트 수가 부여될수록 더 많은
주소를 이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장치가 동시에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다.
주소는 네트워크 종류에 따라 다르게 할당된다. 이더넷 주소는 실제 이더넷 장비에 연결
된다. 이더넷 장비의 제조사는 그들의 장비와 다른 제조사 장비의 주소 사이의 충돌을 피
하기 위해 미리 할당된 제조사 코드를 사용한다. 각 제조사는 동일한 주소의 이더넷 장비
가 생산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 인터넷 주소는 일반적으로 주소 할당의 책임이 있는 기
관에 의해 컴퓨터에 할당된다. 그러나 기관은 그들의 컴퓨터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주소들
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로부터 할당받는다. 그리고 ISP는 네 개
의 지역 인터넷 등록 기관[우리나라의 도메인 등록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북미 지역 등록 기관 이름은 미국인터넷번호등록협회(ARIN, American Registr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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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Numbers)] 중 하나로부터 주소를 할당받으며, 지역 인터넷 등록 기관은 다시 국제도

메인관리기구(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로부터 주소를 할당
받는다.
또한 몇몇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에서 노드는 사람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www.elharo.
com’ 또는 ‘Beth Harold’s Computer’ 같은 텍스트 이름을 가지기도 한다. 주소에 이름을 설
정하는 시점에 이 이름은 일반적으로 정확히 하나의 주소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름이 주소
에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소를 변경할 수도 있다. 하나의 주소는 여러 개의 이름을 가
질 수 있고, 하나의 이름은 몇 개의 다른 주소를 가리킬 수 있다.
모든 현대의 컴퓨터 네트워크는 패킷 교환(packet-switched) 방식을 사용한다. 네트워크를 여
행 중인 데이터는 패킷이라 불리는 덩어리로 나뉘고, 각 패킷은 개별적으로 처리된다. 각
각의 패킷에는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주소가 지
정된 패킷으로 나누는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단일 회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많은 패킷
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 방식으로 훨씬 싼 값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리
고 간섭 없이 같은 선을 공유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전통적인 전화망 방식인 회선 교환(circuitswitched) 방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화를 건 사람으로부터 수신자에 이르는 경로가 설정된다. 때때로
모든 회선이 사용 중일 때, 예를 들어 긴급한 상황이나 휴일과 같이 통화량이 많은 경우 전화기를 들
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발신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화기를 들고 대기하다가 사용 중인 회선
이 해제될 때 그제야 발신음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전화 서비스가 불량한 몇몇 국가에서는 발신음을 듣
기 위해 30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패킷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인 체크섬
(checksum) 값을 이용하면 전송 중에 발생한 데이터의 손상 여부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데 있어 여전히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다.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해 필요한 몇몇 컴퓨터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프로토콜(protocol)은 컴
퓨터의 통신 방법을 정의한 정밀한 규칙의 집합이며, 주소의 형식, 데이터를 패킷으로 나
누는 방법 등을 정의하고 있다. 네트워크 통신의 다양한 측면을 정의하는 많은 프로토콜
이 있다. 예를 들어, 하이퍼텍스트 전송 규약(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은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 간의 통신 방법을 정의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또 다른 측면에서,
IEEE 802.3 표준은 특정 유형의 회선(wire)에서 비트를 전기 신호로 인코딩하는 방법에 대
한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이러한 프로토콜의 공개는 서로 다른 업체의 장비와 소프트웨어

4

CHAPTER 1••기본•네트워크•개념

들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모든 클라이언트는 플랫폼에 상관없이 같은 HTTP 프로토
콜로 대화하기 때문에 웹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유닉스(Unix) 워크스테이션인지 안드로이드
(Android) 폰인지 또는 아이패드(iPad)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은 데이터의 논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물리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주의 깊게 다뤄야 하는 매우 복잡한 작업이다.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소
프트웨어는 패킷의 충돌을 피하는 방법,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방
법, 에러를 발견하고 정정하는 방법, 패킷의 전송 경로를 설정하는 방법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여러 운영체제와 이종 네트워크 회선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추가될 때
더욱 복잡해진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나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네트워크 통신의 여러 가지 기능을 몇 개의 계층(layer)으로 분리하였다. 각 계층들은
물리적 하드웨어(회선과 전기 신호)와 전송되는 정보 사이의 다양한 추상화 단계를 나타낸다.
이론적으로 각 계층은 인접한 위아래 계층하고만 대화한다. 네트워크를 몇 개의 계층으로
분리함으로써 계층 간 인터페이스가 변경되지 않는 한 하나의 계층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를 다른 계층에 미치는 영향 없이 수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그림 1-1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프로토콜 스택(stack)을 보여 준다. 이
그림에서 중간 계층 프로토콜들은 오늘날 인터넷의 많은 부분과 일치하지만 상단과 하단
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단의 경우 환경에 따라 일부 호스트는 이더넷(Ethernet)을 사용하
고, 일부는 와이파이(Wifi)나 PPP(Point to Point Protocol)를 사용한다. 그리고 일부는 나열되지
않은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상단 프로토콜의 경우 호스트가 실
행 중인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은 스택의 상단은 하단에 어떤 프로토콜이 있는지
신경 쓰지 않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계층 모델은 네트워크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커넥션 토폴로지(topology)의 물리적인 부분으로부터 이 책의 주제인 애플리케
이션 프로토콜을 분리한다.

네트워크•계층•

5

그림 1 - 1 네트워크의 서로 다른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

특정 네트워크의 요구에 따라 구성된 몇몇 다른 계층 모델들이 존재한다. 이 책에서는 그
림 1-2와 같이 인터넷에 적합한 표준 TCP/IP 4계층 모델을 사용한다. 이 모델에서 파이어폭
스(Firefox)와 워크래프트(Warcraft)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은 애플리케이션 계층(application layer)
에서 실행되고 전송 계층(transport layer)하고만 대화를 한다. 전송 계층은 위아래로 존재하
는 애플리케이션 계층과 인터넷 계층하고 대화를 한다. 다음으로 인터넷 계층은 호스트투-네트워크(host to network) 계층과 전송 계층하고 대화를 하며 애플리케이션 계층과 직접
대화하지 않는다. 호스트-투-네트워크 계층은 회선, 광케이블 같은 매체를 통해 원격 시스
템의 호스트-투-네트워크 계층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킨다. 그리고 이동된 데이터는 원격 시
스템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전달된다.

애플리케이션•계층

논리적인•경로

전송•계층(TCP,•UDP)

전송•계층(TCP,•UDP)

인터넷•계층(IP)

인터넷•계층(IP)
호스트-투-네트워크•계층(이더넷,•와이파이,•LTE•등)
물리적인•경로

그림 1 - 2 네트워크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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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웹 브라우저가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웹 서버에 요청을 보내면, 웹 브라우저
는 실제로 로컬 클라이언트 장비의 전송 계층과 대화를 한다. 그리고 전송 계층은 전달받
은 요청을 TCP 세그먼트(segment) 단위로 쪼개고 순서 번호(sequence number)와 체크섬 값을
추가하여 로컬 인터넷 계층으로 전달한다. 인터넷 계층은 세그먼트를 로컬 네트워크에 필
요한 크기에 맞게 IP 데이터그램(datagram)으로 쪼갠 후 회선으로 전송하기 위해 호스트-투네트워크 계층으로 전달한다. 호스트-투-네트워크 계층은 디지털 데이터를 특정 물리 매체
에 적절한 아날로그 신호로 인코딩하여 목적지 원격 시스템의 호스트-투-네트워크 계층에
서 읽을 수 있는 회선으로 요청을 보낸다.
원격 시스템의 호스트-투-네트워크 계층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디코딩하고,
그 결과인 IP 데이터그램을 서버의 인터넷 계층으로 전달한다. 인터넷 계층은 IP 데이터그
램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수행하고, 데이터그램이 조각나
있는 경우 재조립하여 서버의 전송 계층으로 전달한다. 서버의 전송 계층은 모든 데이터가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수행하고, 손실되거나 손상된 데이터에 대해 재전송을
요청한다. (실제 재전송 요청은 서버의 인터넷 계층을 통해, 그리고 서버의 호스트-투-네트워크 계층
을 통해 내려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전송 계층으로 전달되어 손실
된 데이터의 재전송이 이뤄진다. 이 계층은 모두 투명하게 처리되며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는 신경쓰
지 않아도 된다.) 서버의 전송 계층은 인접하고 연속적인 데이터그램을 수신하면, 데이터그램

을 재조립하여 서버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실행 중인 웹 서버에서 읽을 스트림(stream)에
쓴다. 서버는 요청을 처리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시 응답을 보내기 위해 서버 시스템의 계층
으로 데이터를 써 클라이언트로 보낸다.
여러분들도 이미 짐작하듯이 실제 과정은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호
스트-투-네트워크 계층은 그중에서도 가장 복잡하며 많은 것들이 의도적으로 감춰져 있
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라우
터와 해당 라우터의 계층을 통과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는 공중의 전파에서 구리선
의 전기적인 신호나 광케이블의 빛의 파동으로, 또는 반대로의 변환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
러분이 작성하게 될 자바 코드의 90%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동작하고 전송 계층하고만
대화하게 된다. 나머지 10%의 코드는 전송 계층에서 애플리케이션 계층 또는 인터넷 계층
과 대화하는 데 사용된다. 호스트-투-네트워크 계층의 복잡함은 여러분에게 직접 노출되
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계층 모델(layer model)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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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관련•서적을•읽다•보면•필자가•언급한•TCP/IP•4계층•모델과는•다른•‘개방형•시스템•
간•상호•접속(OSI,•Open•Systems•Interconnection)’•참조•모델이라•불리는•7계층•모델을•마주하
게•된다.• OSI•모델은•자바•네트워크•프로그램에서•다루기에는•불필요하게•세분화되어•있다.•

OSI•모델과•이•책에서•사용한•TCP/IP•모델•사이의•가장•큰•차이점은•OSI•모델이•호스트-투-네
트워크•계층을•데이터•링크•계층(data•link•layer)과•물리•계층(physical•layer)으로•나누며,•애플리
케이션•계층과•전송•계층•사이에•표현•계층(presentation•layer)과•세션•계층(session•layer)을•두
고•있다는•점이다.•비록•OSI•모델이•복잡하긴•하지만•TCP/IP•모델에•비해•좀•더•일반적이며,•비

TCP/IP•네트워크•환경에•적합한•구성이다.•어쨌든•자바•네트워크•클래스는•TCP/IP•네트워크에
서•애플리케이션•계층과•전송•계층에서만•동작한다.•이•책의•내용을•다루기•위해•필요•이상으
로•복잡한•OSI•모델의•사용은•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보기에 마치 다른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 계층과 직접 대화하는 것
처럼 느껴진다. 네트워크는 두 애플리케이션 계층 사이에 논리적인 경로를 생성한다. 인터
넷 대화(IRC, Internet Relay Chat) 채팅 세션을 생각해 보면 논리적인 경로가 무엇인지 좀 더
이해하기 쉽다. IRC 채팅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하지만 실제 대화를 시도하면 여러분은 컴퓨터(실제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와 대화하고,
컴퓨터는 원격의 다른 컴퓨터와 대화하고, 원격의 컴퓨터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다른
누군가와 대화한다. 한 계층 이상의 깊이는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가려져 있으며, 이것이
바로 계층 모델이 추구하는 방식이다. 각 계층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호스트-투-네트워크 계층
자바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은 네트워크 먹이 사슬에서 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여러분의
레이더 아래에서는 실제 많은 일이 일어나며, IP 기반 인터넷(자바가 실제로 이해하는 유일한
네트워크 종류) 표준 참조 모델에서 네트워크의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호스트-투-네트워크

계층(Host-to-Network layer: 이는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라고
도 알려져 있다)에 포함되어 있다. 호스트-투-네트워크 계층은 이더넷 카드나 와이파이 안테

나 같은 특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물리적인 연결을 통해 로컬 네트워크 및 외부로 IP 데
이터그램을 보내는 방법을 정의한다.
호스트-투-네트워크 계층의 일부는 회선, 광케이블, 전파, 연기 신호 같은 다른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는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때로 네트워크 물리 계층이라고 불린다. 자바
프로그래머로서 여러분은 랜 케이블이 컴퓨터에서 빠지거나 누군가 굴착기로 여러분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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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중인 회선을 끊어 버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계층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자바는 물리 계층을 다룰 수 없다.
여러분이 호스트-투-네트워크 계층과 물리 계층을 생각해 볼 이유나 필요가 생긴다면 그
건 바로 성능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고객이 빠르고 신뢰할 만한 광케이블을
이용하는 경우와 북해(North Sea)의 어느 석유 굴착기 안에서 느린 위성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각각 다른 프로토콜과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분의 고객이
바이트 단위로 비용이 청구되는 3G 데이터를 쓸 계획이라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이러한 고객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있다면 다양한 환경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환경에만 집중할 수도 있지만, 각 클라이언트의 환경을 탐지하
여 동적으로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물리적인 연결과 마
주하더라도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API는 동일하다.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인터넷 계층이다.

