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7. 7)

39

웹 어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서버 구조 설계 및 구현
박진양*, 노윤환O

O*인하공업전문대학 컴퓨터정보과

e-mail: jinyang@inhatc.ac.kr*, dliam123@naver.comO

A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lient-Server Structure 

For Web Application
Jin-yang Park*, Youn-Hoan NohO

O*Dept. of Computer Science, Inha Technical College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서버의 비동기 입출력(이하 I/O) 모델을 통해 더 많은 접속과 성능을 위한 패턴과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의 

HTML 템플렛팅과 반응성 UI들의 메모리 관리 패턴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다이어트 현황을 기록하는 저널(Journal)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이다. 노드.js (Node.js)의 소켓.io (Socket.io)를 통한 비동기 push 패턴을 사용한 효율적인 I/O 성능, 

html5의 로컬 저장소 (Local Storage), tcp/ip 헤더의 쿠키 (Cookie), 상태를 저장하는 웹 토큰 (Json Web Token)을 통한 무 

상태  서버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서버 확장성 및 동시 처리, 빠른 질의 성능, 기본 네트워크 패킷 보안을 구축한

다. 과한 CPU 처리를 요하는 일 중 템플릿팅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게 분담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DOM 접근과 메모리 관리

를 위한 싱글턴 패턴을 적극 활용하여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성을 가진 웹 어플리케이션을 운용한다.

키워드: Node.js, Web Token, DOM 

I. Introduction

본 연구는 웹 서버 언어로 주목받고 있는 노드의 가능성을 개척하는

데 기여하는 목표를 둔다. 개발 프레임워크로 노드, 현재 (2017.6 

기준) 가장 최신 버전인 7.10.0이 사용되었으며 플랫폼은 인터넷 

브라우저다 (internet explorer 10+, chrome 21.0+, firefox 18.0+, 

safari 6.1+, opera 17.0+). 개발 초기 목표는 서버가 클라이언트 

상태 정보 임시 저장 및 템플릿을 제외한 I/O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확장성, 동시 접속량, 성능을 높이고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응답을 기반으로 템플릿을 하는 구조를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네트워크 소켓 프로그래밍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api인 소켓.io 

(Socket.io)와 애니메이션 api인 GSAP의 TimelineMax, 그리고 

효율적인 DOM접근 및 메모리 leak 방지를 위한 싱글턴 패턴을 

사용하여 점진적으로 발전시켰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국내에서 노드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세계적인 인기에 비해 

적은 편이다. 더딘 이유가 있다면 의심되는 성능과 안정성, 자바스크립

트 언어 자체가 가지는 명세적인 문제, 커뮤니티의 활성도가 주된 

이유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거의 사라지고 엄청난 인기를 얻어 

IT 직업 리크루팅 모집 중 19.13 퍼센트[1]가 자바스크립트이고 

Github 커뮤니티 내 가장 활동이 많은 언어[2]가 자바스크립트이다. 

현재(2017.6) 기준 자바스크립트는 가장 최신 버전인 

ECMAScript7(2016)를 통해 명세적인 문제가 개선되고 언어로써의 

성장이 기대되는 바이며 성능 또한 PayPal, Netflix, LinkedIn, 

Groupon 등 전 세계적인 서비스에서 이미 노드를 사용하고 네이버도 

노드를 사용함으로 검증되었다. 실제로 네이버 내부 실험 간에 노드가 

Apache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며 PayPal의 실험에서는 요청 

처리 속도, 응답 시간까지 Java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고 한다[3]. 

이러한 개선점이 있으나 대중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완성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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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이나 패턴이 기존의 언어들에 비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기여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Design

본 연구에서 개발 중인 웹 어플리케이션의 운동, 식단, 경과 입력 

중 하루 운동을 기록하는 입력 창은 그림 1과 같다.

Fig. 1. 개발 중인 웹 어플리케이션 운동 입력 창 화면

사용자는 왼쪽 입력 폼을 통하여 자신의 운동 부위, 운동 명, 운동 

세트 수, 각 세트 당 행한 횟수와 무게를 기록하여 하단의 INPUT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카드로 등록된다. 그 날 모든 운동을 입력하

고 나서 SUBMIT버튼을 누르면 하루치 운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2. Implementation

클라이언트가 첫 접속 할 때 서버의 로그 정보는 그림 2와 같다.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면 그 클라이언트의 접속 method가 GET인지 

POST인지에 요청을 라우팅하기 전에 POST 데이터를 추출할지 

말지를 정한다. 클라이언트는 모든 요청을 ajax 요청, url은 

‘/authenticate’로 하게 되며 이 요청명만 실제 클라이언트 요청으로 

인식하며 그 외 url요청은 무조건 페이지 리턴 응답만을 받게 된다. 

전에 응답받은 요청은 쿠키 헤더로 돌려받으며 그 이후부터의 요청을 

접속 후 첫 요청으로 판단하여 클라이언트는 원하는 요청의 이름으로 

history를 조정하여 url을 바꾼 후에 요청한다. 서버는 레퍼러 즉 

요청하는 브라우저의 url을 파싱하여 라우팅하고 전에 수행한 요청의 

이름과 현재 요청서비스와 날짜 킷값과 레퍼러를 대조하여 토큰이 

검증될시 요청한 서비스에 맞는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모든 것은 

패킷의 헤더가 신뢰가 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HTTPS 

통신은 필수이다.

이러한 일련의 Ajax요청 과정 중 HTTPS 통신  암호화 덕에 

패킷 스누핑, 스틸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토큰이 html5 

스토리지에 저장되고 secure 태그의 쿠키이기 때문에 현 url외에서 

잘못된 폼이나 피싱 사이트로 다른 사용자의 권한을 훔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또한 토큰과 쿠키가 같이 사용되지 않으면 사용자

로 검증 되지 않게 되어 1:1 통신을 보장 할 수 있게 된다.

Fig. 2. 개발 중인 서버의 로그 화면

IV. Conclusions

다양한 기기에서 브라우저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웹 어플리케

이션의 장점으로 인해 웹의 시장은 밝다. 자바가 코드의 생산성을 

높여 소프트웨어 시장을 점유하게 되었다면 노드 또한 웹 개발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둘 다 공통 언어로 작성함으로 생산성이 많이 

늘어나 한국에서도 곧 보편화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한국어로 다양한 자료가 없는 가운데 본 연구자가 노드 프로그래밍의 

참여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패턴을 통하

여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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