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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습하길 바랍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프로
그래밍을 공부하면서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에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꽤 효율적입니
다. 우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세 번 쭉 읽어 내려갑니다. 가능하면 많은 생각을 하지 않
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왜 이런 거지?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거지?’ 등등의 생각이 아니
라,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구나’ 하는 정도로 말이죠. 처음부터 실습하며 따라 하지 않기를 바
랍니다.
한 번 읽고 나면 이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기 마련입니다. 그다음에는 책에 있는 소
스를 ‘직접’ 타이핑하고 실행해 보면서 실습하기 바랍니다. 다만, 코드를 너무 많이 수정하면 (여
러 이유로) 오류가 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Node.js 홈페이지의 공식

문서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때는 처음 읽을 때보다 좀 더 오래 컴퓨터 앞에 있
어야 하고 손이 많이 가겠지만 이때가 중요합니다.
실습까지 마무리 지으면, 나라면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혹은 ‘이런 서
비스는 어떨까?’ 하고 일종의 가상 트레이닝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읽어 봅니다. 예를 들면, 실시
간 채팅 서비스나 Node.js를 이용한 게시판 서비스 같은 간단한 서비스 말입니다. 그 과정까지
거치고 나면 자신도 놀라울 만큼 많은 것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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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독자
이 책의 수준은 어렵지 않은 편이지만,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
식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자바스크립트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다
룰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Node.js는 서버를 위한 도구입니다. 서버 위에서 실습하는 내
용이 많으므로 리눅스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Node.js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개발자이거나 자바스크립트나 웹 개발을 공부
하였으나 스스로 서버를 만드는 데 부담을 느끼는 개발자라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제 코드
본문에 나오는 샘플 코드의 절반가량은 Node.js 홈페이지에 있는 코드이며, 나머지 절반은 제가
직접 작성한 코드입니다. 모든 코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예외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할 경우 에러 때문에 프
로그램이 오동작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개발할 때 다양한 예외 처리를 추
가하여 안전한 코드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에서는 주로 GCP(Google Cloud Platform)를 사용합니다. 꼭 구글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사용상의 편의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를 많이 사용하므로 다양한 선택지 중에 독자에게 편리한
것으로 고르면 됩니다.
또한, 책에서 실행하는 코드는 6~8 버전까지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Promise
가 나왔지만 해당 부분은 책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있는 모든 코드는 아래 깃허브에
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URL

x

https://github.com/calmlake79/nod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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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윤

서버 개발자가 아닌 데이터 분석가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한 구성이 돋보입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저자의 경험에서 우
러나오는 다양한 팁(콜백 대응)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제시한 공부 방법도 책 내
용을 체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재욱(kakao)

저는 주로 자바로 개발해 왔지만, 최근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통해 Node.js도 경험하게 됐습니
다. 그래서 이 책을 관심 있게 베타리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짧은 예제들을 통해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이므로 Node.js를 시작하는 분들이 곁에 두고 보기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염성욱(삼성SDS)

기초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지는 않지만,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을 모두 다룹니
다. 어쩌면 상세하게 알려주는 방법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내용이
어렵지 않아 초·중급자도 접근하기 좋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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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웹

1.1 웹과 자바스크립트의 발달
1989년 웹이 탄생한 이후, 웹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요소로는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중 웹 브라우저는 텍스트를 표시하는 단순한 형태의 모자이크(Mosaic)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부할 V8 엔진을 탑재한 크롬(Chrome)까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
고 넷스케이프(Netscape)라는 브라우저의 탄생은 텍스트 위주의 브라우저가 그래픽 위주의 브라
우저로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넷스케이프는 단순히 그래픽을 도입한 것뿐 아니라, GUI 인터페
이스를 통해 우리가 지금처럼 화면을 클릭하여 다른 링크로 이동하거나, 더 나아가 자바스크립
트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브라우저입니다. 사실상 현대적인 브라우저의 모습을 처음으로 갖
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의 경쟁에서 도태되
고, 넷스케이프의 기술과 정신은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거쳐 크롬까지 오게 됩니다.

1.1 웹과 자바스크립트의 발달

1

모자이크 브라우저

크롬의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는 웹 킷이라는 엔진을 사용하며,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하는 엔진
은 구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V8 엔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배울 Node.js는 바로 이 V8 엔진
을 사용한 것입니다.