인터넷 계층
네트워크의 다음 계층,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을 둬야 할 첫 번째 계층이 바로 인터넷 계층
(internet layer)이다.

layer)으로

OSI 모델에서 인터넷 계층은 좀 더 포괄적인 이름인 네트워크 계층(network

불린다.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은 데이터의 비트와 바이트를 좀 더 큰 그룹인

패킷으로 구성하는 방법과 다른 컴퓨터가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주소 체계를 정의한다.
인터넷 프로토콜(IP)은 세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이며, 자바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이기도 하다.
사실 IP에는 두 종류가 존재한다. 32비트 주소를 사용하는 IPv4 및 128비트 주소와 패킷의
경로 탐색을 돕기 위한 몇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IPv6가 있다. 이 글을 쓰
는 시점에서 IPv4는 여전히 인터넷 트래픽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IPv6의 사
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책의 다음 판이 나올 때쯤에는 IPv4를 앞지를 수도 있다.
비록 이 두 개의 프로토콜은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특별한 게이트웨이(gateway)나 터널링
(tunneling) 프로토콜 없이는 상호운용될 수 없는 매우 다른 네트워크 프로토콜이지만 자바

는 이 프로토콜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며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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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와 IPv6 모두에서 데이터는 데이터그램(datagram)이라는 패킷으로 인터넷 계층을 통해
보내진다. 각각의 IPv4 데이터그램은 20바이트에서 60바이트 길이의 헤더(header)와 최대
65,515바이트의 페이로드(payload)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IPv4 데이터그램은 수십 바
이트에서 8KB를 조금 넘는 정도의 크기로 매우 작다.) IPv6 데이터그램은 좀 더 큰 헤더와 최대

4GB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림 1-3은 IPv4 데이터그램의 각 요소들의 정렬 방법을 나타낸다. 모든 비트와 바이트는
빅 엔디안(big endian)으로 정렬되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최상위 비트에서 최하위 비트 순
서로 정렬된다.

버전

헤더•길이

데이터그램•길이

서비스•타입
플래그

식별자
수명(TTL)

프로토콜

단편화•오프셋
헤더•체크섬

출발지•주소
목적지•주소
옵션

데이터

그림 1 - 3 IPv4 데이터그램 구조

라우팅 및 주소 지정 외에, 인터넷 계층의 두 번째 목적은 다른 종류의 호스트-투-네트워
크 계층이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터넷 라우터는 무선랜과 이더넷(Ethernet),
이더넷과 DSL(Digital Subscriber Line), DSL과 광섬유 백홀(backhaul) 간의 프로토콜을 변환한
다. 인터넷 계층 또는 이와 유사한 계층이 없다면 각 컴퓨터는 공유 가능한 특정 네트워크
유형하고만 통신이 가능하며, 인터넷 계층은 같은 종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이기종 네
트워크를 서로 연결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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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계층
데이터그램 자체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그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데이터그램은 전
송이 보장되지 않으며, 목적지까지 데이터그램이 전송되더라도 전송 중에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헤더에 있는 체크섬은 단지 헤더의 손상만 발견할 수 있을 뿐 데이터그램의
데이터 부분에 대한 손상은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마침내 데이터그램이 손상 없이 목적지
에 도착하더라도 데이터그램은 반드시 전송한 순서대로 도착하지 않는다. 각각의 데이터그
램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서로 다른 경로로 전달되며, 데이터그램 A가 데이터그램 B보
다 먼저 보내졌다는 사실이 데이터그램 A가 데이터그램 B보다 먼저 도착한다는 의미는 아
니다.
전송 계층(transport layer)은 패킷이 손실되거나 손상되지 않고 보낸 순서대로 수신되도록 보

장할 책임이 있다. 만약 패킷이 손실된다면, 전송 계층은 해당 패킷에 대해 송신자에게 재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IP 네트워크는 이러한 기능을 각각의 데이터그램에 몇몇 정보를 포
함하고 있는 부가적인 헤더를 추가하여 구현한다. 이 단계, 즉 전송 계층에는 두 가지 주요
프로토콜이 있다. 첫 번째,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은 손실되
거나 손상된 데이터의 재전송과 데이터의 순서를 보장하는 오버헤드(overhead)가 높은 프로
토콜이다. 두 번째,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UDP, User Datagram Protocol)은 수신자가 패
킷의 손상을 감지할 수는 있지만 수신된 패킷의 순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UDP는
종종 TCP보다 더 빠른 성능을 보여 주기도 하며, TCP는 신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불
리고 UDP는 신뢰할 수 없는 프로토콜이라고 불린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 UDP가 생각보다
꽤나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계층
사용자에게 데이터가 전달되는 계층을 애플리케이션 계층(application layer)이라고 부른다. 애
플리케이션 계층 아래에 놓인 세 계층은 하나의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가 전송
되는 방법을 정의하기 위해 모두 함께 동작하며,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데이터가 전송된 후
해당 데이터로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한다. 예를 들어, WWW(World Wide Web)에 사용되는
HTTP 같은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은 여러분의 웹 브라우저가 그래픽 이미지를 숫자들의
스트림이 아닌 그림으로 출력될 수 있게 한다.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여러분이 작성하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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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네트워크 부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다. 매우 많은 종류의 애플리케
이션 프로토콜이 존재하며, 웹을 위한 HTTP 이외에도 이메일 전송을 위한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POP(Post Office Protocol), IMAP(Internet Message Access Protocol)이 있

다. 파일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로는 FTP, FSP(File Service Protocol),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가 있으며, 파일 접근을 위한 NFS(Network File System) 프로토콜, 파일 공유를 위한

Gnutella, BitTorrent 프로토콜이 있다. 음성 통신에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와 Skype
프로토콜이 널리 사용된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프로토콜이 존재하며, 필요한 경우 여러
분 스스로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을 정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IP, TCP 그리고 UDP
인터넷 프로토콜 IP는 냉전 동안 군사적인 지원을 받으며 군사적으로 호기심을 끌 만한 많
은 기능과 함께 개발되었다. 첫 번째로 IP는 매우 견고한 프로토콜이다. 만일 구소련이 미
국의 클리블랜드에 있는 라우터에 핵 공격을 가하더라도 전체 네트워크 기능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며, 클리블랜드로 향하는 패킷을 제외한 모든 메시지는 여전히 원래의 목적지로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IP는 두 지점 사이의 여러 경로를 허용하고 손상된 라우터 주변
데이터의 패킷을 라우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두 번째로 군사시설에는 여러 종류의 컴퓨터가 있고 이들 모두가 서로 통신이 가능해
야 했다. 그 결과, IP는 공개적이고 플랫폼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다. IBM 메인프레임(IBM
mainframe: IBM이 1952년부터 현재까지 생산 중인 대형 컴퓨터 시스템)은 PDP-11s와 주변에 있는

다양한 컴퓨터들과 통신할 필요가 있었지만, IBM 메인프레임과 PDP-11s를 위한 프로토콜
로는 충분하지 못했다.
두 지점 사이의 많은 경로 중 가장 빠른 경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네트워크 트래픽과 다른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 스트림을 구성하는 패킷들은 모두 같은
경로를 통해 전달되지 않는다. 심지어 모든 패킷들이 도착한 경우에도 패킷들은 보내진 순
서대로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IP의 기본 설계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 각 연결의
끝에 IP 패킷의 수신 여부 확인 기능과 손상되거나 손실된 패킷에 대한 재전송 요청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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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하는 TCP가 IP 계층 위에 놓인다. 게다가 TCP는 패킷들이 보내진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수신 측에서 조립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TCP는 꽤 많은 오버헤드(overhead)를 유발한다. 그래서 데이터의 순서가 특별히 중
요하지 않고 일부 패킷의 손실이 전체 데이터 스트림을 손상시키지 않는 경우, 패킷은 종
종 UD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UDP는 패킷의 도착 순서와 손실, 손상 여부
를 보장하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프로토콜이다. 이러한 UDP가 파일 전송에 사용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일부 데이터의 손실을 사용자가 눈치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에
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나 오디오 신호의 일부 손실은 화질이나 음
질에 눈에 띄는 저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손실된 데
이터의 재전송을 요청하기 위해 TCP처럼 기다리는 상황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또
한 UDP 사용 시 데이터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면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오류 정정 코드
(error-correcting code)를 UDP 데이터 스트림에 내장할 수도 있다.

