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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VirtualBox 설치하기 

 

1. Oracle VirtualBox를 다운로드한다. 

http://www.oracle.com/technetwork/server-storage/virtualbox/downloads/index.html 

 

 

 



2. 나는 Windows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VirtualBox-4.1.2-73507-Win.exe를 다운로드 받았다. 

다운로드받은 설치파일을 더블 클릭한다. 

 

 

 

 

3. 실행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실행여부를 물어보는데 이때 [설치]를 선택하여 설치하면 된다. 

  

 



4. Next 버튼을 클릭한다. 

  

 

5. Next 버튼을 클릭한다. 설치위치를 다르게 지정하고 싶으면 Browse를 클릭하여 다르게 

지정한다. 

  

 

6. 바로가기를 맊들지 선택한 후 Next 버튼을 누른다. 

  



7. Yes 버튼을 클릭한다. 

  

 

8. Install 버튼을 클릭한다. 

  

 

9. 설치 진행중이다. 

  

 



10. 설치가 완료되면 Finish 버튼을 클릭한다. 

  

 

▣ Oracle VirtualBox을 홗용하여 Ubuntu 설치하기 

 

  

1. 바탕화면에 있는 Oracle VM VirtualBox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실행한다. 

 

2. 아래와 같이 Oracle VM VirtualBox 관리자 화면이 뜰 것이다. 그러면 새로 맊들기 버튼을 

클릭한다. 

  

 



3. 새 가상 머신 맊들기 마법사 뜨면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4. 가상머신 이름을 입력한다. 이때 가상머신 이름은 자신이 알아보기 쉬운 용도로 입력한다. 

나는 Swift를 설치하기 위해 Swift라고 했다. 운영체제는 Linux에 버젂은 Ubuntu를 선택한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한다.  

   

 

5. 다음을 클릭한다. 

  

 



6. 다음을 클릭한다. 

  

 

7. 다음을 클릭한다. 

  

 

8. 동적 할당을 해도 상관없으나 나는 그냥 고정 크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한다. 

  

 



9. 다음을 클릭한다. 이때 설치 위치는  

   C:\Users\user\VirtualBox VMs\Swift 폴더에 위치한다. 이때 설치위치를 변경하고 싶다면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여 경로를 지정해 준다.  

  

 

10. 맊들기 버튼을 클릭한다. 

  

 



11. Swift 가 생성된 것을 Oracle VM VirtualBox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설치를 들어가기 젂에 속성을 지정해야 하는데  설정 버튼을 클릭한다. 

 

 



13. 저장소를 선택한다. 이때 Swift Volume 저장소를 맊들기 위해 가상의 SATA 컨트롤러를 하나 

더 추가해 주어야 한다. 나 같은 경우는 SwiftDataDisk.vhd를 추가해 주었다. 

    Swift.vdi 에는 Ubuntu가 설치된다. 그러므로 저장소로는 사용을 할 수 없다. 

  

 

13.1 우선 SATA 컨트롤러를 선택한 후   하드디스크 추가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Alert창이 뜨는데 새 디스크 맊들기를 클릭한다. 

  

 

13.2 VHD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한다. 

  

 



13.3 고정 크기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한다. 

  

 

13.4 생성할 가상디스크명을 입력하고 저장위치를 설정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13.5 맊들기를 클릭한다. 

  

 



13.6 SATA 컨트롤러에 SwiftDataDisk.vhd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 네트워크를 선택한다. 어댑터1을 호스트 젂용 어댑터로 선택한다. 

  

 



15. 어댑터 2를 선택하여 브리지 어댑터를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15.1 여기서 잠깐 브리지 어댑터 맊드는 법을 잠시 살펴보겠다. 우선, 바탕화면의 네트워크 > 

속성을 들어갂다. 

  

15.2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가 열리면 어댑터 설정 변경을 클릭한다. 

  



15.3 VirtualBox Host-Only Network와 로컬 영역 연결을 선택한다. 

  

 

15.4 두 개의 네트워크를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연결 브리지가 보일 것이다. 이때 

연결 브리지를 선택한다. 

  

 

15.5 연결 브리징 메시지가 뜬 후 네트워크 브리지가 생성된다. 

  

 

15.6 네트워크 브리지가 생성된 걸 확인한다. 



  

 

 

16.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Ubuntu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다. 우분투를 설치하기 젂에 우분투 

사이트에 가서 우분투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다. 

    http://www.ubuntu.com/download/ubuntu/download 

  

 



17. Oracle VM VirtualBox 관리자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처음 실행 마법사가 뜰 것이다.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18. 폴더 이미지를 클릭하여 아까 다운로드 받아놓은 우분투 설치 이미지를 선택한다. 

  

 

  

 



19. 선택을 했으면 다음을 클릭한다. 

  

20. 시작 버튼을 클릭한다. 

 

 

 



21.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을 한 후 Ubuntu 10.04.3 LTS 설치 버튼을 클릭한다. 영어를 잘 한다면 

그냥 English로 설치해도 상관은 없다. 

  

 

22.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면 기다릮다. 

  

 



23. 그냥 앞으로 버튼을 클릭한다. 

  

 

24. 앞으로 버튼을 클릭한다. 

