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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가 왜 필요한가Ant ?
본 문서는 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익숙치 않은 독Build Tool

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기존의 빌드툴에 대해 익숙하고.

오직 에 대해 간단한 참조를 원하는 독자라면 바로 장Ant 3

으로 넘어가길 바란다 또한 에 대해 알고. InstallAnywhere

자 한다면 장으로 건너뛰어도 무방하다4 .

는 유닉스나 리눅스 개발시 많이 쓰이는 와 같은 빌드툴입니다Ant make .

보통 개발 프로젝트가 제법 큰 규모라면 모듈별로 나누어서 개발하기 마련입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

면 될 수록 컴파일에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개발자 당사자 조차 코드들을 유기적으로 보기가 힘든 상

황에 처하게 되면 정말 난처해지죠 보통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각기 자신이.

맡은 모듈을 코딩한 다음에 서로의 코드들을 합쳐서 컴파일해서 테스트하는 그 턴 을 라고 하(turn) Build

고 거의 모든 프로젝트는 그 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인터넷 익스플로어 은 빌Build number . 5.0

드넘버 이군요 그렇다면 그러한 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그 가지가지 퍼져있는2920 . Build

모듈들을 자동으로 묶어주고 이전 버젼과 달라지지 않은 모듈을 그대로 놔두고 변한 부분만 컴파일하여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주고 최종 사용자를 위한 버젼까지 뽑아내는 툴이 절실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

죠 정리를 하자면 이 하는 일이란? Build Tool

입력파일에 따라 결과파일이 바뀌는 유연한 기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적인 툴1. (?)

복잡한 유기적 관계에 있는 절차적인 수행을 자동적으로 판단하여 대행하고 상황에 따라 필2.

요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할 때 개발자용 배포용 윈도우용 리눅스( , , ,

용 쓰이는 툴...) .

기존에 많이 쓰이던 것은 역시 막강 입니다 보통 이라 불리는 파일make . makefile

에 쉘프로그래밍으로 유기적인 작업들의 관계를 명시하면 가 알아서 필요한make

작업만 골라서 해내므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가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make .

그렇다면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는 를 놔두고 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make Ant

까요 의 사용자 문서에서 의 필요성을 설명한 글을 인용해보도록 하겠습니? Ant Ant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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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빌드툴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가 만들어진 이유make, gnumake, nmake, jam Ant

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툴들이 최초의 개발자가 사용한 개발 환경에 따라 다른?

개발자가 제한받으므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작업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같은 빌드툴은 쉘기반이다 그러한 툴들은 쉘에 기반한 명령어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모Make .

듈간의 의존성을 평가하고 명령을 실행하게 된다 이것은 다양한 개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에서 작업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온다OS .

또한 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인정하듯 에 대한 처Makefile , tab‘ ’

리방식의 문제를 들 수가 있다 중에 삽입된 으로 인하여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 makefile tab

는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물론 같은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히 개선했지만 말이다. JAM .

그러나 는 다르다 쉘기반의 명령을 확장한 모델을 자바클래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Ant .

체하였다 또한 쉘명령어를 기입하는 대신에 파일을 기반으로 한다 각. configuration XML .

각의 프로세스는 객체화하여 처리되는 것이다.

물론 같이 쉘프로그램에 기반한 강력한 표현들이 제find . -name foo -exec rm {} `‘ ’

공되지 않는 점은 유감이다 하지만 는 우리에게 의 장점을 선사하지 않. Ant Cross Platform

는가 언제 어디서나 말이다 진정 명령이 필요하다면 의 명령을 제공하므로? . Shell exec‘ ’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주길 바란다.

이제 가 태어난 배경을 아시겠지요 기존의 등을 작성하기 위해 복잡하였던 명령어들을Ant ? makefile

외우는 데 힘이 드셨다면 에 기반한 의 파일은 여러분에게 충분한 매력으로 다가XML Ant Configuration

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안정성이나 실용성에 의문을 가지신다면 걱정은 덜어두셔도 좋을 것입니다 아파. .

치의 자카르타 프로젝트에서 만들고있는 이 바로 를 이용해서 개발되고 있으니까요Tomcat Ant .