TCP와 UDP 외에도 여러 다른 프로토콜들이 IP 위에서 동작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ICMP, 즉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은 호
스트 간의 에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IP 데이터그램을 사용한다. ICMP 프로토콜이 가
장 널리 사용되는 예가 바로 ping 프로그램이다. 자바는 ICMP를 지원하지 않으며 원시 상
태의 IP 데이터그램의 전송 역시 허가되지 않는다(반면에 TCP 세그먼트와 UDP 데이터그램의
전송은 가능하다). 자바는 TCP와 UDP 프로토콜만 지원하며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

은 이 두 프로토콜 위에서 구성된다. 이외의 다른 전송 계층, 인터넷 계층 그리고 ICMP,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RARP(Reverse
Address Resolution Protocol), RSVP(Resource reSerVation Protocol) 같은 낮은 계층 프로토콜과 기

타 프로토콜들은 자바에서 네이티브 코드(native code) 링크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IP 주소와 도메인
자바 프로그래머인 독자 여러분은 IP의 내부 동작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
만 주소 체계에 대해서는 알아 둘 필요가 있다. IPv4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컴퓨터는 4
바이트 숫자로 식별되며 199.1.32.90처럼 점으로 구분된 네 개의 숫자 형식으로 표기된다. 그
리고 네 개의 각 숫자는 0에서 255까지의 부호 없는 바이트 범위의 값을 가질 수 있다. IPv4

IP,•TCP,•그리고•U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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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 접속된 모든 컴퓨터는 유일한 4바이트 주소를 가지게 된다. 데이터가 네트워크
를 통해 전송될 때 패킷의 헤더에는 패킷이 가고자 하는 장비의 주소(목적지 주소)와 패킷을
보낸 주소(출발지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패킷의 전송 경로상에 있는 라우터는 패킷의 목적
지 주소를 검사하여 최적의 전송 경로를 선택한다.
IPv4에는 40억 개 이상의 사용 가능한 IP가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쓰기
에는 충분하지만 모든 컴퓨터들이 쓰기에는 부족하다. 설상가상으로 주소는 효율적으로
할당되지 못하여 2011년 4월 아시아와 호주는 할당 가능한 IP가 모두 소진되어 추가적인 할
당이 중지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IPv4를 할당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할당이 중단
된 이후 아시아와 호주 지역에서는 이미 할당된 IP를 재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2012년 9월, 유럽 역시 IP 할당이 중지되었다. 북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는 아직 할당 가능한 IP 블록을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이 지역들 역시 더 이상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16바이트 주소를 사용하는 IPv6로의 전환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IPv6는
모든 사람과 모든 컴퓨터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장치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IP 주소를 제공
한다. IPv6 주소는 관례상 FEDC:BA98:7654:3210:FEDC:BA98:7654:3210와 같이 콜론으로
구분된 네 개의 16진수를 여덟 개 블록으로 표기한다. 각 블록의 앞에 오는 0은 표기하지
않아도 되며, 다수의 0 블록은 이중 콜론 표기로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FEDC:0
000:0000:0000:00DC:0000:7076:0010 주소는 FEDC::DC:0:7076:10처럼 효과적으로 줄여 쓸
수 있다. IPv6와 IPv4가 섞여 있는 환경에서 종종 IPv6 주소의 마지막 4바이트가 IPv4 방식
의 점으로 구분된 네 개의 숫자 형식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음 FEDC:BA98:
7654:3210:FEDC:BA98:7654:3210 주소는 FEDC:BA98:7654:3210:FEDC:BA98:118.84.50.16처
럼 표기할 수 있다.
비록 컴퓨터는 숫자를 다루는 것이 편리하지만, 사람은 이 숫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208.201.239.101과 같이 숫자로 된 인터넷 주소를 ‘www.oreilly.com’처럼
사람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호스트네임으로 변환해 주는 DNS(Domain Name System)가 개발
되었다. 자바 프로그램은 네트워크에 접근할 때 숫자로 된 주소와 이에 대응하는 호스트네
임을 모두 처리해야 하며,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java.net.InetAddress 클래스에서 제공된
다. java.net.InetAddress 클래스는 제4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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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컴퓨터들, 특히 서버들은 고정된 주소를 사용하며 LAN(Local Area Network)이나 무선에
연결된 대부분의 컴퓨터들은 부팅할 때마다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서버
에서 제공하는 다른 주소를 할당받는다. 이와 같이 DHCP로부터 매번 다른 IP를 할당받는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 IP 주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고정된 IP가 할당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코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저장할
때 로컬 IP 주소를 저장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대신 프로그램 시작 시에 매번 최신 IP를 얻
어야 한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IP 주소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실제 가능한 일이
며(예로, DHCP의 IP 대여 시간이 초과한 경우), 그래서 대부분 IP 주소를 저장해 두기보다는 필
요할 때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 외에는 동적 할당된 IP 주소와 수동 할당된 IP 주소
는 자바에서 별 차이가 없다.
몇몇 IP 주소 블록과 패턴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된다. 10.에서 시작하는 범위와 172.16부터
172.31까지, 그리고 192.168으로 시작하는 모든 IPv4 주소들은 일반적인 인터넷 주소로 할
당되지 않는다. 이 주소들은 내부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 블록의 주소를
사용하는 호스트는 인터넷으로 바로 연결될 수 없다. 이러한 라우팅이 불가능한 주소는 외부
인터넷에 의해 보여지지 않는 사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127로 시
작하는 IPv4 주소들은(일반적으로 127.0.0.1) 항상 로컬 루프백 주소(local loopback address)를 의
미한다. 즉, 이러한 주소들은 여러분이 실행 중인 컴퓨터에 상관없이 항상 로컬 컴퓨터를
가리키며, 이 주소에 대한 호스트네임으로 localhost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IPv6에서는
0:0:0:0:0:0:0:1(줄여서 ::1로 쓸 수 있음)이 루프백 주소로 사용된다. 주소 0.0.0.0은 항상 패킷
이 발생한 호스트의 주소를 가리키며, 목적지 주소(destination address)로는 사용할 수 없고
출발지 주소(source address)로만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0으로(0비트 8개) 시작하는 IPv4
주소들은 같은 로컬 네트워크 안의 호스트에 대한 참조로 간주된다.
4바이트 각각에 모두 같은 숫자를 사용하는 IPv4 주소들, 예를 들어 255.255.255.255는 브
로드캐스트(broadcast) 주소이다. 이 주소로 보내진 패킷들은 로컬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노드에 의해 수신되며, 로컬 네트워크 영역을 넘어 라우팅되지 않는다. 이러한 브로드캐스
트 주소는 일반적으로 로컬 네트워크 안의 노드를 탐색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동적 메모리 할당이 필요한 노트북과 같은 클라이언트는 부팅될 때, 로컬 DHCP 서버를 찾
기 위해 255.255.255.255 주소로 특정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IP,•TCP,•그리고•U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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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들은 해당 패킷을 수신하며 그중 DHCP 서버만이 이 패킷에 대해 응답한다. 이 응답
에는 노트북의 로컬 네트워크 설정에 필요한 IP 주소와 DNS 정보가 포함된다.

포트
컴퓨터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다면 IP 주소만 알아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요즘의 컴퓨터는 동시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FTP 요청을 보내면서 메일을 보낼
수 있고 동시에 웹 트래픽(web traffic)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포트(port)를 통해 가
능해진다. IP가 할당된 컴퓨터는 수천 개 이상의 논리적인 포트를 사용할 수 있다(정확히는
전송 계층당 6만 5,535개의 포트). 이러한 포트는 컴퓨터의 메모리에 추상화된 개념이며, USB

포트와 같이 특정 물리 개체를 나타내지 않는다. 포트는 1에서 65535까지의 숫자로 표현되
며, 각 포트는 특정 서비스에 할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웹의 기본 프로토콜인 HTTP는 일반적으로 포트 80을 사용한다. 우리는 일반
적으로 웹 서버가 포트 80에서 들어오는 연결에 대해서 수신(listen)한다고 말한다. 데이터가
특정 IP가 할당된 특정 장비에서 실행 중인 웹 서버로 보내질 때, 데이터는 또한 해당 장비
의 특정 포트(보통 포트 80)로 보내진다. 데이터를 수신한 장비는 포트를 검사하기 위해 각각
의 패킷을 검사하고, 해당 포트로 수신을 기다리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이것이 바로 여러 종류의 트래픽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포트 번호의 1에서 1023까지는 finger, FTP, HTTP 그리고 IMAP 같은 잘 알려진 서비스를
위해 미리 예약되어 있다. 리눅스와 맥 OS X를 포함한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루트(root) 권한
으로 실행된 프로그램만이 이 포트에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지만, 권한에 상관없이 모든
프로그램이 이 포트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Windows)에서는 특
별한 권한 없이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도 이 범위의 포트를 사용할 수 있다. 표 1-1은 이 책에
서 다룰 프로토콜의 포트를 나타낸다. 여기에 나열된 포트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
니다. 특히 웹 서버의 경우 종종 80이 아닌 다른 포트를 사용하기도 한다. 웹 서버의 경우
하나의 장비에서 여러 서버가 실행되거나 80번 포트에서 웹 서버를 실행하기 위한 루트 권
한이 없는 경우 종종 80이 아닌 다른 포트를 사용하기도 한다. 유닉스 계열의 환경에서는
서비스별로 할당된 포트 목록이 /etc/services 파일에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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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1 잘 알려진 포트 목록
프로토콜

포트

프로토콜

용도

echo

7

TCP/UDP

두•장비의•연결을•확인하는•목적으로•사용된다.

discard

9

TCP/UDP

테스트•목적의•프로토콜이며•서버는•수신된•데이터를•모두•버린다.

daytime

13

TCP/UDP

서버의•현재•시간을•ASCII•표현으로•제공한다.

FTP•data

20

TCP

FTP는•두•개의•포트를•사용한다.•이•포트는•파일을•전송하는•데•사용된다.

FTP

21

TCP

put,•get•같은•FTP•명령을•전송하는•데•사용된다.

SSH

22

TCP

암호화된•원격•로그인에•사용된다.

Telnet

23

TCP

대화•방식의•원격•명령라인•세션에•사용된다.

smtp

25

TCP

장비•간의•메일•전송에•사용된다.

time

37

TCP/UDP

1900년•1월•1일•자정•이후의•경과•시간을•초로•반환한다.

whois

43

TCP

인터넷•네트워크•관리자를•위한•간단한•디렉터리•서비스이다.

finger

79

TCP

로컬•시스템의•사용자•정보를•반환하는•서비스이다.

HTTP

80

TCP

WWW의•기반•프로토콜이다.

POP3

110

TCP

서버로부터•쌓인•메일을•클라이언트로•전송하는•프로토콜이다.

NNTP

119

TCP

유즈넷(Usenet)•뉴스•전송에•사용된다.•

IMAP

143

TCP

서버에•저장된•메일박스에•접근하기•위한•프로토콜이다.

dict

2628

TCP

단어의•정의를•제공하는•UTF-8로•인코딩된•사전•서비스다.

인터넷
인터넷(Internet)은 세상에서 가장 큰 IP 기반 네트워크다. 인터넷은 (남극을 포함한) 일곱 대륙

의 수많은 컴퓨터들이 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정확한 형식이나 조직이
없는) 비결정 네트워크 그룹이다. 인터넷에 연결된 각 컴퓨터는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