1.2 웹 서버의 역사: CGI부터 Node.js까지
앞에서 언급했던 두 개의 축 가운데 나머지 한 축인 ‘웹 서버’는 초창기에는 C로 개발된 CGI
(Common Gateway Interface)라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화면에 겨우 ‘Hello World’ 하

나를 출력하려고 해도 CGI를 통해 구현해야 하는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소스 코드를 사용해야
했고, 개발 과정도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다양한 웹 서버를 개
발하게 되었으며, 1995년에는 PHP 같은 스크립트 기반의 웹 서버가 출현합니다. PHP에서는 기
존의 CGI와 다르게 단 한 줄만으로도 쉽게 화면에 Hello World를 출력할 수 있었으며, 또한 아
파치(Apache)나 엔진엑스(NginX) 같은 강력한 서버들의 등장으로 웹은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아파치 재단 로고( 출처 Apache.org)

2

CHAPTER 1 인터넷과 웹

Nginx의 로고( 출처 Nginx.org)

사람들이 아파치와 아파치 웹 서버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아파치는 오픈 소스
재단의 이름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아파치 웹 서버는 그 재단의 많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급속한 확산을 토대로 ‘좀 더 많은 기능을 좀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요구와 연구들이 나왔고, 그렇게 나온 많은 결과물 중에서 Node.js가 가장 앞서 있는 것
으로 평가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비동기 엔진을 관리하
고, 변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3 크롬과 V8 엔진 그리고 Node.js
크롬을 지탱하는 가장 큰 엔진은 ‘블링크(Blink)’라고 불리는 렌더링 엔진과 ‘V8’이라고 불리는 자
바스크립트 해석 엔진입니다. 블링크는 웹킷에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독립하여 블링크라는 이
름으로 구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크롬 화면의 모습을 담당하는 엔진이
며, V8은 자바스크립트를 읽어서 실제로 동작하도록 구동하는 엔진입니다. Node.js는 화면이 없
으므로 그중에서 V8만을 사용하여 서버에서 동작합니다. 물론, 웹 브라우저에는 없는 몇 가지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되긴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V8 엔진에 기반하여 동작하며 나머지는 모듈
형태로 추가되는 형식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한 개발자들
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버를 다룰 줄 알면서 자바스크립트를 다룰 줄 아는 개발자
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러한 형태의 서버 엔진이 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개발팀을 조직해서 개발을 해 볼까 하는 생각까지 하던 중

Node.js를 접하게 되었고, 원하는 기능들이 모두 들어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
자 여러분도 필요했던 기능들을 Node.js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3 크롬과 V8 엔진 그리고 Node.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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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롬 로고( 출처 구글)

1.4 Node.js의 현재 그리고 미래
Node.js는 여러 버전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크게 LTS(Long-Term Support)라고 부르는 ‘장기 지원
버전’과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LTE(Long-Term Evolution)와 비슷한 느낌의 이름이죠?) stable이라는 안
정 버전, 그리고 latest 버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LTS는 현재 권장되는 안정 버전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실 stable 버전도 있지만, 당장 눈에
띄는 버그가 없을 뿐 가장 안정적인 버전은 LTS입니다. LTS는 상당한 기간 동안 검증하고 발견
된 버그나 보안 이슈를 수정하는 정도로 관리되는 버전이며, 자잘한 버그와 보안 이슈를 제외하
고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지 않고 긴 시간(대략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관리되는 버전으로 받아
들이면 됩니다.

Latest 버전은 말 그대로 막 나온 버전이며, 버그는 물론이고 일부 NPM(NPM이 무엇인가는 뒤에
서 다시 설명할 것입니다.)들과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불행히도 ‘가끔’이 아니라

‘자주’입니다. Stable은 그나마 Latest 버전보다는 안정화된 버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학습하는 과정이거나 어느 정도 Node.js에 대해 익숙해져 실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
라면 LTS를 권장합니다. 학습이 어느 정도 끝나 익숙해져서 에러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때는 Stable 버전도 괜찮습니다. 물론, 실제 서비스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 개인
의 학습용으로요.
마지막으로, 최신 기술을 익히고 새로 업데이트될 기술들을 알고 싶다면 Latest 버전도 괜찮습니
다. 물론, 다양한 버그와 에러를 감당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LTS에 대한 일정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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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S 버전과 그렇지 않은 버전은 숫자로 구분합니다. LTS는 짝수 버전을, 그렇지 않은 버전은 홀
수로 구분됩니다.

LTS 스케줄( 출처 Node.js Github)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LTS 버전이 출시된 후 6개월이 지나면 그동안 발전한 기술
들을 새로운 버전에 담아 업데이트합니다. 편의상 이번 LTS를 V6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그동안의 업데이트를 모아서 V7이 출시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V6는 LTS로 전환되고, 더 이상은 새로운 기술이 아닌 안정화 업데이트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버
그만 수정하고, 보안 이슈가 있을 때 해당 보안과 관련된 업데이트만 하는 작업이 18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그 뒤에는 관리만 하는 형태로 1년간 진행됩니다. 즉, LTS는 매년 4월에 새로운 버전
이 출시되며, 10월에는 일반 버전이 출시되고, 한번 출시된 LTS 버전은 3년간 유지보수를 거친
뒤 종료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최신 버전의 LTS에 맞춰서 개발하면 통상적으로는 무리
가 없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기준(2018년 여름)으로 v8이 LTS이며, 이 버전은 2019년 4월까지 LTS 상태를 유지
하며 그 이후에는 단순 유지보수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공부할 것이 많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Node.js 모듈 관리는 NPM(Node Packaged Module)을 통해서 합니다. npmjs.org 사이트에