설치하기Ant
를 설치하기 전에 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는 로 작Ant jdk . Ant XML

업을 처리하므로 썬의 에 가셔서 를 받으시고 안http://java.sun.com/xml JAXP

에 들어있는 와 를 에 추가하시기 바랍니다parser.jar jaxp.jar CLASSPATH .

이제 를 에 가셔서 다운받아 적절한 곳에 압축을Ant http://jakarta.apache.org

풀으시기 바랍니다 를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환경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 Ant

니다 다음과 같은 환경변수가 없다면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JAVA_HOME ANT_HOME PATH

계열이라면Window

SET JAVA_HOME=c:\java\jdk1.3

SET ANT_HOME=c:\java\ant

SET PATH=%CLASSPATH%;%ANT_HOME%\bin

등으로 하시고

유닉스나 리눅스등의 환경에서 를 쓰고 있다면bash

export JAVA_HOME=/usr/local/java/jdk1.3

export ANT_HOME=/usr/local/java/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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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lloJava>ant

Searching for build.xml ...

1: <project name="HelloJava" default="main" basedir=".">

2: <target name="init">

3: <property name="build" value="bin" />

4: <property name="home" value="." />

5: <property name="src" value="src" />

6: </target>

7:

8: <target name="compile" depends="init">

9: <javac srcdir="${src}" destdir="${build}" />

10: </target>

11:

12: <target name="main" depends="compile"/>

13: </project>

export PATH=${PATH}:${ANT_HOME}/bin

으로 설정하세요.

이제 아무 디렉토리에서나 명령을 실행해 봅시다 파일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올 것입니ant . build.xml

다 가 을 찾듯이 는 을 찾아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 디렉토리에 없을. make makefile Ant build.xml .

경우 상위 디렉토리에서 반복적으로 을 찾는 구조로 되어있지요build.xml .

간단한 예제로 맛보기Ant
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합니다 이런 작은 프로그램은 를 사용할HelloJava . Ant

이유가 없지만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하고 복잡한. Ant

의 활용은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지요3 .

먼저 적당한 곳에 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하부에 와 디렉토리를HelloJava src bin

만듭니다 디렉토리에 다음과 같은 소스를 라는 이름으로 저장합. src HelloJava.java

니다.

1: public class HelloJava{

2: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v[]){

3: System.out.println("Hello Java!");

4: }

5: }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디렉토리에 저장합니다build.xml HelloJava .

우리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디렉토리에서 를 실행하여 볼까요. HelloJava 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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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file: C:\HelloJava\build.xml

init:

compile:

[javac] Compiling 1 source file to C:\HelloJava\bin

main:

BUILD SUCCESSFUL

Total time: 14 seconds

이제 디렉토리에 컴파일된 파일이 있을 것입니다 를 개발중에 계속 바꾸고bin class . HelloJava.java

확장하더라도 단지 만 쳐주면 가 에 따라 컴파일이나 복사 패키지화 문서화 배포등의ant ant build.xml , , ,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제 감이 오나요. ? ^^

그러면 위의 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build.xml .

1: <project name="HelloJava" default="main" basedir=".">

우리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름은 이고 로 을. HelloJava Default 'main' target

실행합니다 즉 그냥 만 치게 되면 로 이라 이름지어진 을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 ant default main target .

2: <target name="init">

3: <property name="build" value="bin" />

4: <property name="home" value="." />

5: <property name="src" value="src" />

6: </target>

은 서로가 의존관계를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즉 컴파일을 하고서 파일을 만들고 파일target . jar doc

을 만드는 등의 작업은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컴파일이 잘 되어야 파일 만드는 이 실jar target

행되는 등의 의존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 은 아무런 의존도 하지 않는 기본적인. init target

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을 실행하던지 여기 을 실행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군요target . target init .

은 전체적으로 속성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각의 들이 공통적으로 사용init target . target

하게 될 속성들이죠 주로 디렉토리에 대한 설정을 하였지만 그 외에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

8: <target name="compile" depends="init">

9: <javac srcdir="${src}" destdir="${build}" />

10: </target>

실제로 소스를 컴파일하는 부분이군요 라는 부분을 주목하세요 을 의존. depends="init" . init target

합니다 컴파일 결과를 디렉토리에 저장하는군요. bin .