하나의 IP 주소를 가진다. 그리고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IP와 연결된 이름을 하나 이
상 가지고 있다. 인터넷을 구성하는 호스트와 같은 장비들은 각각 누군가의 소유물이긴 하
지만 인터넷 자체는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몇몇 정부에 의해 인터넷을 지배하려는 시
도가 있긴 했지만, 인터넷은 특정한 정부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 인터넷은 단순히 표준
프로토콜로 서로 대화하도록 약속된 컴퓨터들의 매우 큰 집합에 불과하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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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유일한 IP 기반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가장 큰 IP 기반 네트워크이며, 또 다른 IP 기
반 네트워크로 소문자 i로 시작하는 인터넷(internet)이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Internet)과 연결
되지 않은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내부 네트워크가 이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회사에
서 외부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하여 사용하는 인트라넷(Intranet)이 이와 비슷하다.
만약 여러분이 외부 네트워크와 물리적으로 차단된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환경에
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사용 중인 인터넷은 인터넷(internet)이 아닌 인터넷
(Internet)일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상의 다른 네트워크 안에 있는 호스트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순수 내부 인터넷(internet) 환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몇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규칙은 다른 조직과 회사 그리고 개인들 사이의
주소 할당 방법이다. 누군가 자신이 원하는 인터넷 주소를 마음대로 선택한다면,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인터넷에 나타나는 거의 즉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인터넷 주소 블록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ISP들은 지역 인터넷 등록기관으로부터 IPv4 주소 블록을 할
당받는다. 그리고 회사나 단체가 인터넷에 연결된 IP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할 때,
ISP는 다시 그들에게 IP 주소 블록을 할당한다. 이때 할당된 IP 블록은 앞자리 주소가 고정
된 제한된 범위의 블록이 할당된다. 예를 들어, 고정된 앞자리 주소가 216.254.85일 경우, 로
컬 네트워크는 216.254.85.0부터 216.254.85.255까지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주소 블록
은 처음 24비트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24라고 불린다. /23은 처음 23비트가 고정되어 있음
을 나타내며, 나머지 9비트, 즉 29에 해당하는 512개의 로컬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30
서브넷(가장 작은 서브넷)은 처음 30비트가 고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2비트, 즉 22에 해당하는
네 개의 로컬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블록에서 가장 낮은 주소는 네트워크
자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고, 가장 큰 주소는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예상하는 것보다 두 개가 적은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주소 변환
IP 주소의 결핍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오늘날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주소
변환(NAT) 기술을 사용한다. NAT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대부분의 노드들은 라우팅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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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x.x.x, 172.16.x.x 부터 172.31.x.x 그리고 192.168.x.x의 로컬 주소들 중 하나를 선택하
여 사용한다. 로컬 네트워크를 ISP로 연결하는 라우터는 이러한 로컬 주소를 라우팅 가능
한 몇 개의 주소로 변환한다.
예를 들어,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수십여 대의 IP 노드는 모두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IP 주소를 공유하고 있고,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컴퓨터는 192.168.1.5라는 IP
주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 IP를 사용하는 장비가 존
재할 수 있고, 해당 IP는 독자의 컴퓨터가 아닌 전혀 다른 호스트를 참조할 것이다. 여러분
이 192.168.1.5로 데이터를 보내도 필자의 컴퓨터에 도달할 수 없으며, 대신 216.254.85.72로
보내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필자의 NAT 라우터 설정에 들어오는 연결 요청에 대해서 192.16.1.5로
보내도록 추가해야 데이터가 필자의 PC로 전달된다.)

라우터는 필자의 PC로부터 나가거나 들어오는 연결을 감시하고 IP 패킷 안의 주소를 변
경한다. 라우터는 나가는 패킷에 대해서 출발지 주소를 라우터의 외부 주소(필자의 경우
216.254.85.72)로 변경하고 들어오는 패킷에 대해서 목적지 주소를 192.168.1.12와 같은 로컬

주소 중 하나로 변경한다. 연결 요청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내부 컴퓨터 중에 어디로
연결해야 하는지 정확히 추적하는 방법은 자바 개발자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
여러분의 장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투명하게 진행된다. 여러
분은 단지 외부와 내부의 주소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언젠가 IPv6가 널리 도입되면 이러한 낡은 기술들을 대체할 것이고, 방화벽의 기능은 여전
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NAT 자체는 무의미한 기술이 될 수 있다. 서브넷은 라우팅
을 위해 계속 필요하고 존재할 테지만 지금보다 훨씬 거대한 서브넷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방화벽
인터넷상에는 크래커(cracker)들을 비롯한 악의를 가진 사용자들이 존재한다. 그들의 접근
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로컬 네트워크로의 단일 접근 지점을 만들고, 단일 접근 지점을 오
가는 모든 트래픽을 검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인터넷과 로컬 네트워크 사이에 위치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데이터를 검사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방화벽(firewall)이라 부
른다. 방화벽은 종종 로컬 네트워크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라우터의 일부로 동작하기도
하며, NAT와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라우터와 별개의 독립된 장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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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도 있다. 맥 OS X와 레드햇 리눅스(Red Hat Linux) 같은 요즘 운영체제들은 종종
해당 장비로 보내진 트래픽을 감시할 수 있는 개인용 방화벽을 내장하고 있다. 어쨌든 방화
벽의 유형에 상관없이 방화벽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오가는 각각의 패킷을 검사하고 규
칙에 따라 연결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기능을 한다.
필터링(filtering)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주소와 포트를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193.28.25.x 같은 C 클래스 IP를 가진 해커가 침입한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IP로부터 들어
오는 모든 트래픽을 차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SSH 연결 요청은 허가하고 내
부로 들어오는 SSH 연결 요청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로컬 네트워크 내부의 기업용 웹 서
버에 대해 외부로부터 포트 80을 통해 접근하도록 할 수 있다. 좀 더 지능적인 방화벽 제품
들은 해당 패킷의 내용을 살펴보고 차단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어떤 패킷을 통과시키
고 차단할지에 대한 정확한 방화벽 설정은 사이트마다 요구되는 보안 수준에 따라 다르다.
방화벽이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자바 프로그래머가 방화벽에 대해 할 일은 별로 없다.

프록시 서버
프록시 서버(proxy server)는 방화벽과 관련이 있다. 방화벽이 로컬 네트워크 안의 호스트가

외부 세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프록시 서버는 내부와 외부 사이의 중계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방화벽에 의해 외부 네트워크로 연결이 금지된 장비는 외부에 있는 원
격 웹 서버에 대해 직접 요청을 하는 대신 로컬 프록시 서버로부터 웹 페이지를 요청할 수
있다. 프록시 서버는 해당 요청을 외부의 원격 웹 서버에 요청하고, 요청을 보낸 로컬 장비
로 응답을 전달한다. 프록시는 웹뿐만 아니라 FTP 서비스나 다른 연결 요청에 대해서도 사
용될 수 있다. 프록시를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보안 이점은 외부 호스트나 사용자
는 프록시 이외에 로컬 네트워크의 어떠한 장비의 IP나 이름도 찾을 수 없으며, 내부 시스
템을 해킹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방화벽이 일반적으로 전송 계층이나 인터넷 계층에서 동작하는 반면에, 프록시 서버는 일
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동작한다. 프록시 서버는 HTTP나 FTP 같은 애플리케이
션 수준의 프로토콜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프로토콜에 관계없이 모든
TCP와 UDP 연결을 프록시하는 SOCKS 프록시는 전송 계층에서 동작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록시 서버를 통과하는 패킷에 대해 패킷 타입에 적절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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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텔넷(Telnet, Tele network)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FTP 패킷을 차단할 수 있다( 역주 FTP에 텔넷 연결을 이용하여 해킹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림 1-4
는 계층 모델에서 프록시 서버의 동작 모습을 보여 주며, 가운데 계층이 프록시 서버를 나
타낸다.

논리적인•경로

클라이언트

서버

애플리케이션•계층

애플리케이션•계층

애플리케이션•계층

전송•계층(TCP,•UDP)

전송•계층(TCP,•UDP)

전송•계층(TCP,•UDP)

인터넷•계층(IP)

인터넷•계층(IP)

인터넷•계층(IP)

호스트-투-네트워크•계층(이더넷,•LocalTalk,•FDDI•등)
물리적인•경로

그림 1 - 4 프록시 서버를 통한 계층화된 연결

인터넷을 향한 모든 접근이 프록시 서버를 통해 전달되는 한 모든 접근은 엄격히 통제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www.playboy.com에 대한 접근은 모두 차단하고 www.microsoft.com
에 대한 접근은 모두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몇몇 회사에서는 들어오는 FTP 연결만 허용
하고 외부로 나가는 FTP는 차단하여 회사 내 기밀 데이터가 외부로 쉽게 유출될 수 없게
한다. 또 다른 몇몇 회사들은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프록시를 사용
하며, 어떤 직원들이 업무 외적인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감시하기도 한다.
프록시 서버는 또한 로컬 캐시(local cache)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프록시를 통
해 외부 웹 서버로 파일이 요청되면, 프록시는 먼저 자신의 캐시에 파일이 있는지 확인한
다. 캐시 안에 요청된 파일이 있으면, 프록시 서버는 인터넷으로 파일을 요청하지 않고 캐
시된 파일을 요청한 로컬 호스트에게 제공한다. 프록시 캐시 안에 파일이 없는 경우 프록
시 서버는 인터넷으로 파일을 요청하여 받은 후 요청한 로컬 호스트에게 전달하고, 해당 파
일을 다음 요청 시 제공하기 위해 프록시 캐시 안에 저장한다. 이러한 프록시를 이용한 네
트워크 설계는 인터넷 연결의 부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며 응답 시간을 크게 향상시킨다.
AOL(America Online)은 자사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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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큰 프록시 서버 팜(server farm)을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이 규모가 있
는 웹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서버의 로그를 살펴볼 수 있다면, aol.com 도메인에 속한
클라이언트의 접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300만 명이 넘는 AOL 가입자로
부터 예상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닐 것이다. AOL 프록시 서버가 이미 캐시된 데이터는 다시
요청하지 않고 캐시로부터 많은 페이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다른 ISP 역시 비
슷하게 동작한다.
프록시 서버 사용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프로토콜이 아닌 일부 프로토콜만 지원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HTTP, FTP, SMTP 같은 TCP 연결 기반의 프로토콜들을 처리할 수 있
지만, BitTorrent 같은 최신 프로토콜은 지원하지 못한다. (일부 네트워크 관리자들은 오히려 이
러한 점을 더 좋아하기도 한다.)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이러한 프록시 서버의 특징은 매우

큰 단점이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새로운 프로토콜을 쉽게 만들
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프록시 서버는 이러한 사용자 정의 프로토콜(custom protocol)
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 정의 프로토콜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며, 자바 프로그래머에
게는 특히 불리하게 적용된다. 그 결과, 몇몇 개발자들은 HTTP,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를 통해 사용자 정의 프로토콜을 터널링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보안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방화벽과 프록시의 이러한 설계와 제약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단지 자바 프로그래머들을 귀찮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자바 애플릿(applet)은 자바 제어판에서 프록시 서버 설정을 재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웹 브라우저 자체의 프록시 서버 설정을 따른다. 그리
고 독립적인 자바 애플리케이션들은 (SOCKS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socksProxyHost
나 socksProxyPort 속성을 설정하거나, (특정 프로토콜용 프록시를 사용하는 경우) http.
proxySet, http.proxyHost, http.proxyPort, https.proxySet, https.proxyHost, https.
proxyPort, ftpProxySet, ftpProxyHost, ftpProxyPort, gopherProxySet, gopherProxyHost,
gopherProxyPort 속성을 설정하여 프록시 서버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명령라인(commandline)을 통해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다음과 같이 –D 옵션으로 시스템 속성을 통

해 프록시 서버를 설정할 수 있다.
java -DsocksProxyHost=socks.cloud9.net -DsocksProxyPort=1080 My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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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서버 모델
대부분의 최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클라이언
트/서버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의 프로그램 로직과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서버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매우 저렴한 개인용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서 처리된다. 반
면에 많은 양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값비싼 고성능 서버나 클라우트 서버에 저장한다. 대
부분의 경우에 서버는 주로 데이터를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주로 서버가 보낸 데이터를 받
는다. 그러나 하나의 프로그램이 오직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좀 더 명확한 차이점은 서버는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요
청을 기다리는 반면, 클라이언트는 먼저 대화를 요청한다.
여러분은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구조를 사용한 기존 소프트웨어들 덕분에 이 구조에 이
미 꽤 익숙해져 있다. 2013년 현재,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은
바로 웹이다. 아파치(Apache) 같은 웹 서버들은 파이어폭스 같은 웹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
에 응답한다. 데이터는 웹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클라이언트로 보내진
다. 페이지에 대한 초기 요청 패킷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데이터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로 전송되며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거의 없다. FTP는 클라이언트/서
버 모델에 적합한 오래된 서비스이며, FTP는 웹과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과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지만, 여전히 파일을 보내는 FTP 서버와 파일을 받는 FTP 클라이언트로
나뉜다. 사람들은 종종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데 FTP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FTP의 경우 한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
전히 FTP 클라이언트가 먼저 연결을 시도하며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대기하고 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부 네
트워크 게임에서는 두 게이머가 서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러한 연결 종류를
P2P(peer-to-peer)라 부른다. 전화 시스템이 고전적인 P2P 네트워크의 대표 사례다. 각각의

전화기는 다른 전화기로 전화를 걸거나 다른 전화기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전
화를 걸고 받기 위해 새로운 전화기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
자바 자체의 네트워킹 API에서는 명시적으로 P2P 통신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
러나 애플리케이션들은 몇 가지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P2P 통신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서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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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방법
이 있다. 다른 대안으로는 피어(peer) 간에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중개 서버 프로그램을 이
용해 통신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식은 두 피어가 서로를 찾는 방법에 대한 문제까지 깔끔
히 해결해 준다.