Node.j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모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MySQL에 접속할 수 있게 해 주
는 모듈이나 URL을 관리하는 모듈 등 다양한 모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차근차근 배
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Node.js의 현재 그리고 미래

5

지금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가고 좀 더 자세한 것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
습니다. Node.js와 NPM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1.5 Node.js와 Electron
Node.js는 원래 앞에서 설명한 대로 크롬의 화면을 구성하는 렌더링 엔진(Webkit)을 제외하고,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를 구동하는 V8 엔진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Node.js에 웹
킷(Webkit)을 탑재하여 크로스 플랫폼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프레임워크들
이 있습니다. 바로 일렉트론(Electron)이라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슬랙(Slack)이 대표
적인 예입니다. 일렉트론은 두 엔진을 하나로 묶어서 윈도우, 맥, 리눅스 등에서 동일한 화면으
로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발전 가
능성이 매우 높은 프레임워크입니다. 점점 크로스 플랫폼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훌륭한 선
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Node.js에 관한 책이므로 깊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독자 여러분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일렉트론을 배워 두면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일이 있을 때 쉽게 접
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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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hapter

Node.js의 특징과 장단점

2.1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Node.js
Node.js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바스크립트의 장점과 단점을
대부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쉬운 개발을 들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메모리 관리에
대한 부담이나 혹은 형(type) 변환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면, C 언어에서는 변수를 하
나 사용하려 해도 선언 후 철저한 형에 대한 체크와 메모리 선언, 그리고 사용 후 메모리 누수
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는 철저하게 해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바스크
립트는 사용 범위만 고려하면 적당한 선언만으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메
모리 해제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남용할 경우에는 메모리 한계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겠
지만요.
또한, 형 변환도 자유로워서 숫자와 문자열, 배열 등에 대해 선언 혹은 형 변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C 언어에서는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자바
스크립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심도 있는 컨트롤이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자유도가 떨어집니
다. 이 부분은 장단점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1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Node.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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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형 변환도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C 언어처럼 복잡한 선언이 필요
없다는 점과 변수에 값이 잘못 들어가도 프로그램이 오류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하나
의 변수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숫자로 되어 있는 변
수를 잘못하여 문자열로 처리할 경우, 에러 없이 처리되다 보니 문자열로 취급했다가 다시 숫자
로 처리할 경우 이상한 결괏값이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변수명
을 잘 만들어서 프로그래머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바스크립
트도 결국은 스크립트이고, 컴파일되는 언어에 비해서 느리지만 개발 편의성으로 단점들을 커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 동기식과 비동기식, 싱글 스레드와 멀티 스레드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기본적으로 이벤트를 처리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이벤트 발생 시 해당 이벤트를 그때그때 처리하는 데 강하다는 의미입니
다. 이러한 부분을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구분하곤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기식은 해야 할 작업을 모두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있다
고 가정하겠습니다. 외부에서 특정 URL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 ① 파일
을 읽어서 ② 해당 파일에 있는 내용에 따라 DB에서 데이터를 읽어 오고 ③ 몇 가지 계산을 처
리한 뒤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동기식은 말 그대로 순
서대로 처리합니다. 만약에 파일을 읽는 데 시간이 좀 걸리거나 혹은 DB에서의 응답을 조금 기
다려야 한다면 그대로 기다리며, 여러 명의 요청이 동시에 들어오면 여러 프로세스를 동시에 처
리하는 식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비동기식 혹은 이벤트 드리븐
에서는 약간 다르게 동작합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모든 것을 동시에 처리하지만, 그때그때 처
리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①번 요청이 오면 파일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파일을 불러오는 동
안 기다립니다. 파일 읽기가 끝나면 다음 동작을 시작하지만, 만약에 그동안 ②번 요청이 오면
또 파일 읽기를 시도합니다. 역시 읽기가 끝날 때까지 다른 일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만약에 ①
번 요청에 대한 읽기가 끝났다고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때 DB에서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이 부
분 역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므로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다른 일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동
안은 해당 요청에 대한 작업은 별개로 다른 일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 뒤에 데이터가 왔다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마지막으로 계산하고 요청에 응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일에 모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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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이벤트 위주로 처리를 한다고 보
면 됩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을 ‘이벤트 드리븐(Event Driven)’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프로
세스가 여유 시간을 특별히 가지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기 위한 효율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
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약간의 수고가 더 필요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설명할
‘콜백 지옥’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만, 좀 더 효율이 높고 성능이 좋은 방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싱글 스레드와 멀티 스레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전의 컴퓨터 CPU에는 코어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만, 요즘은 적어도 2개, 많게는 8개까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
어 스마트폰에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Node.js는 한 개의 코어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클러스
터(cluster)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Node.js에서 한 개의 클러스터는 하나의 코어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싱글 스레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노는 코어
들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말 그대로 클러스터를 늘리면 됩니다. CPU의 코어 개수만큼 늘리면 최고의 효율이 나오겠지만,
실제로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으므로 확인을 해 보고 개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심하면 컴퓨터
가 너무 일을 바쁘게 하느라 응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Node.js는 이벤트 드리븐
시스템이고,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는 멀티 스레드로 돌리면 됩니다만, 멀티 스레드는 손이 매우
많이 가는 방법입니다. 클러스터 간 메모리 공유도 안 되고, 몇 가지 처리를 할 때는 주의할 점
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힘이 들긴 해도 고생한 만큼의 보람을 보여주므로 뒤에서 제대로
다룰 예정입니다.