이제 어느 정도 에 대해 감을 잡으셨을 줄 압니다 다음 장에서는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구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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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고 마구잡이 식의 개발이 아니라 좀 더 정도 에 가까운 개발 방법에 대해 예제를 중심( )正道

으로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가 제목은 에 대한 문서이지만 는 개발 프로세스를. Ant Ant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나온 툴이므로 장에서 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2 Ant

프로젝트를 실제로 작업하면서 틀을 잡을 수 있고 자바만의 특징을 통해 개발하는 방법은 어떤 것

이 있을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에서는 프로젝트 경험이 없는 초보 대상의 부분이므로 실. 2

무 경험자분들은 장으로 건너 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경험자들이 보신다면 쪽팔린 부분이 상3 .

당히 많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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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패턴과 재사용성 그리고, ...
이번 장은 를 이용해서 좀 그럴듯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기 위해 마련한 별책부록같은 부분입니다Ant .

요즘같이 사용자의 요구가 날로 고급화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한 두사람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살

아남기는 쉬운 노릇이 아닙니다 간혹 학생 한 두명이 개발하였다는 인기있는 공짜 소프트웨어들도 알.

고보면 많은 부분 이곳 저곳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혼자. .

모든 것을 다 짜는 프로그래머는 드뭅니다 지금의 프로그래머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요구사항에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의 기능을 가져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프.

로그래머에게 재산은 자신이 그동안 구축해놓은 라이브러리이고 동시에 무기입니다 프로젝트 하나가.

자기 앞에 떨어질 때마다 그제서야 맨땅에 헤딩하듯 모든 소스를 짜거나 구하러 다니는 이는 덜된 개발

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항상 모든 라이브러리를 자신이 직접 짜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

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타인의 라이브러리를 찾는 것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코드 재사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객체지향프로그램 방법?

론들 중에서도 디자인패턴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디자인 패턴을 숙지하게 되면 당신은 타인의 코드들을.

이전보다 훨씬 구조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모양새를 파악하게 되면 세부적인 부분은.

훨씬 용이해집니다.

쓸데없는 글이 길어졌군요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볼 프로그램은 간단한 탐색기 프로그램입니다 실행파. .

일을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됩니다 말이 간단하지 으로 트리를 표현하는 것이 그리 쉬운 노릇은. Swing

아닙니다 만약 처음 소스부터 모든 것을 새로 짜야한다면 제 허접한 실력으로 꼬박 사흘은 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에게는 예전에 보관해둔 간단한 탐색기 소스가 있었습니다 단지 트리형식. .

으로 디렉토리와 파일을 보여주는 소스이지만 나중에 확장될 것을 대비해 나름대로의 패턴을 적용해 재

사용성을 높이고 저의 개인적인 패키지에 추가시켜놓았습니다 아울러 외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간단.

한 루틴을 담은 클래스 역시 제 패키지에 이미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원하는 탐색기를 개발하기 위.

해서는 간단히 두 클래스를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재사용성의 묘미입니다. .

남의 소스를 내 입맛에 맞게 요리하자
예전에 자바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에서 이미경씨의 탐색기프http://my.dreamwiz.com/mikei/

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안정하고 디버깅정보가 그대로 표시되는 등의 문제는 있었지만 깔끔.

한 구성이 마음에 들어서 제 개인적인 패키지에 추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에서 탐색기를 만. Swing

드는 것이 호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쓰게될지 모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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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여기서 제 개인적인 패키지의 구성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짬이 날 적마다 웹서핑을 하며~ .

남의 소스를 모아서 필요하다 싶은 것을 분석하고는 제 입맛에 맞게 고치곤 합니다 패키지 구성을 보.

면..

calmglow.gui 이나 를 좀 더 편히 쓰고자 만들었다swing awt .

calmglow.util
패턴 적용을 위한 각종 추상클래스 혹은 디버깅이나 동적로딩부분등

자주 쓰이는 클래스들을 모아놓았다.
calmglow.adt 자료구조적용을 위한 클래스
calmglow.etc 기타 등등의 잡동사니 클래스
calmglow.image 이미지파일이나 이미지 처리에 관련된 클래스
calmglow.net 네트워킹을 위한 클래스
calmglow.db 제어를 위한 클래스DB
calmglow.rmi 제어를 위한 클래스RMI
calmglow.midp 에서 자주 쓰이는 패턴들을 모았다MIDP .