서버

클라이언트
포트 80

포트 41 232

클라이언트는•자신의•임의의•포트로부터•
서버의•알고•있는•포트로•연결을•초기화한다.

포트 80
(입력 스트림)

포트 41 232
(입력 스트림)

포트 80
(출력 스트림)

포트 41 232
(출력 스트림)

서버는•연결을•수용한다.•
입출력•스트림이•해당•포트의•소켓에•연결된다.

그림 1 - 5 클라이언트/서버 연결

인터넷 표준
이 책은 몇몇 애플리케이션 계층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해서 다루며, 특히 HTTP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다. 그러나 이 책은 프로토콜을 다루는 책이 아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정 프로
토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프로토콜의 표준 문서를 보는 것이 가장 확
실하다.
전 세계에 수많은 표준 기구들이 존재하지만,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로그래밍과 프로토콜
에 관련된 대부분의 표준을 만드는 곳은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와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이다. IETF는 관심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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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비형식적이고 민주적인 단체이다. IETF의 표준들은 ‘대략적인 합의와 실제적
인 구현’에 근거하고 구현을 선도하기보다는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 IETF 표준에는 TCP/IP,
MIME(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 SMTP가 포함되어 있다[ 역주 IETF는 다른 단체와 달
리 표준을 채택하는 데 만장일치가 아닌 90퍼센트 이상(명시적인 비율은 아님)의 찬성에 의해 표준이
승인되는 ‘대략적인 합의’ 방식이며, 표준으로 완전히 인정되기 전에 ‘실제적인 구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반해, W3C는 개인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며, 구성원이 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체들에 의해 관리되는 단체이다. W3C는 대부분의 경우에 구현보다 표준을
정의하려고 한다. W3C 표준에는 HTTP,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이 포함된다.

IETF RFC
IETF 표준(standard)이나 표준에 가까운 것들은 RFCs(Request for Comments) 문서로 출판된다.
(Request for Comments는 이 문서에 대한 비평을 기다린다는 의미다.) RFC 이름의 의미에도 불구하

고 발행된 RFC 문서는 최종 결과물을 의미하며, 이미 발행된 RFC 문서는 수정되지 않으
며 새로운 RFC 문서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버려진다. IETF에서 개발을 위해 수정하고 공개
할 목적으로 작업이 진행 중인 문서들은 ‘인터넷 초안(Internet drafts)’이라고 부른다.
RFCs는 일반적인 관심 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에서부터 FTP와 같은 표준 인터넷
프로토콜의 세부 사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RFCs는 http://www.faqs.org/rfc/와 http://
www.ietf.org/rfc.html을 포함한 인터넷의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RFCs는 (특
히 표준에 기반한 RFCs) 매우 기술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RFCs는 특정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거의 유일하고 완벽한 자료이다.
RFC에 대한 대부분의 제안은 개인이나 단체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면
서 시작한다. 여기서 프로토타입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제안이 IETF 표준이 되기 전에 실
제로 존재하고 동작해야 한다. 이러한 IETF의 요구사항은 다른 표준 기구들에 의해 발표된
표준과는 달리 IETF 표준들의 구현 가능성을 보장해 준다.
표 1-2에는 이 책에서 다루는 프로토콜을 위한 공식적인 문서를 제공하는 RFCs를 보여
준다.

인터넷•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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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C

제목

설명

RFC•5000

인터넷•공식•프로토콜•표준

서로•다른•인터넷•프로토콜의•현재•상태와•표준화•과정을•기술한다.•
새로운•RFC로•주기적으로•업데이트된다.

RFC•1122,••
RFC•1123

호스트•필수사항

모든•인터넷•호스트가•각•계층(데이터링크•계층,•IP•계층,•전송•계층,•
애플리케이션•계층)에서•지원해야•하는•프로토콜이•어떤•것인지를•
기술한다.

RFC•791,•RFC•919,• 인터넷•프로토콜(IP)
RFC•922,•RFC•950

IP•인터넷•계층•프로토콜

RFC•768

사용자•데이터그램•
프로토콜(UDP)

신뢰성이•없는,•비연결•기반의•전송•계층•프로토콜

RFC•792

인터넷•제어•메시지•
프로토콜(ICMP)

IP•데이터그램을•사용하는•인터넷•계층•프로토콜이며•자바에서•
지원되지•않는다.•ping과•traceroute에서•사용된다.

RFC•793

전송•제어•프로토콜(TCP)

신뢰성•있는•연결•기반의,•스트리밍•전송•계층•프로토콜

RFC•2821

메일•전송•프로토콜(SMTP)

한•호스트가•다른•호스트로•메일을•전송하기•위한•애플리케이션•계층•
프로토콜이다.•이•표준은•이메일•클라이언트에•대한•내용은•언급하지•
않으며,•메일을•전달하기•위한•기술적인•방법만•다룬다.

RFC•822

전자•메일•메시지의•형식

아스키(ASCII)•텍스트•이메일•메시지에•대한•기본•문법을•다룬다.•
MIME은•이진코드•데이터를•지원하기•위해•확장된•것이다.

RFC•854,•RFC•855

Telnet•프로토콜

네트워크•가상•단말(NVT,•Network•Virtual•Terminal)과•TCP를•
기반으로•한•명령라인•환경을•위한•애플리케이션•계층•원격•로그인•
서비스

RFC•862

Echo•프로토콜

TCP와•UDP•기반이며,•수신된•데이터를•그대로•반환하는•
애플리케이션•계층•프로토콜이며•디버깅(debugging)에•유용하게•
사용된다.

RFC•863

Discard•프로토콜

TCP와•UDP•기반이며,•수신된•데이터를•모두•버리고•아무것도•
반환하지•않는•애플리케이션•계층•프로토콜이며•디버깅에•유용하게•
사용된다.

RFC•864

문자•발생기•
(Character•Generator)••
프로토콜

TCP와•UDP•기반이며,•연결된•임의의•클라이언트에게•일련의•아스키•
문자열을•끊임없이•보내주는•애플리케이션•프로토콜이며,•디버깅•툴로•
유용하게•사용된다.

RFC•865

오늘의•명언•
(Quote•of•the•Day)••
프로토콜

TCP와•UDP•기반이며,•오늘의•명언을•반환하는•애플리케이션•계층•
프로토콜이다.

RFC•867

Daytime•프로토콜

서버의•현재•날짜와•시간을•표시하는•아스키•문자열을•클라이언트에•
보내•주는•애플리케이션•계층•프로토콜이다.•이•프로토콜은•사람이•
읽을•수•있는•데이터를•반환한다는•것이•다른•타임•프로토콜과•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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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2 이 책에서 다루는 프로토콜에 대한 RFCs
RFC

제목

설명

RFC•868

Time•프로토콜

1900년•1월•1일•자정부터•현재까지•경과한•시간을•초•단위로•
보내주는•애플리케이션•계층•프로토콜이다.•이•시간은•컴퓨터가•
읽을•수•있는•32비트•정수로•반환한다.•이•표준은•어떻게•정수를•
32비트로•인코딩•하는지에•대해서•언급하지•않기•때문에•미완성된•
프로토콜이다.•하지만•대부분의•실제•환경에서는•2의•보수와•
빅엔디안(big•endian)을•사용한다.

RFC•959

파일•전송•프로토콜(FTP)

TCP를•사용한•애플리케이션•계층의•파일•전송•프로토콜이며•
선택적으로•인증을•제공한다.

RFC•977

네트워크•뉴스•전송•
프로토콜(NNTP)

유즈넷•뉴스에서•사용하는•애플리케이션•계층•프로토콜이다.•뉴스•
클라이언트와•서버의•통신•그리고•서버와•서버의•통신•모두에서•
사용된다.

RFC•1034,•RFC•
1035

도메인•네임•서비스(DNS)

사람이•기억하는•호스트네임을•컴퓨터가•이해하는•숫자로•변환하는•
소프트웨어의•집합이다.•이•RFC는•서로•다른•호스트에•있는•DNS가•
어떻게•UDP를•통해•서로•통신하는지를•정의한다.

RFC•1112

IP•멀티캐스팅을•위한•
호스트•확장

시스템이•단일•패킷을•여러•개의•호스트에게•보내•주도록•하는•데•
이용하는•인터넷•계층의•프로토콜이다.•이를•멀티캐스팅이라고•한다.•
자바의•멀티캐스팅•기능은•제13장에서•다룬다.

RFC•1288

Finger•프로토콜

원격•사이트에•있는•사용자•정보를•요청하는•애플리케이션•계층•
프로토콜이며•보안에•취약하다.

RFC•1305

네트워크•타임•
프로토콜(NTP)•버전•3

시스템들•사이의•클럭•동기화를•위한•보다•정확한•애플리케이션•계층•
프로토콜•

RFC•1939

우편•프로토콜•버전3•
(POP3)

TCP를•기반으로•서버로부터•메일을•가져오는•Eudora•같은•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사용하는•애플리케이션•계층•프로토콜

RFC•1945

하이퍼텍스트•전송•
프로토콜(HTTP•1.0)

TCP를•기반으로•웹•브라우저가•웹•서버와•대화하는•데•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계층•프로토콜•버전•1.0.•IEFT가•아닌•W3C에서•
개발되었다.

RFC•2045,•RFC•
2046,•RFC•2047

다목적•인터넷•메일•
확장(MIME)

인코딩된•바이너리(binary)•데이터와•비아스키(non-ASCII)•텍스트를•
인터넷•메일과•같은•ASCII•기반의•프로토콜로•전송하기•위한•방법

RFC•2141

통합•리소스•이름(URN)•
문법

URL과•비슷하지만•해당•리소스의•임시•위치가•아닌•영구적인•
방법으로•실제•리소스를•가리킨다.

RFC•2616

하이퍼텍스트•전송•
프로토콜(HTTP•1.1)

TCP를•기반으로•웹•브라우저가•웹•서버와•대화하는•데•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계층•프로토콜의•버전•1.1

RFC•2373

IP•버전•6•주소•구조

IPv6•주소의•형식과•의미

RFC•3501

인터넷•메시지•접근•
프로토콜(IMAP)•버전•4•
개정1

서버에•저장된•메일함에•접근하여•메시지를•전송•받거나•메시지를•
삭제,•메시지를•다른•폴더로•이동하는•등의•동작을•원격으로•지원하는•
프로토콜이다.

RFC•3986

통합•리소스•식별자(URI),•
일반•문법

URL과•비슷하지만•더•넓은•범위를•포함한.•예를•들어,•책의•ISBN•
번호도•URI에•해당한다.