2.3 다른 스크립트 언어와의 차이점
다른 스크립트 언어들(PHP, JSP, ASP 등)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는다면 단연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스크립트 언어들은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 수
만큼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를 생성한 뒤에(혹은 사전에 생성해 놓고) 해당 스크립트에서 요청을
순차적인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파일을 읽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가져오는 동안은 무한정 기다리는 거죠. 다른 일은 하지 못합니다. 한 줄씩 읽으면서 실행한
다는 점인데, 이러한 실행 형식과 Node.js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점을 앞에서 다
뤘습니다. 따라서 다른 스크립트에서는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한번 읽어온 파일 데이터를 메모
리에 보관해서 재사용하거나 혹은 동시에 여러 일을 시킨다거나 혹은 다른 사용자들의 요청 데

2.3 다른 스크립트 언어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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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참조하거나 하는 등의 일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차이점은 실제로 프로젝트 개발에 있어
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스크립트 언어들은 채팅 서비스를 만들기가 힘
들었지만, Node.js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웹 소켓을 사용한 다양한 서비
스도 가능해서 정말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개발하면 됩니다. 이제 필요
한 것은 상상력과 그것을 실제로 구현할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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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hapter

기능 확장하기

6.1 NPM이란?
앞에서 Node.js의 기본 내장 함수들을 둘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의력을 조금만 발휘하면 ‘이
럴 땐 이런 기능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능은 없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
다. 예를 들면, 이미지를 다룬다거나 MP3, 동영상 혹은 특정한 REST API 등을 다루거나 그외
에 지금 떠오르지 않는 수많은 기능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1차적인 답으로는 ‘직접’ 구현하면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 한 줄씩 정성을 들여서요. 하지
만 이미 수많은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방대한 라이브러리가 있다면요? 꼭 직접 구현해야 할까
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대한 라이브러리는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앞에서 살짝 스치듯이 나왔던 NPM입니다. NPM이란, Node Package Manager를 의미합니
다. 쉽게 말해서 Node.js에서 사용할 모듈 패키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지만요.) 브라우저에서 https://npmjs.org에 접속해 보면 (18년 7월 기준)

74만 개가 넘는 패키지가 존재하고, 지난 한 달 동안에만 무려 250억 번의 다운로드가 이뤄졌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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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단한 코드들은 우리가 직접 구현할 수도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주로 구글과 스택 오버
플로겠죠?)의 도움을 받아서 구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모듈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큰 모듈, 예를 들면 이미지를 다루는 내용은 매우 복잡하므로 그런 것을 직
접 모두 구현하기에는 낭비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NPM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구
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NPM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버그가 수정되기도 합니다. 업데이트
된 NPM은 간단한 명령어를 통해 업데이트를 하면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
로는 ‘프로그래머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고민하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흐르도록 할까?’ 하
는 고민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모듈이 있으면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잘 사용하는 것도 훌륭한 프로그래머의 덕목이겠지요. 그래서 “바
퀴를 재발명하지 마라.”는 이야기도 있구요. 물론, 직접 그 NPM들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필요한 모듈이 없거나 이미 있는데, 그보다 더 훌륭한 모듈을
만들 수 있다면요.

6.2 설치하기
앞에서 Node.js를 처음 설치할 때 사용한 NPM을 이번 장에서는 조금 더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npm을 사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매우 간단합니다만, 몇 가지 추가로 알아두면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설치 명령어를 배우겠습니다.
npm install mysql

위와 같은 형식은 앞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npm 설치 방법은 위와 같이 매우 쉽습
니다. 그러면 몇 가지 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최신 모듈로 업데이트해
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npm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install npm@latest -g

npm은 모듈을 관리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므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잘
한 기능이나 안정성 등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최신 mysql npm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install을 통해서 최신 버전으
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mysql npm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2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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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m install mysql@latest