저는 이미경씨의 탐색기 소스를

패키지에 첨가하려 합니다 이calmglow.gui .

제 제 나름대로 프로그램 소스에서 제가 원

하는 순수한 탐색기 부분만을 빼내어 재사용

성이 높고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저의 패키지

에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력이나 각종 명

령어 버튼 하부의 윈도우는 저에게, Status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패널들은 상.

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벤트들을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오른쪽 패널의 디렉토리 생성을 누르면 상태

창에 메시지가 뜨고 실제 파일 작업을 실행

한다든지 등등입니다.

욕심부리지 말자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1. . .

먼저 재사용이 가능하려면 얽혀있는 클래스들 모음에서 실제로 원하는 클래스만을 빼내어 옵니다 그.

러면 대충 개의 소스가 되구요4-5 java .

잔챙이들은 깊숙이 숨기자2. .

라는 소스가 주된 클래스이고 나머지 클래스들은 테이블의 모델을 관리하는 클래스들LocalTable.java

이므로 사실 나중에 재사용할 때 굳이 나머지 클래스들을 손봐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클래.

스 때문에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개정도의 클래스들을 하나의 클래스의 내부 클래스로 합쳐버렸습니다. 5 .

구멍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자3. .

그리고 나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몇 개의 메소드로 작성하고 나머지 메소드들은public

모두 으로 수정하였습니다priv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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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정리하고 밖에서 놀자4. .

이제 재사용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된 셈입니다 다음으로 클래스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던 이벤트 처.

리를 밖으로 빼내도록 해야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 클래스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일부분에 탐색기가 놓.

여질 때 여타의 클래스들과 연관되어 이벤트 처리를 할 때 다시 탐색기 소스를 분석해가며 어느 곳에

이벤트 처리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수고를 덜어야겠지요 이 부분에서 패턴 적용을 하면 상당히 편해.

집니다 즉 클래스의 상태와 행위를 담당하는 부분을 분리시켜 놓으면 재사용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

이죠 이러한 패턴을 통상 이라고 하는데 이것에는 패턴. Behavior Pattern Command , Responsibility of

패턴 패턴 패턴 등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용해야하는 지는 개발자의 마음Chain , Mediator , Interpreter .

이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 http://jstorm.pe.kr 'Java Design

번역본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패턴을 적용하려 합니다Pattern' . Mediator . Mediator

패턴은 프로그래밍에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패턴입니다 즉 여러 개의 객체들GUI . , GUI

의 이벤트들을 하나의 클래스가 접수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그림은 위의 이미경씨의Mediator .

소스의 다이어그램과 제가 수정하여 패턴을 적용하여 패키지화한 상태의 다이어그램UML Mediator UML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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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LocalTableMediator implements MediatorManager{

LocalTable lt=null;

public void insertComponent(Component c){

lt=(LocalTable)c;

}

public void actionQ(Component c){

가 객체라면if(c !=null && c == lt){ //c LocalTable ..

사용자가 더블클릭한 파일이 실행가능하면 실행하도록 한다// .

더블클릭한 파일을 가져온다File f=lt.getClickFile(); // .

StringBuffer sb=new StringBuffer(f.getName());

String s=sb.substring(sb.length()-3);

참고로 클래스는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메소드를 정의한MediatorManager Mediator

입니다 이렇게 기본 인터페이스를 이미 정의해 놓았으므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을Interface . LocalTable

사용하더라도 은 자신의 행동을 좌지우지할 클래스를 단지 인터페이스를LocalTable MediatorManager

구현한 클래스라면 상관없이 일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기본적으로 패턴 시리즈 중의 하나. Factory

입니다 아닐지도 모릅니다 잘 기억이 안나네요 자세한 것은 같이 첨부해드리는 소스의. ( . .)

패키지의 와 패키지의 그리고calmglow.gui LocalTable.java calmglow.util MediatorManager.java,

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코딩의 세부적인 것을 다루지는 않습니다LocalTableMediator.java . .

단지 전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다룹니다.