RFC•3987

국제화•자원•식별자(IRIs)

비아스키•문자를•포함할•수•있는•URI

인터넷•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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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TF는 전통적으로 기존의 관행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활동해 왔다.
IETF의 이러한 활동은 완전히 대중에게 열려 있었지만 그만큼 대중의 인지도를 얻지는 못
했다. 그 이유는 단지 IGMP(Internet Gateway Message Protocol) 같은 네트워크의 비밀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활동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기업체와 학
계를 포함한 기술자와 컴퓨터 과학자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종종 이상적인 구현에 대한 떠
들썩한 논쟁이 있긴 했지만, 진지한 IETF의 노력은 합리적인 표준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웹 표준에 관한 성과를 IETF의 노력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특히 HTML을 표준화
하기 위한 IETF의 초기 노력은 완전히 실패했다. 넷스케이프(Netscape)를 비롯한 주요 업체
들이 참여를 거부했고, 표준을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IETF도 인정했다. IEFT가 제안한 HTML은 간단하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잡다한 시장 관
계자들과 열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매력에 이끌리기도 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1994년 10월에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는 IEFT가 HTML
의 표준화 작업을 실패했던 과오를 피하기 위해 벤더가 관리하는 단체로서 형성되었다.

W3C 권고안
W3C의 표준화 프로세스가 IETF 프로세스(최종 명세를 만들어 메일링 리스트에서 충분히 토론
하여 초안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와 비슷하긴 하지만, W3C는 IETF와 근본적으로 다른 단체

다. IETF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W3C는 오직 기업체와 다른 단체만이 멤버가 될 수
있다. 개인들의 참여는 명확히 배제되며 특정 작업(working group) 그룹의 초대된 전문가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참여하는 개인의 수는 이에 관심을 갖는 일반적인 전문가
들의 수와 비교하면 매우 적다.
W3C의 회원 가입에는 1년에 5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며(비영리 단체는 1년에 5,000달러), 최
소 3년간 유지해야 한다. 반면에 IETF는 참여 의지만 있다면 회원 가입에 아무런 비용과
의무사항이 없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W3C 표준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지만, 결국 각
표준들은 W3C 관리자인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에 의해 승인되거나 거부된다. 반면
에 IETF 표준은 표준에 참여한 사람들의 합의로 승인된다. 분명히 IETF가 W3C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일부 사람들은 무질서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열린 단체다. W3C는 그들에게 돈
을 지불하는 기업 회원들에 대한 친기업적인 성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IETF보다 웹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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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라는 정치적으로 까다로운 이슈를 잘 이끌어 오고 있다. W3C는 그동안 HTTP, PICS,
XML, CSS, MathML 및 기타 다양한 표준들과 몇몇 HTML 표준을 만들었다. W3C는 자
신들의 표준을 완벽하고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모질라(Mozilla)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체를 설득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W3C의 표준화 제정 단계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본 단계가 있다.
노트(Note): 노트는 일반적으로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 W3C 멤버에 의한 제안(IETF의
‘Internet Draft’와 유사)이나 구체적인 제안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W3C 직원이나 관련 단체들

의 아이디어들(IETF의 ‘informational RFC’와 유사)이 노트에 해당된다. 노트가 반드시 작업 그
룹의 결성이나 W3C 권고안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작업 초안(Working draft): 작업 초안은 작업 그룹에서 일부 멤버들의 현재 생각이 반영된 상태

다. 작업 초안이 곧 추천 권고안(Proposed recommendation)이 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후보 권고안(Candidate recommendation): 후보 권고안은 작업 그룹이 모든 주요 이슈에 대한 합

의 및 작업 그룹 외부로부터 의견을 받거나 구현을 위한 준비 상태에 도달했음을 말한다.
구현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추천 권고안으로 승결될 수 있다.
추천 권고안(Proposed recommendation): 추천 권고안은 대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사소

한 편집상의 수정 외에 다른 수정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추천 권고안의 주요 목적은
표준 문서에 언급된 기술에 대한 검토가 아닌 문서 자체의 버그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다.
권고안(Recommendation): 권고안은 W3C 표준에서 가장 높은 단계다. 그러나 W3C는 독점금

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실제로 이 단계를 ‘표준’이라고 부르지 않기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W3C는 권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권고안은 W3C 멤버들의 합의와 관리
자의 승인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여기에 명시된 생각과 기술은 널리 배포하기에 적합하며
W3C의 목적에 부합한 내용이다.”

인터넷•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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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기준
일부•회사들은•홍보(PR)를•목적으로•또는•일시적으로•주가를•끌어올리기•위해•W3C와•IETF의•표준화•프
로세스를•악용한다.•IETF는•누구라도•아이디어와•제안을•제출할•수•있으며,•W3C는•회원에•한해•제출할•
수•있다.•이렇게•제출된•문서를•IETF에서는•‘인터넷•초안(Internet•drafts)’이라고•부르고•6개월•동안•해당•
내용을•인터넷에•게시한다.•W3C에서는•이를•‘제출•확인된•제안(acknowledged•submissions)’이라•부르고•
무기한으로•게시한다.•그러나•제출된•내용을•인터넷에•게시하는•것에•대해•어느•단체도•제출된•내용을•
확인하는•것•이상에•의미를•두지•않는다.•특히•IETF와•W3C는•제출된•내용에•대해•작업•그룹을•결성하
거나•프로세스의•시작을•약속하지•않는다.•그렇기는•하지만•일부•보도자료는•단순한•제안의•제출을•실
제보다•훨씬•더•의미•있는•일처럼•잘못•전하고•있다.•또한•홍보•담당자들은•일반적으로•표준화•프로세스
의•세부사항을•알지•못하는•소수의•무지한•기자들에게•의지한다.•그러나•여러분은•일부•회사들이•무엇
을•위해•이런•방법을•쓰는지•알아차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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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TER

클라이언트 소켓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는 데이터그램(datagram)이라고 불리는 일정한 크기의 패킷
으로 전송된다. 각각의 데이터그램은 헤더(header)와 페이로드(payload)를 포함하고 있다. 헤
더에는 수신할 곳의 주소와 포트, 패킷을 송신한 곳의 주소와 포트, 데이터 손상을 탐지하
기 위한 체크섬,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전송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페이
로드에는 데이터 자체가 들어 있다. 그러나 데이터그램은 길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종
종 데이터를 다수의 패킷으로 분할하고 목적지에서 재조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한 전
송 중에 하나 이상의 패킷이 손실되거나 손상되어 재전송이 필요하거나, 패킷이 보낸 순서
와 다르게 도착하여 재정렬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모두 처리하기 ― 데이터
를 패킷으로 나누기, 헤더 만들기, 수신 측에서 헤더 분석하기, 손실된 패킷 찾기 등등 ―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복잡한 코드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여러분이 직접 이러한 일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소켓은 프로그래머가 네트워
크 연결을 바이트 단위로 읽고 쓰는 다른 스트림처럼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소켓은 에러 탐
지, 패킷의 크기, 패킷 분할, 패킷 재전송, 네트워크 주소 등과 같은 네트워크 내부의 자세
한 내용을 감싸 프로그래머가 신경 쓰지 않도록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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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켓 사용하기
소켓이란 두 호스트 사이의 연결을 말한다. 소켓은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7가지 기능을 수
행한다.

•• 원격 장비에 연결하기(connect)
•• 데이터 보내기(send)
•• 데이터 받기(recv)
•• 연결 닫기(close)
•• 포트 지정하기(bind)
•• 수신 대기하기(listen)
•• 지정된 포트에 대해 원격 장비의 연결 받아들이기(accept)
자바의 Socket 클래스는 위에 나열된 기능 각각에 해당하는 메소드를 제공하며, 앞의 네 개
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세 개는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대기하는
기능으로 서버에서만 사용된다.
이 기능들은 자바의 ServerSocket 클래스에 의해 제공되며 이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다음 장에서 다룬다. 자바 프로그램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클라이언트 소켓을
사용한다.

•• 프로그램은 Socket 클래스의 생성자를 사용하여 새로운 소켓을 만든다.
•• 생성된 소켓은 원격 호스트에 연결을 시도한다.
연결되는 즉시 로컬 호스트와 원격 호스트는 각각 소켓으로부터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
림을 얻게 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이 스트림을 사용한다. 이러한 연결은 두 호스
트가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full-duplex). 그리고 이 연결을 통해 주고받는 데이
터는 프로토콜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즉, HTTP 서버와 FTP 서버는 서로 다른 명령을 보
낸다. 일반적으로 서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전에 미리 약속된 핸드셰이킹(handshaking)
작업을 수행한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면 어느 한쪽이나 양쪽에서 연결을 닫는다. HTTP 1.0과 같은 일부
프로토콜에서는 각 요청이 완료될 때마다 연결을 종료하며, FTP와 HTTP 1.1과 같은 또 다
른 프로토콜은 단일 연결을 사용하여 다수의 요청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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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넷으로 프로토콜 살펴보기
이 장에서는 time이나 dict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와 통신하기 위해 소켓을 사용하는 클라
이언트들을 살펴볼 것이다. 소켓 자체는 매우 단순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서버와 통
신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토콜들이 소켓 사용을 어렵게 만든다.
프로토콜의 동작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텔넷 명령을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한 다음, 다양한
명령을 입력하여 서버의 응답을 살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텔넷은 23번 포트로 연결하려
고 한다. 다른 포트를 사용하는 서버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결하고자 하는
포트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 telnet localhost 25

위 명령은 로컬 장비의 SMTP 포트인 25번 포트에 연결을 요청한다. SMTP는 서버 사이에
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메일을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SMTP 서
버와 대화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알고 있는 경우, 메일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메일을
보낼 수 있다. 이 방법은 위조된 메일을 보내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에 뉴멕시코(New Mexico) 주, 선스폿(Sunspot)에 위치한 국립태양관측소의 여름학교에서, 한
학생이 메일을 위조하여 과학자 중 한 사람이 배구 시합에서 이긴 학생들을 위해 파티를
열 것이라는 메일을 보낸 것이다. (물론 이 책의 필자는 절대 그런 비열한 짓은 하지 않는다. ;-)) 이
때 SMTP 서버와 통신은 다음과 비슷할 것이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은 굵은 글씨로 표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다.)
flare% telnet localhost 25
Trying 127.0.0.1 ...
Connected to localhost.sunspot.noao.edu.
Escape character is '^]'.
220 flare.sunspot.noao.edu Sendmail 4.1/SMI-4.1 ready at
Fri, 5 Jul 93 13:13:01 MDT
HELO sunspot.noao.edu
250 flare.sunspot.noao.edu Hello localhost [127.0.0.1], pleased to meet you
MAIL FROM: bart
250 bart... Sender ok
RCPT TO: local@sunspot.noao.edu
250 local@sunspot.noao.edu... Recipient ok
DATA
354 Enter mail, end with "." on a line by itself

소켓•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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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pitiful attempt to reingratiate myself with the students
after their inevitable defeat of the staff on the volleyball
court at 4:00 P.M., July 24, I will be throwing a victory
party for the students at my house that evening at 7:00.
Everyone is invited.
Beer and Ben-Gay will be provided so the staff may drown
their sorrows and assuage their aching muscles after their
public humiliation.
Sincerely,
Bart
.
250 Mail accepted
QUIT
221 flare.sunspot.noao.edu delivering mail
Connection closed by foreign host.