이처럼 ‘패키지명@버전 정보’를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latest’를 생략하면 일반적으로 최
신 버전이 설치됩니다. 다만, 설치 시에 특정 버전으로 지정한 경우 업데이트가 안 될 수 있으니

latest를 넣어 최신 버전으로 강제 업데이트합니다. 만약에 구 버전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버전 정
보를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npm install mysql@2.11.0

설치 시 npm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면 일부 모듈에는 -g를 붙이도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g는

global 설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npm을 통해 설치를 하면 현재 작업 중인 경로에 node_
modules라는 디렉터리에 설치됩니다. 하지만 -g 옵션을 주면 현재 작업 중인 경로가 아니라 다
른 경로로 이동하더라도 해당 모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됩니다.
예를 들면, forever와 같은 모듈은 어느 경로에서나 실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npm 페이지(https://
www.npmjs.com/package/forever)를

보면 -g 옵션을 통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더 이

상 해당 모듈을 사용하지 않아 삭제를 해야 할 경우에는 uninstall을 할 수 있습니다.
npm uninstall mysql

현재 작업 중인 디렉터리 안에 package.json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의존성에 따라 자동
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npm install

위와 같은 명령은 현재 package.json에 있는 모든 의존성이 있는 npm을 자동으로 설치하게 합
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서 a라는 npm을 사용하다가 개발이 좀 더 진행된 후

b라는 npm을 추가하여 두 npm을 모두 사용할 경우, 이 내용을 깃허브에 올리거나 저장할 때
node_modules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package.json이고, 이를 설치하는 것이 npm install입니다.
그럼, package.json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배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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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m init
This utility will walk you through creating a package.json file.
It only covers the most common items, and tries to guess sensible defaults.
See `npm help json` for definitive documentation on these fields
and exactly what they do.
Use `npm install <pkg> --save` afterwards to install a package and
save it as a dependency in the package.json file.
Press ^C at any time to quit.
name: (publish)
version: (1.0.0)
description: some name of pack
entry point: (main.js)
test command:
git repository:
keywords:
author: Harrison Jung
license: (ISC)
About to write to /Users/HarrisonMacBook/Documents/publish/package.json:
{
"name": "publish",
"version": "1.0.0",
"description": "some name of pack",
"main": "main.js",
"dependencies": {
"google-cloud": "^0.44.2",
"mysql": "^2.12.0",
"qs": "^6.3.0",
"redis": "^2.6.3",
"socket.io": "^1.5.1"
},
"devDependencies": {},
"scripts": {
"test": "echo \"Error: no test specified\" && exit 1"
},
"author": "Harrison Jung",
"license": "ISC"
}
Is this ok? (yes) yes

위와 같이 입력하면 자동으로 package.json을 만들어주는 프롬프트 창이 시작됩니다. 해당 창에
서 하나하나 입력하면 현재 node_modules에 설치되어 있는 모듈들을 기본적으로 입력해 줍니
다.

6.2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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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package.json이 있으면 npm install만 입력해도 위의 모듈들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반
대로, 우리가 package.json의 파일을 수정한 뒤에 npm install을 입력하면 파일에 적힌 대로 설정
됩니다. 만약에 추가를 했다면 해당 모듈이 추가되며, 삭제를 했다면 해당 모듈만 삭제됩니다.
현재 package.json 안의 모든 파일을 최신 파일로 업데이트하고 싶다면 npm update로 하면 됩
니다.
그런데 매번 새로 npm을 받아서 사용할 때마다 package.json 파일을 수정하는 일도 손이 많이
갑니다.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ave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파일이 있
는 상태에서 새로운 npm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color라는 npm을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는 --save라는 옵션을 활용합니다.
npm install --save color

설치된 후에 package.json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name": "publish",
"version": "1.0.0",
"description": "some name of pack",
"main": "main.js",
"dependencies": {
"color": "^1.0.2",
"google-cloud": "^0.44.2",
"mysql": "^2.12.0",
"qs": "^6.3.0",
"redis": "^2.6.3",
"socket.io": "^1.5.1"
},
"devDependencies": {},
"scripts": {
"test": "echo \"Error: no test specified\" && exit 1"
},
"author": "Harrison Jung",
"license": "ISC"
}

이전 코드와 비교했을 때 color 모듈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npm install만 작성
하면 color 모듈도 자동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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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m uninstall --save color

앞에서 삭제 시 사용했던 명령어에서 --save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삭제가 끝난 뒤 파일을 확인
하겠습니다.
{
"name": "publish",
"version": "1.0.0",
"description": "some name of pack",
"main": "main.js",
"dependencies": {
"google-cloud": "^0.44.2",
"mysql": "^2.12.0",
"qs": "^6.3.0",
"redis": "^2.6.3",
"socket.io": "^1.5.1"
},
"devDependencies": {},
"scripts": {
"test": "echo \"Error: no test specified\" && exit 1"
},
"author": "Harrison Jung",
"license": "ISC"
}