자 이제 우리는 탐색기 트리소스를 재사용이 가능하게 패키지화하는 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남은 작업.

은 이 클래스와 다른 클래스를 조합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필요한 클래스.

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보겠습니다.

클래스가 필요하겠지요 즉 위의 클래스와 이벤트 처리 클래스를 조합해서 사용자에게main ? LocalTable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의 이벤트를 처리할 클래. LocalTable Mediator

스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MediatorManager .

클래스와 클래스를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클래스에서 둘 사이를 서로 등록Mediator LocalTable main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객체에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 LocalTable addMediator()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등록시키고 객MediatorManager LocalTableMediator LocalTableMediator

체에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객체를 등록시키는 작업을 클래스에서 작insertComponent() LocalTable main

업하게 되는 것이죠 첨부된 소스의 클래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FirstFileManager .

LocalTable panel = new LocalTable();

LocalTableMediator ltm=new LocalTableMediator();

객체에 객체를 등록시킨다panel.addMediator(ltm); // LocalTable Mediator .

객체에 객체를 등록시킨다ltm.insertComponent(panel); // Mediator LocalTable .

이렇게 단 네줄로 객체와 이벤트 처리 클래스를 연결하게 되지요 따라서 언제든LocalTable .

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더라도 이벤트처리를 위한 클래스만 만들어 주면 유연LocalTable Mediator

하게 입맛에 맞게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클래스의 이벤트를 담당하는 클래스의 소스입니다LocalTable LocalTableMedi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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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compareTo("exe")==0||s.compareTo(".sh")==0){

System.out.println(s);

클래스는 에 있는 프로세스생성 클래스// RunCommand calmglow.util

RunCommand.run(f.toString());

}

}

}

}

다음은 완성된 상태의 프로그램 다이어 그램 그리고 실행화면입니다U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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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재사용성을 늘리면서도 코드의 성능은 그대로 살릴 수 있는지 그 기술적인 방법

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예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예제중에서 처럼 보이는 부. LocalTable

분과 이벤트를 구분해서 재사용성을 높이는 것은 평소에도 아주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그러나 완전.

한 것은 아닙니다 워낙 단순하고 쓰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 압축하다보니 테이블 모델에 대해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재사용의 관점에서 위의 파일트리 클래스 은 이벤트. LocalTable

를 제어할 수는 있지만 테이블 모델은 변경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따라서 이 글을 읽.

으신 분들은 이미경씨의 소스를 토대로 좀 더 재사용이 가능한 모델과 이벤트 그리고 보이는 부분을,

완전 분리해서 나름대로의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신다면 두고두고 쓰임새있는 재산이 될 듯 합니다 이런.

분리방식을 바로 유식한 말로 모델이라 부른답니다 즉 과 그리고 을 분리하여MVC . , Model View Control

재사용성을 강화하는 방식이죠.

지루했던 장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제가 강조하려 했던 것은 디자인패턴을 익히자 그리고 개2 . ,

인적인 라이브러리와 의 중요성입니다 날로 부피가 커져가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끝내기Refactoring .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

한 능력으로 디자인 패턴과 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factoring .

다음 장에서는 장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실제로 개발할 때 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개발 및 배포2 Ant

버젼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한 예제와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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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name="SimpleFileManager" default="main" basedir=".">

<target name="init">

<property name="build" value="../bin" />

<property name="lib" value="../lib" />

CHAPTER 3

를 이용한 개발Ant (with example..)
이번 장은 장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개발할 때 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2 FirstFileManager Ant

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전 장에서 우리는 실행가능한 탐색기를 구상해보고 실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그. .

러나 위의 개발 작업은 코딩 이외의 작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선 디렉토리를 구분해서 파일 배치하고.

컴파일을 시작으로 문서만들고 모듈별로 파일 만드는 작업이나 최종 사용자에게는 쉽게 실행이 가능jar

하도록 파일도 마련해주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작업까지 끝내고 파일까지 만들었다batch . batch

가 테스트해보니 사소한 실수 몇 개가 눈에 띄었다면 프로그래머는 다시 처음부터 컴파일과 문서화, jar

파일 만들기 파일 만드는 작업등등을 다시 해야할 것입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지요 그렇다면 이, batch . ?