메일을 받은 몇몇 과학자가 바트(Bart) 씨에게 학생들을 위한 승리 파티를 여는 이유를 물어
본 것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메일을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이 말
도 안 되는 메일은 별도의 검증 없이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2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SMTP 서버들은 다양한 보안 기능들이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요구하거나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클라
이언트나 신뢰할 수 있는 메일 서버로부터의 접속만 허용한다. 그러나 여전히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통신 방법을 보거나, 여러분이 작성하는 자바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
하기 위해, 클라이언트를 흉내 내는 데 텔넷을 사용할 수 있다. 비록 이 예제에서 SMTP 프
로토콜의 모든 기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간단한 메일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통신하는 방
법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소켓으로 서버에서 읽기
간단한 예제로 시작해 보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 위치한 daytime 서버에 연결하여 현재 시간을 요청하려고 한다. Daytime 프

로토콜은 RFC 867에 정의되어 있다. 이 문서를 읽어 보면 daytime 서버는 13번 포트에서 대
기하며,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의 시간을 반환하고 연결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여러분은 텔넷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daytime 서버를 테스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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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net time.nist.gov 13
Trying 129.6.15.28...
Connected to time.nist.gov.
Escape character is '^]'.
56375 13-03-24 13:37:50 50 0 0 888.8 UTC(NIST) *
Connection closed by foreign host.

이 결과에서 “56375 13-03-24 13:37:50 50 0 0 888.8 UTC(NIST)” 라인이 daytime 서버에서
전송된 것이다. 소켓의 InputStream을 사용하여 읽으면, 바로 이 값이 반환된다. 그 외의 다
른 줄은 유닉스 셸(Unix shell)이나 텔넷 프로그램에 의해 출력된 것이다.
RFC 867은 daytime의 출력에 대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 이외의 다른 형식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결과에서 GMT 기준으로 2013년 3월 24일 오후 1시 37분 50초에 연결이 만들
어졌음을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출력은 JJJJJ YY-MM-DD HH:MM:SS TT L H
msADV UTC(NIST) OTM 다음 형식으로 되어 있다.

•• JJJJJ는 “수정 율리우스 일(Modified Julian Date)”을 나타낸다 (즉, 1858년 11월 17일 자정
이후의 전체 일 수를 나타낸다).

•• YY-MM-DD는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 월, 그리고 달의 현재 날짜를 나타낸다.
•• HH:MM:SS는 협정세계시(UTC, Universal Time Coordinated) 기준의 시, 분, 그리고 초
를 포함한 시간을 나타낸다.

•• TT는 미국이 현재 표준 시간을 따르는지 일광 절약 시간을 따르는지를 나타낸다.
00은 표준 시간을 의미하고 50은 일광 절약 시간을 의미한다. 다른 숫자는 다음 전
환까지 남은 일 수를 나타낸다.

•• L은 한 자리 숫자이며 이 달의 마지막 날 자정에 더하거나 뺄 윤초를 나타낸다. 0은
윤초가 없음을 나타내며, 1은 더해야 할 윤초, 그리고 2는 빼야 할 윤초를 나타낸다.

•• H는 서버의 상태를 나타낸다. 0은 정상, 1은 최대 5초 정도의 장애, 2는 5초 이상의
장애, 3은 정확하지 않은 시간 동안의 장애, 4는 시스템 정비 상태를 나타낸다.

•• msADV는 네트워크 지연을 보상하기 위해 NIST가 시간에 추가한 밀리초를 나타낸
다. 위의 결과에서는 응답을 반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여 888.8 밀리초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 문자열 UTC(NIST)는 항상 일정한 값이며, OTM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항상 별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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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부 사항은 모두 NIST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daytime 표준의 일부는 아니다. 프로
그램상에서 네트워크 시간 서버와 동기화가 필요할 경우 daytime 서버도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긴 하지만, 대신 RFC 5905에 정의된 N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편이 낫다.
이•예제는•여기에서•보는•것처럼•동작하지•않을•수도•있다.•서버의•과부하로•이•장을•쓰는•이•
시점에도•간헐적인•접속•문제가•발생하고•있다.

2013년•초에•NIST는•“TCP•포트•13번을•사용하는•NIST•DAYTIME•프로토콜의•사용자들은•더•
나은•정확도와•더•낮은•대역폭을•요구하는•NTP로•업그레이드하는•것이•좋습니다.•NIST가•제공
하는•클라이언트•프로그램(nistime-32bit.exe)은•두•프로토콜을•모두•지원합니다.•우리• NIST는•

2013년도•말에•TCP•기반의•DAYTIME•프로토콜을•UDP•기반의•NTP로•대체할•계획입니다”라고•
발표했다.•이•책의•제11장에서•UDP로•NTP•서비스에•접근하는•방법에•대해서•다룰•예정이다.

지금은 소켓을 사용하여 코드상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는 방법을 보도록 하자. 먼저 time.
nist.gov의 13번 포트에 대한 소켓을 연다.
Socket socket = new Socket("time.nist.gov", 13);

이 코드는 객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을 생성한다. 연결 시에
시간 초과가 발생하거나 해당 서버의 13번 포트가 대기하고 있지 않아서 실패할 경우, 생
성자는 IOException 예외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코드를 try 블록으로 감싼
다. 자바 7에서 Socket 클래스는 AutoClose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으므로, try-withresources 구문을 사용하여 Socket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try (Socket socket = new Socket("time.nist.gov", 13)) {
// 연결된 소켓에서 읽기...
} catch (IOException ex) {
System.err.println("Could not connect to time.nist.gov");
}

자바 6과 이전 버전에서는 소켓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해제하기 위해 finally 블록에서 명
시적으로 소켓을 닫아야 한다.
Socket socket = null;
try {
socket = new Socket(hostname, 13);
// 연결된 소켓에서 읽기...
} catch (IOException ex) {
System.err.println(ex);
} final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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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socket != null) {
try {
socket.close();
} catch (IOException ex) {
// 무시한다
}
}

다음 단계는 선택 사항이지만 설정할 것을 권한다. setSoTimeout() 메소드를 사용하여 연결
에 대한 타임아웃을 설정할 수 있다. 타임아웃은 밀리초 단위로 설정되며 다음 코드는 15
초 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해당 소켓을 타임아웃시킨다.
socket.setSoTimeout(15000);

소켓은 서버가 연결을 거부하거나 라우터가 목적지로 패킷을 보내는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재빨리 ConnectionException나 NoRouteToHostException 예외를 발생시키지만, 이 두 경우
모두 서버가 연결을 받아들인 다음 명시적인 소켓의 종료 없이 대화를 멈추는 경우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대처하지는 못한다. 소켓에 타임아웃을 설정하는 것은 소켓에 대한 읽고
쓰기가 느린 경우에도 지정된 밀리초 이상을 소요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프로그램이 서
버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서버가 과부하나 다양한 문제로 응답이 없는 경우, 지정된 밀리초
가 지나면 프로그램은 소켓으로부터 SocketTimeoutException 예외를 받게 된다. 어느 정도
의 타임아웃을 설정해야 할지는 여러분이 작성하는 프로그램과 여러분이 서버의 응답에 얼
마나 민감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15초라는 시간은 로컬 인트라넷 서버의 응답으로는 꽤 긴
시간이지만, time.nist.gov와 같은 부하가 많은 공공 서버에 대해서는 다소 짧은 편이다.
소켓은 열고 타임아웃을 설정하고 나서, getInputStream() 메소드를 호출하면 소켓으로부터
바이트를 읽는 데 사용할 수 있는 InputStream이 반환된다. 일반적으로 서버는 어떤 바이
트 값이라도 보낼 수 있지만, 아래 코드에서는 서버가 아스키 문자만 보낸다고 가정하고 작
성하였다.
InputStream in = socket.getInputStream();
StringBuilder time = new StringBuilder();
InputStreamReader reader = new InputStreamReader(in, "ASCII");
for (int c = reader.read(); c != -1; c = reader.read()) {
time.append((char) c);
}
System.out.printl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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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제에서는 읽은 바이트를 StringBuilder에 저장했지만, 여러분의 상황에 적절한 다른 어
떤 데이터 구조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예제 8-1은 지금까지의 설명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daytime 서버를 설정할 수
도 있다.
예제 8 - 1 Daytime 프로토콜 클라이언트
import java.net.*;
import java.io.*;
public class DaytimeClient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

}

String hostname = args.length > 0 ? args[0]: "time.nist.gov";
Socket socket = null;
try {
socket = new Socket(hostname, 13);
socket.setSoTimeout(15000);
InputStream in = socket.getInputStream();
StringBuilder time = new StringBuilder();
InputStreamReader reader = new InputStreamReader(in, "ASCII");
for (int c = reader.read(); c != -1; c = reader.read()) {
time.append((char) c);
}
System.out.println(time);
} catch (IOException ex) {
System.err.println(ex);
} finally {
if (socket != null) {
try {
socket.close();
} catch (IOException ex) {
// 무시한다
}
}
}

이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실행 결과는 텔넷으로 연결했을 때와 거의 같다.
$ java DaytimeClient
56375 13-03-24 15:05:42 50 0 0 843.6 UTC(N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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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와 관련된 코드를 작성하는 한 대부분 이와 유사한 코드를 작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대부분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실제 프로그래머는 프로토콜로 통신하고 데이터 구
조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예를 들어, 서버가 보낸 데이터를 단순히 화면에
출력하지 않고, 대신 분석하여 java.util.Date 객체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다. 예제 8-2는 이
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이 예제에서는 자바 7에서 제공하는 AutoCloseable과 trywith-resources 구문을 이용했다.
예제 8 - 2 time.nist.gov의 응답으로 Date 객체 생성하기
import
import
import
import

java.net.*;
java.text.*;
java.util.Date;
java.io.*;

public class Daytime {
public Date getDateFromNetwork() throws IOException, ParseException {
try (Socket socket = new Socket("time.nist.gov", 13)) {
socket.setSoTimeout(15000);
InputStream in = socket.getInputStream();
StringBuilder time = new StringBuilder();
InputStreamReader reader = new InputStreamReader(in, "ASCII");
for (int c = reader.read(); c != -1; c = reader.read()) {
time.append((char) c);
}
return parseDate(time.toString());
}
}

}

static Date parseDate(String s) throws ParseException {
String[] pieces = s.split(" ");
String dateTime = pieces[1] + " " + pieces[2] + " UTC";
DateFormat format = new SimpleDateFormat("yy-MM-dd hh:mm:ss z");
return format.parse(dateTime);
}

그러나 이 클래스가 예제 8-1이 하지 않았던 다른 네트워크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클래스는 단지 문자열을 date로 변환하는 코드만 추가했을 뿐이다.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읽을 때는 모든 프로토콜이 아스키나 텍스트만을 사용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RFC 868에 기술된 타임 프로토콜은 1900년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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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정 이후의 초 시간을 응답으로 보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값은 2,524,521,600
또는 –1297728000와 같은 아스키 문자열로 보내지지 않는다. 대신 이 값은 32비트 부호 없
는 빅엔디안 이진 숫자로 보내진다.
실제•RFC에서는•어떠한•포맷을•사용해야•하는지•전혀•언급하지•않는다.•32비트를•사용한다고
만•명시되어•있으며,•모든•네트워크•프로토콜이•빅엔디안•방식의•숫자를•사용한다고•가정하고•
있다.•그리고•해당•숫자가•부호•없는•정수라는•사실도•명시되어•있지•않으며,•설상가상으로•프
로토콜을•따르는•타임•서버에•의해•실제로•전송될•수•없는•음수•시간에•대한•예제를•제공한다.•
타임•프로토콜은•상대적으로•오래된•프로토콜로,•요즘처럼• IETF가•해당•이슈에•관심을•두기•
이전인• 1980년대•초에•표준화가•이뤄졌다.•명확하게•정의되지•않은•프로토콜을•구현해야•할•
경우,•무엇이•필요한지•찾기•위해•기존에•구현된•것을•확인하는•데•많은•노력을•들여야•한다.•
최악의•경우에는•구현마다•다르게•동작할•수도•있다.•