정확히 color 모듈만 삭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3 NPM 사용하기
설치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번에는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기가 큰 패키지든 작은 패키지
든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바로 require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require를 사용하여 호출한 뒤 해당 오브젝트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샘플을 보
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모듈 중 하나인 qs 모듈을 사용하여 샘플을 다뤄보겠습니다.
file

Chapter_06/06_03_01.js

const qs = require('qs');
let obj = qs.parse('a=1&b=2');
console.log( JSON.stringify( obj ) );
let str = qs.stringify( obj );
console.log( str );

6.3 NPM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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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str = qs.stringify( JSON.parse('{"a":"1","b":"2"}') );
console.log( str );

위 코드를 보면 처음에 require를 통해 qs 패키지를 호출합니다. require는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
만) 여러 기능으로 확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ode.js에 기본으로 내장된 기능 중에서 상당수는 여러 패키지 형태로 나뉘어 있는데, 그 기능
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require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파일이 너무 길어지거나 재활용을 위
해 호출할 때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패
키지를 부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require를 통해서 qs 패키지를 호출하는데, 이 패키지는 JSON 형태의 데이터를 url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의 문자열로 서로 변환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코드를 보면 처음에 obj에는 a=1&b=2
라는 형태의 문자열을 입력받아 parse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결괏값은 { a: '1{ a: '2{ a:와 같은
형태로 나오는데, 이는 주로 자바스크립트 계열에서 많이 쓰이는 JSON 문자열입니다. 물론, 리
턴되는 값은 문자열이 아니라 데이터 타입입니다. 반대로, stringify는 데이터를 url에서 사용 가
능한 query 문자열 형태로 변환해 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문자열이 아니라 데이터 형태로
넣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문자열을 넣고자 할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처럼 JSON.parse를
사용하여 변환한 뒤에 넣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pmjs.com/package/qs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require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호출한 뒤 리턴 값을 받는 변수가 하나의 클래스가 되
어 그 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그 뒤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자세히 몰라도 npm 홈페이지에서 매뉴얼을 통해 함수 사용법을 익히면 어떻게 하든 내가 원하
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require를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require는 NPM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파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 서비스를 하면서 사용자 회원 정
보를 처리하는 기능들은 user.js로, 게시판 기능은 board.js로 따로 구현하고, 하나의 메인 프로
그램에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file

Chapter_06/Main.js

const user = require('./user.js');
const board = require('./board.js');
const ServerFunc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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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condition == 'user' ){
user.main();
}else if( condition == 'board' ){
board.main();
}

ServerFunction.createServer();

위와 같은 형식으로 서버를 시작합니다. 해당 코드는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가 아니라 샘플입니
다. 호출하는 부분에만 집중하기 바랍니다.
코드에서는 require를 사용하여 다른 파일을 불러오고, 불러온 내용을 변수에 저장한 뒤 서버
를 실행하면서 특정 이벤트(사용자의 페이지 요청 등)에는 해당 변수를 호출하여 실행합니다. 각각
의 코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ile

Chapter_06/user.js

exports.main = ()=>{
if( condition == 'login' ){
user_login();
}else if( condition == 'logout' ){
user_logout();
}else if( condition == 'join' ){
user_join();
}
};
const user_login = ()=>{};
const user_logout = ()=>{};
const user_join = ()=>{};

file

Chapter_06/board.js

exports.main = ()=>{
if( condition == 'write' ){
board_write();
}else if( condition == 'read' ){
board_read();
}else if( condition == 'modify' ){
board_modify();
}
};
const board_write = ()=>{};
const board_read = ()=>{};
const board_modify = ()=>{};

6.3 NPM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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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가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복잡한 기술이 사용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 세션-쿠키 기술입니다.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하면, 서
버는 사용자가 계속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쿠키를 발행해 줍니다. 그 다음부터 사용
자는 그 쿠키를 가지고 자신을 증명합니다. 서버에서는 해당 쿠키와 같은 문자열을 키(key)로 하
는 데이터를 어딘가에 보관합니다. 경우에 따라 시스템 내의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메모리가 될
수도 있고, MySQL과 같은 DB나 혹은 레디스 같은 NoSQL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장에서 배운
내용을 잘 숙지했다면 이번 장은 수월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로그인 처리 부분은 복잡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개발에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서 많은 경우 미들웨어나 다양한 NPM들을
사용해 개발합니다. 물론, 직접 개발하는 방법도 다루겠지만, 로그인 처리를 좀 더 완벽히 이해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코드가 많지만 사용되는 모듈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가능하면 http 모듈 하나만 사용
할 계획입니다. 세션 쿠키의 저장소도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겠습니다. 실제 구현
시에는 프로젝트의 규모나 정책에 따라 다른 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서버에서 짧은
시간 동안만 로그인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메모리상에 세션 쿠키를 저장해도 상관이 없고, 서버
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라면 세션을 공통의 메모리나 파일 시스템에 읽고 쓰는 형식을 취해
야 합니다. 물론, 서버 수가 많이 늘어나면 부하가 커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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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쿠키 처리
먼저, 로그인을 위한 쿠키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했듯이, 로그인의 기본은 쿠키
(cookie)입니다. 따라서 쿠키의 기본을 이해해야 쿠키를 사용한 로그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일