제 를 이용해봅시다ant .

먼저 우리가 구성할 디렉토리의 구조입니다 이것은 필자 개인의 취향이므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

다 간단한 파일 정도가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디렉토리 구조와 본 프로그램을 사용. readme .

하기 위해서는 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충고와 를 이용한 설치 방법등이 들어가겠지요ant ant ?

클래스에 대한 문서파일과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파일을 디렉토- docs: docs

리에 보관합니다.

실제 컴파일된 클래스파일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파일로 묶이게 됩- lib: . jar

니다.

실제 초기 소스가 담겨있는 곳입니다- src: .

실행파일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bin: .

특히 디렉토리에는 각종 소스와 함께 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렉토리에서 를 실행시src build.xml . src ant

키게 되면 컴파일과 문서화 배포작업등을 실제로 하게 되죠, .

이제 을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하죠build.x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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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name="home" value=".." />

<property name="docs" value="../docs" />

</target>

<target name="build lib" depends="init">

<mkdir dir="${build}"/>

<mkdir dir="${lib}"/>

<javac srcdir="." classpath="." destdir="${lib}" />

</target>

<target name="make docs" depends="build lib">

<mkdir dir="${docs}"/>

<javadoc packagenames="calmglow/gui/*,calmglow/util/*,calmglow/etc/*"

sourcepath="."

destdir="${docs}"

author="true"

use="true"

windowtitle="SimpleFileManager"

doctitle="SimpleFileManager and jinho class library"

bottom="Copyright &#169; 2001 by jinho Choe.">

<link href="http://java.sun.com/products/jdk/1.2/docs/api/"/>

</javadoc>

</target>

<target name="make jar" depends="make docs">

<jar jarfile="${lib}/sfm.jar"

basedir="${lib}"

includes="**"/>

</target>

<target name="clean" depends="init">

<delete dir="${lib}"/>

<delete dir="${build}"/>

<delete dir="${docs}"/>

</target>

<target name="main" depends="make jar"/>

</project>

혹시 의 기본 구조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난감하군요 하지만 은 기본적으로XML . .. XML HTML

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아주 낯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째 줄의 엘리먼트의 내용. 1 project

에 대해 난감해하실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에서 설명드렸다 시피 현재 디렉토리를 기본으로 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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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을 기본 실행 으로 한다는 뜻이지요main target target .

기존의 등의 빌드툴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엘리먼트가 바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감을 잡으make target

시겠지만 처음 빌드툴을 접하는 분들은 엘리먼트에 대해 난감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서target . ant

은 일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떤 일련의 작업들을 이라는 단위로 나누게target . target

되면 같은 파일로 을 다르게 지정함으로써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죠 이를테면 문서화build.xml target .

작업만 다시 한다던가 컴파일 작업했던 것을 모두 지운다던가 하는 작업등을 의 을 지, build.xml target

정함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 그냥 일의 단위라고 보시면 무방하겠네요. target .

2 <target name="init">

3 <property name="build" value="../bin" />......

의 속성 중에는 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 이 수행되려면 먼저target depends . target

에 게재한 이 수행되어야 한다 혹은 이 변경되지 않아depends target , depends target

야 한다는 뜻이지요 여기 은 모든 의 어머니 격입니다 하는 일은 보. init target target .

는 바와 같이 디렉토리 설정같은 환경변수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초기설정을 해주는.

부분을 따로 만듦으로써 나중에 다른 개발자가 자신의 개발환경에 맞게 고치기가 용

이해지죠 엘리먼트에는 과 속성이 있습니다 은 말그대로. property name value . name

전역에 걸쳐서 사용될 수 있는 변수 이름이고요 는 그 변수이름의 값을project , value

뜻합니다.

10 <target name="build lib" depends="init">

11 <mkdir dir="${build}"/>

12 <mkdir dir="${lib}"/>

13 <javac srcdir="." classpath="." destdir="${lib}" />...

은 에서 설정한 디렉토리를 만들고 없을 경우에만 디렉토리에 있는 소build lib" target init target ( ) src“

스들을 컴파일 해서 디렉토리에 클래스파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서 실제로 디렉토리lib . javac

설정을 어떻게 하는 지 잘 봐두세요 나머지는 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

16 <target name="make docs" depends="build lib">

17 <mkdir dir="${docs}"/>

18 <javadoc packagenames="calmglow/gui/*,calmglow/util/*,calmglow/etc/*"

19 sourcepath="."