타임 프로토콜이 반환하는 값은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텔넷을 사용하여 이 서비스를 쉽
게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도 이 값을 Reader 또는 readLine() 메소드의 종류
를 사용하여 읽을 수 없다. 타임 서버에 연결하는 자바 프로그램은 raw 바이트를 읽어서 적
절히 해석해야 한다. 아래 예제에서는 자바가 32비트 부호 없는 정수 타입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처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 번에 1바이트씩 읽은 다음, 이 값을
수동으로 비트 연산자 <<와 |를 사용하여 long 타입으로 변환해야 한다.
예제 8-3은 이를 구현하고 있다. 다른 프로토콜에서도 역시 자바에서 쉽게 처리할 수 없는
데이터 형식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네트워크 프로토콜에서 64비트 고정 소수
점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다. 서버가
어떤 형식의 데이터를 보내든지 이를 악물고 필요한 코드를 작성하는 수밖에 없다.
예제 8 - 3 타임 프로토콜 클라이언트
import
import
import
import

java.net.*;
java.text.*;
java.util.Date;
java.io.*;

public class Time {
private static final String HOSTNAME = "time.nist.gov";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IOException, ParseException {
Date d = Time.getDateFrom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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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out.println("It is " + d);

public static Date getDateFromNetwork() throws IOException, ParseException {
// 타임 프로토콜은 1900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 자바 Date 클래스는 1970년을 기준으로 한다.
// 아래 숫자는 시간을 변환하는 데 사용된다.
long differenceBetweenEpochs = 2208988800L;
// 위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계산하고자 할 경우
// 아래 영역의 주석을 해제하도록 하자.
/*
TimeZone gmt = TimeZone.getTimeZone("GMT");
Calendar epoch1900 = Calendar.getInstance(gmt);
epoch1900.set(1900, 01, 01, 00, 00, 00);
long epoch1900ms = epoch1900.getTime().getTime();
Calendar epoch1970 = Calendar.getInstance(gmt);
epoch1970.set(1970, 01, 01, 00, 00, 00);
long epoch1970ms = epoch1970.getTime().getTime();
long differenceInMS = epoch1970ms - epoch1900ms;
long differenceBetweenEpochs = differenceInMS/1000;
*/
Socket socket = null;
try {
socket = new Socket(HOSTNAME, 37);
socket.setSoTimeout(15000);
InputStream raw = socket.getInputStream();
long secondsSince1900 = 0;
for (int i = 0; i < 4; i++) {
secondsSince1900 = (secondsSince1900 << 8) | raw.read();
}
long secondsSince1970
= secondsSince1900 - differenceBetweenEpochs;
long msSince1970 = secondsSince1970 * 1000;
Date time = new Date(msSince1970);

}

}

return time;
} finally {
try {
if (socket != null) socket.close();
}
catch (IOException e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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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다.
$ java Time
It is Sun Mar 24 12:22:17 EDT 2013

타임 프로토콜은 실제 GMT 기준의 시간을 반환하지만, 자바의 Date 클래스가 제공하는
toString() 메소드(System.out.println()에 의해 은연중에 호출된다)는 로컬 호스트의 시간대로 반
환한다. 이 예제에서는 EST로 반환되었다.

소켓으로 서버에 쓰기
서버에 데이터를 쓰는 것이 읽는 것보다 특별히 어렵지는 않다. 소켓에 입력 스트림뿐만 아
니라 출력 스트림 또한 요청할 수 있다. 입력 스트림을 통해 데이터를 읽고 있는 동시에 출
력 스트림을 사용하여 소켓을 통해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프로토콜
은 동시에 읽고 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한 번에 읽거나 쓰는 하나의 동작만 수행한
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면, 요청을 받은 후 서버가 응답을 보낸다. 그러
고 나서 클라이언트가 또 다른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또 다른 요청을 받은 후 응답을 보낸
다. 이 과정은 어느 한쪽이 종료되거나 연결이 닫힐 때까지 계속된다.
양방향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간단한 예로 RFC 2229에 정의된 dict가 있다. 이 프로
토콜에서 클라이언트는 dict 서버의 2628 포트에 대해 소켓을 열고 “DEFINE eng-lat gold”
와 같은 명령을 보낸다. 이 명령은 서버에게 영어/라틴어 사전에 있는 “gold”의 정의를 요청
한다. (서버마다 다른 사전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은 후
에 다른 단어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더 이상 요청할 단어가 없는 경우 “quit”를 보내 연결
을 종료한다. 텔넷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dict 프로토콜을 살펴볼 수 있다.
$ telnet dict.org 2628
Trying 216.18.20.172...
Connected to dict.org.
Escape character is '^]'.
220 pan.alephnull.com dictd 1.12.0/rf on Linux 3.0.0-14-server
<auth.mime> <499772.29595.1364340382@pan.alephnull.com>
DEFINE fd-eng-lat gold
150 1 definitions retrieved
151 "gold" eng-lat "English-Latin Freedict dictionary"
gold [gould]
aurarius; aureus; chryseus
aurum; chry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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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ok [d/m/c = 1/0/10; 0.000r 0.000u 0.000s]
DEFINE eng-lat computer
552 no match [d/m/c = 0/0/9; 0.000r 0.000u 0.000s]
quit
221 bye [d/m/c = 0/0/0; 42.000r 0.000u 0.000s]

위 결과에서 세 자리 숫자 코드로 시작하는 제어 응답 라인(control response line)을 볼 수 있
다. 실제 단어의 정의 내용은 일반적인 텍스트 문장으로 출력되며, 마침표로 구성된 라인
으로 종료된다. 요청한 단어가 사전에 없는 경우, dict 서버는 “552 no match”를 반환한다.
물론 이 밖에 더 많은 내용을 RFC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바에서 이 프로토콜을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다. 먼저 dict 서버에 대한 소켓을 연다.
Socket socket = new Socket("dict.org", 2628);

그리고 또, 서버가 응답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타임아웃을 설정할 수 있다.
socket.setSoTimeout(15000);

dict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가 먼저 요청하기 때문에, getOutputstream()을 사용하여 출력
스트림을 요청한다.
OutputStream out = socket.getOutputStream();

getOutputStream() 메소드는 여러분의 프로그램에서 소켓의 반대편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쓰기 위한 원시 OutputStream을 반환한다. 그리고 보통 이 스트림을 사용하기 전
에 DataOutputStream이나 OutputStreamWriter 같은 좀 더 쓰기 편한 클래스와 연결한다.
성능상의 이유로 버퍼링 또한 하는 것이 좋다. Dict 프로토콜이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UTF-8 기반) Writer로 감싸는 것이 좀 더 편리하다.
Writer writer = new OutputStreamWriter(out, "UTF-8");

이제 소켓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명령을 전송할 수 있다.
writer.write("DEFINE eng-lat gol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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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플러시를 호출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명령을 확실히 전송할 수 있다.
writer.flush();

그러면 이제 서버는 단어의 정의를 포함한 응답을 보낼 것이고, 여러분은 소켓의 입력 스트
림을 사용하여 서버의 응답을 읽을 수 있다.
InputStream in = socket.getInputStream();
BufferedReader reader = new BufferedReader(
new InputStreamReader(in, "UTF-8"));
for (String line = reader.readLine();
!line.equals(".");
line = reader.readLine()) {
System.out.println(line);
}

마침표로 구성된 라인을 읽게 되면 단어의 정의가 끝났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에 출력 스
트림을 통해 “quit” 명령을 보낼 수 있다.
writer.write("quit\r\n");
writer.flush();

예제 8-4는 완전한 dict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dict.org 서버로 연결하고,
사용자가 명령라인으로 입력한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한다. 이 프로그램은 150 또는 220과
같은 응답 코드로 시작하는 모든 메타데이터 라인을 걸러 낸다. 그러나 서버가 요청된 단어
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반환하는 “552 no match”로 시작하는 라인은 특별히 처리한다.
예제 8 - 4 네트워크 기반의 영어/라틴어 변환기
import java.io.*;
import java.net.*;
public class DictClient {
public static final String SERVER = "dict.org";
public static final int PORT = 2628;
public static final int TIMEOUT = 15000;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Socket socket = null;
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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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ket = new Socket(SERVER, PORT);
socket.setSoTimeout(TIMEOUT);
OutputStream out = socket.getOutputStream();
Writer writer = new OutputStreamWriter(out, "UTF-8");
writer = new BufferedWriter(writer);
InputStream in = socket.getInputStream();
BufferedReader reader = new BufferedReader(
new InputStreamReader(in, "UTF-8"));
for (String word: args) {
define(word, writer, reader);
}
writer.write("quit\r\n");
writer.flush();
} catch (IOException ex) {
System.err.println(ex);
} finally { // 리소스 해제(dispose)
if (socket != null) {
try {
socket.close();
} catch (IOException ex) {
// 무시한다
}
}
}

}
static void define(String word, Writer writer, BufferedReader reader)
throws IOException, UnsupportedEncodingException {
writer.write("DEFINE fd-eng-lat " + word + "\r\n");
writer.flush();

}

}

for (String line = reader.readLine(); line != null; line = reader.readLine()) {
if (line.startsWith("250 ")) { // OK
return;
} else if (line.startsWith("552 ")) { // 일치하지 않음
System.out.println("No definition found for " + word);
return;
}
else if (line.matches("\\d\\d\\d .*")) continue;
else if (line.trim().equals(".")) continue;
else System.out.println(line);
}

아래는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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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va DictClient gold uranium silver copper lead
gold [gould]
aurarius; aureus; chryseus
aurum; chrysos
No definition found for uranium
silver [silvər]
argenteus
argentum
copper [kɔpər]
æneus; aheneus; ærarius; chalceus
æs
lead [led]
ducere
molybdus; plumbum

예제 8-4는 라인 중심으로 동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콘솔로부터 한 라인을 입력받고, 이
내용을 서버로 보낸다. 그리고 서버로부터의 응답을 한 라인씩 읽기 위해 기다린다.

한쪽이 닫힌 소켓
Close() 메소드는 소켓의 입력과 출력을 모두 닫는다. 때때로 연결의 입력이나 출력 중에 어
느 하나만 닫고 싶은 경우가 있다. shutdownInput() 그리고 shutdownOutput() 메소드는 연
결의 한쪽만 닫는 데 사용된다.
public void shutdownInput() throws IOException
public void shutdownOutput() throws IOException

이 두 메소드 중 어느 것도 실제로 소켓을 닫지는 않는다. 대신 스트림이 끝에 도달한 것처
럼 보이도록 소켓에 연결된 스트림을 조정한다. 입력을 닫은 이후에 입력 스트림에서 읽기
를 시도할 경우 -1이 반환된다. 출력을 닫은 이후에 소켓에 추가적인 쓰기를 시도할 경우
IOException 예외가 발생한다.
finger, whois 그리고 HTTP와 같은 많은 프로토콜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고 나서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보낸 응답을 읽는다. 상황에 따라 클
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전송할 내용이 없을 경우 출력 스트림을 닫
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코드는 HTTP 서버에 요청을 보낸 다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으므로 출력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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