부 몇몇 REST 시스템과 OAuth를 제외한 대부분의 웹 시스템에서는, 특히 사용자가 웹 브라우
저를 통해 서버와 접속하는 시스템들이 대부분 쿠키를 사용하여 세션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여
기서 배울 내용을 모두 숙지하여야 합니다.
쿠키의 기본 내용부터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쿠키라는 이름의 어원은 헨젤과 그레텔에서 따왔
다고 합니다. 헨젤과 그레텔이 지나온 길을 표시하기 위해서 쿠키 조각을 떨어뜨렸다는 이야기
에서 이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쿠키라는 시스템은 이와 유사하게 사용자들의 발자취를 추적
할 수 있게 ‘작은 데이터 조각’을 웹 브라우저에 심어 놓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처음 쿠키를 도입한 곳은 넷스케이프였습니다. 쿠키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도 아니고 코드도
아니지만, 쿠키를 탈취당하면 악성 사용자를 정상적인 사용자로 오인하여 해당 계정의 접근 권
한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치 비밀번호와 같은 보안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쿠키는 세션 쿠키와 영구 쿠키로 분류됩니다. 세션 쿠키는 특정 만료일을 지정하지
않으며, 웹 브라우저가 종료되면 해당 쿠키가 삭제됩니다. 영구 쿠키는 지정된 만료 시간이 지나
면 쿠키가 삭제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 시에는 이 원칙이 잘 맞질 않습니다. 브라우저가 종
료되면 모든 세션 쿠키가 삭제되어야 하지만, 최신 브라우저 중 (크롬 같은) 일부 브라우저가 종
료 시에도 세션 쿠키를 저장하여 재실행 시 로그인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
면 일정 시간마다 웹 페이지가 서버에 요청하여 세션을 자동으로 연장하고, 일정 시간이 지났는
데도 연장 요청이 없다면 서버에서 삭제하는 Ajax, 레디스 등의 기술을 연동해야 합니다.
쿠키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웹 브라우저)로 보낼 때 몇 가지 보안 대책이 있습니다. 우선, http
에서는 동작하지 않고 오로지 https에서만 동작하도록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쿠키 플래그에

secure를 넣으면 http가 아닌 https로만 해당 쿠키를 다루게 됩니다. 또한, httponly 플래그를 이
용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로는 엑세스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웹 브라우저 자체에서
만 해당 쿠키를 관리하도록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이 불가
능하도록 막는 기능입니다. 매우 골치 아픈 기술이지만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 세 가지 기능
은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쿠키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9.1 쿠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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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Cookie: name=value; Expires=Sun, 06 Nov 2016 09:05:50 GMT; Path=/;
Domain=.example.com; Secure; HttpOnly;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구조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설정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ecure를 생략할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쿠키로 전송되고, 마
찬가지로 만료일, 경로 등을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작성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만료일,
경로, 도메인을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료일은 반드시 GMT(그리니치 평균시) 기준으
로 설정하기 바랍니다. KST(한국 표준시) 기준으로 작성하면 클라이언트에서 9시간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file

Chapter_09/09_01_01.js

const http = require('http');
const SessionStr = ()=>{
let str = "";
const base_str = "0123456789abcdefghijklmnopqrstuvwxyzABCDEFGHIJKLMNOPQRSTUVWXYZ";
for( let i = 0 ; i < 64 ; i++ ){
str += base_str[ Math.floor( Math.random()*base_str.length ) ];
}
return str;
}
const server = http.createServer((req, res) => {
res.statusCode = 200;
res.setHeader('Content-Type', 'text/plain');
let session_cookie = SessionStr();
res.setHeader('Set-Cookie',
['sessions='+session_cookie+'; Expires='+new Date
(new Date().getTime()+1000*86400).toUTCString()+"; HttpOnly;",
'cookie=test2; Expires='+new Date(new Date().getTime()+1000*86400).
toUTCString()+";"]
);

});

res.end('Hello World\n');

server.listen(80, (err) => {
if( err ){
console.log( err );
}
console.log(`Server ru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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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상세한 예외 처리는 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
니다.
브라우저가 요청을 하면 setHeader를 통해서 쿠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t-Cookie를 할 때 배
열을 넣어줌으로써 여러 개의 쿠키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쿠키에는 임의의 값이나 만료 시한, 보안 설정 등이 가능합니다. 세션 쿠키를
만들기 위해 임의의 문자열을 생성하는 함수를 앞에서 만들었고, 만료 시간은 1일 뒤로 설정하
였습니다. 세션이므로 브라우저에서만 읽을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엑세스가 불가능하도
록 보안을 설정하였습니다. https 보안도 설정하면 더욱 좋지만, 여기서는 서버를 https에서 동작
하도록 설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작성하면 몇 가지 예외 사항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접속 시
마다 무조건 새로운 세션을 발급해 줍니다. 즉,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접속
시에 확인하여 같은 세션을 발급한다 하더라도 헤더 파일의 크기가 커지면 부하가 심해져서 느
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수정합니다.
file