20 destdir="${docs}"

21 author="true"

22 use="true"

23 windowtitle="SimpleFileManager"

24 doctitle="SimpleFileManager and jinho class library"

25 bottom="Copyright &#169; 2001 by jinho Choe.">

26 <link href="http://java.sun.com/products/jdk/1.2/docs/api/"/>

27 </javadoc>

에 한 은 을 이용해서 자바 문서를 만드는 역할을 합build lib" target depend "make docs" target javadoc“

니다 거의 대부분의 속성들이 실제 를 만들 때 사용되는 속성들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javadoc . java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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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잘 다루시던 분들이면 익숙한 속성들일 것입니다 태그가 낯설은 분이 계. link

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본 문서에서 에 해당하는 링크들을 어떤 문서에서 참. SDK

조하겠느냐는 것인데 대부분 의 온라인 문서에 링크를 걸게 되죠java.sun.com .

29 <target name="make jar" depends="make docs">

30 <jar jarfile="${lib}/sfm.jar"

31 basedir="${lib}"

32 includes="**"/>

은 위에서 컴파일한 클래스파일이나 리소스들을 로 묶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 역시make jar target jar .

기존의 를 조금이라도 잘 다루셨던 분이면 이해에 어려움은 없으시겠죠jar ?

34 <target name="clean" depends="init">

35 <delete dir="${lib}"/>

36 <delete dir="${build}"/>

37 <delete dir="${docs}"/>

38 </target>

은 바로 이전에 했던 모든 작업들을 지우는 초기화입니다 따라서 이라고 처음clean target . 'ant clean'

에 쳐주시면 기존에 했던 작업 찌그러기들을 지우고 소스만 남기는 효과를 주게되지요 대부분의 빌드.

설정파일들 보면 이 있어서 집어넣어봤습니다 이라고 특별히 명시해주지 않으면clean target . 'ant clean'

실행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39 <target name="main" depends="make jar"/>

처음 엘리먼트에서 이었던 입니다 를 의존하고 있고 는project default target main . make jar make jar‘ ’ ‘ ’

를 의존하고 있는 것이 눈에 와닿으시죠'make doc' ?

이해가 잘 안되신다면 같이 보내드리는 파일을 받으셔서 파일을 독자분들의 환경에 맞게 고치build.xml

신다음 디렉토리에서 라고 실행해보세요 아마도 뭔가가 진행되게 되고 감이 오리라 믿습니다 사src ant . .

실 대로 실행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글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을 여러분의 구미에build.xml . build.xml

맞게 고치시다보면 자연스럽게 금방 익숙해지리라 믿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로 가셔서 문서를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나온http://jakarta.apache.org/ .

기본적인 것으로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의 기능이 매우 방대하니까요ant .

맺음말
휴우 설날 연휴를 이 문서 작성하는 데에 보내게되는군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만 하나의 문서를 만드.. .

는 데에는 의외로 손볼 구석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원래는 장으로. 4

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 했는데 이미 설 연휴가 끝나고 말았군요 나중에 기InstallAnywhere .

회가 되길 바랍니다 장은 필자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면서 느꼈던 것에 대해 쓴. 2

것이기 때문에 본 문서의 방향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문서의 방향은 를 사용하는 것. Ant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의 편의성과 프로세스등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즉 역시 어떤 프로젝트. , Ant

를 함에 있어 효율성을 돕는 데 사용되는 것이며 장에서 논하고 있는 재사용과 패턴의 중요성에 대한, 2

내용 역시 큰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법만을 참고하려는 독자들에게는. ant

조금 지루했으리라 여겨져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본 문서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나 고쳐져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로 연락하여 주시거나 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calmglow@orgio.net jstorm.pe.kr .

최진호- (calmglow@orgi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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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된 다른 문서 및 체크리스트

Document File ID Document Title

http://jakarta.apache.org 프로젝트 홈페이지Jakarta

http://jstorm.pe.kr 홈페이지 디자인 패턴 번역문서 제공jst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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