Chapter_09/09_01_02.js

let session_cookie_list = [];
const server = http.createServer((req, res) => {
let session_cookie;
if( req.headers.cookie ){
let cookies = req.headers.cookie.split(";").map((obj)=>{
let temp = obj.trim().split("=");
if( temp[ 0 ] == 'sessions' ){
session_cookie = temp[ 1 ];
}
return obj.trim().split("=");
});
}
let expire_time = new Date().getTime()+1000*86400;
if( !session_cookie || !session_cookie_list[ session_cookie ] ){
session_cookie = SessionStr();
session_cookie_list[ session_cookie ] = {
session_data: {},
expire: expire_time
};
res.setHeader('Set-Cookie', 'sessions='+session_cookie+';
Expires='+new Date( expire_time ).toUTCString()+"; HttpOnly;");
}else{

9.1 쿠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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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_cookie_list[ session_cookie ].expire = expire_time;
res.setHeader('Set-Cookie', 'sessions='+session_cookie+'; Expires='
+new Date( expire_time ).toUTCString()+"; HttpOnly;");
}

});

res.statusCode = 200;
res.setHeader('Content-Type', 'text/plain');
res.end('Hello World\n');

이제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코드가 갑자기 길어지고 복잡해졌지만, 그래도 꼭 이해할 수 있도
록 차근차근 읽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let session_cookie_list = [];

메모리상에 키-값 체인으로 세션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선언합니다. 직접 서비스를 만들 때는
레디스나 파일 등을 사용하여 세션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file

Chapter_09/09_01_03.js

let session_cookie;
if( req.headers.cookie ){
let cookies = req.headers.cookie.split(";").map((obj)=>{
let temp = obj.trim().split("=");
if( temp[ 0 ] == 'sessions' ){
session_cookie = temp[ 1 ];
}
r 00eturn obj.trim().split("=");
});
}

클라이언트 요청 안에 cookie가 있다면, 해당 쿠키를 분석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sessions라는 쿠키를 찾습니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쿠키를 보낼 때는 조금은 복잡하게 Set-Cookie라는 헤더 단위로 요청이
가지만, 반대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낼 때는 단지 키-값으로만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
과 같이 만료 시간이나 도메인 등의 정보는 제외한 채 보내집니다.
key1=value1; key2=valu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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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서버에서는 ‘;’을 기준으로 파싱한 뒤, ‘=’으로 나누면 키와 값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코드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분석한 쿠키 값 중에 sessions라는 이름을 가진 쿠키가 있다면

session_cookie라는 변수에 넣어 보관합니다.
file

Chapter_09/09_01_04.js

if( !session_cookie || !session_cookie_list[ session_cookie ] ){
session_cookie = SessionStr();
session_cookie_list[ session_cookie ] = {
session_data: {},
expire: expire_time
};
res.setHeader('Set-Cookie', 'sessions='+session_cookie+'; Expires='
+new Date( expire_time ).toUTCString()+"; HttpOnly;");
}else{
session_cookie_list[ session_cookie ].expire = expire_time;
res.setHeader('Set-Cookie', 'sessions='+session_cookie+'; Expires='
+new Date( expire_time ).toUTCString()+"; HttpOnly;");
}

session_cookie가 존재하지 않거나 session_cookie_list 안에도 해당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션 키 값을 생성합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SessionStr() 함수를 사용하여 세션 쿠키를 생성합니
다. 그런 다음, session_cookie_list[ session_cookie ]에는 만료 시간과 세션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저런 데이터를 넣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비어 있는 변수를 선언하여 넣습니다.
반대로, 해당 세션이 존재한다면 만기 시간을 연장하는 정도로 작업을 끝냅니다.
위의 코드가 앞에서 이뤄지고 나면 그 뒤로는 세션을 저장하고, 읽고,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 session_cookie_list[ session_cookie ] 안에 있는 session_data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반대로, 만료되어 삭제할 경우에도 언제든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로
그아웃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세션 값만 서버에서 지우면 간단히 끝나는 것이죠. 반
대로, 사용자의 동작을 추적하고 싶다면 로그아웃 플래그만 넣어둔 채로 좀 더 추적할 수 있습
니다. 어차피 로그아웃하더라도 클라이언트에서 세션 쿠키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세션을 구현해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를 구현할 때는
세션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어디에 저장하고, 세션의 수명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많
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9.1 쿠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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