  

 

25. 앞으로 버튼을 클릭한다. 

  

 



26. 사용자 이름을 주고 암호를 입력한 후 앞으로 버튼을 클릭한다. 

    OpenStack Swift를 처음 설치해 본 사람이라면 swift 라고 주는 것이 좋다. 

  

 

27. 설치 버튼을 클릭한다. 

  

 

28. 설치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릮다. 

    

 



29.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시작하라면 메시지가 뜬다. 지금 다시 시작을 클릭하면 된다. 

  

 

30. 다시 시작되면 로그인 창이 뜬다. 성공한 것이다. 

  

 



▣ Ubuntu에 Openstack Swift 설치하기 

 

1. 나는 우선 SAIO - Swift All in One을 매뉴얼을 사용하여 Ubuntu서버 한 대에 Swift를 모두 

설치하였다. 다음과 같은 URL에서 해당 매뉴얼을 볼 수 있다. 

   http://swift.openstack.org/index.html 

  

SAIO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매뉴얼이 뜬다.  

  

 

 



2.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뉴얼을 따라 Swift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다.  

2.1 우선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들을 설치해야 한다. 그대로 따라한다. 

 

$ sudo apt-get install python-software-properties 

  

$ sudo add-apt-repository ppa:swift-core/ppa 

  

$ sudo apt-get update 

  

$ sudo apt-get install curl gcc bzr memcached 

  

$ sudo apt-get install python-configobj python-coverage python-dev python-nose  

  python-setuptools python-simplejson python-xattr 

  

 



$ sudo apt-get install sqlite3 xfsprogs python-webob python-eventlet  

  python-greenlet python-pastedeploy python-netifaces 

  

 

3. 기본적으로 설치할 것은 다 했다. 이제 fdisk를 이용하여 가상 저장소를 생성해야 한다. 

앞에서 우리는 우분투를 설치하기 젂에 가상 하드 디스크를 추가하였다. 이 가상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스토리지의 파티션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다.  

 

3.1 fdisk를 이용하여 가상 스토리지의 파티션을 설정해 보자 

  

 



3.2 파티션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빠져나와 mkfs.xfs를 이용하여 포맷을 한다. 

  

 

3.3 vi를 이용하여 /etc/fstab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dev/sdb1 /mnt/sdb1 xfs noatime,nodiratime,nobarrir,logbufs=8 0 0 

  

 

3.4 이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실행시킨다. 

$ mkdir /mnt/sdb1 

$ sudo mount mnt/sdb1 

$ mkdir /mnt/sdb1/1 /mnt/sdb1/2 /mnt/sdb1/3 /mnt/sdb1/4 

$ sudo chown swift:swift /mnt/sdb1/* 

 

$ mkdir /srv 

$ ln -s /mnt/sdb1/1 /srv/1 

$ ln -s /mnt/sdb1/2 /srv/2 

$ ln -s /mnt/sdb1/3 /srv/3 

$ ln -s /mnt/sdb1/4 /srv/4 



$ sudo mkdir -p /etc/swift/object-server /etc/swift/container-server  

  /etc/swift/account-server /srv/1/node/sdb1 /srv/2/node/sdb2 /srv/3/node/sdb3  

  /srv/4/node/sdb4 /var/run/swift 

$ sudo chown -R swift:swift /etc/swift /srv/[1-4]/ /var/run/swift 

 

3.5 /etc/rc.local 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mkdir /var/run/swift 

chown swift:swift /var/run/swift 

  

 

4. rsync를 설정한다. 

4.1 /etc/rsyncd.conf 홖경설정 파일을 생성한다. 

  

 

** 우분투에서 firefox를 열어 http://swift.openstack.org/development_saio.html 사이트로 가서 

아래의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면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uid = <Your user name> 

gid = <Your group name> 

log file = /var/log/rsyncd.log 

pid file = /var/run/rsyncd.pid 

address = 127.0.0.1 

 

[account6012] 

max connections = 25 

path = /srv/1/node/ 

read only = false 

lock file = /var/lock/account6012.lock 

 

[account6022] 

max connections = 25 

path = /srv/2/node/ 

read only = false 

lock file = /var/lock/account6022.lock 

 

[account6032] 

max connections = 25 

path = /srv/3/node/ 

read only = false 

lock file = /var/lock/account6032.lock 

 

[account6042] 

max connections = 25 

path = /srv/4/node/ 

read only = false 

lock file = /var/lock/account6042.lock 

 

 

[container6011] 

max connections = 25 

path = /srv/1/node/ 

read only = false 

lock file = /var/lock/container6011.lock 

 

[container6021] 

max connections = 25 

path = /srv/2/node/ 

read only = false 

lock file = /var/lock/container6021.lock 

 

[container6031] 

max connections = 25 

path = /srv/3/node/ 



read only = false 

lock file = /var/lock/container6031.lock 

 

[container6041] 

max connections = 25 

path = /srv/4/node/ 

read only = false 

lock file = /var/lock/container6041.lock 

 

 

[object6010] 

max connections = 25 

path = /srv/1/node/ 

read only = false 

lock file = /var/lock/object6010.lock 

 

[object6020] 

max connections = 25 

path = /srv/2/node/ 

read only = false 

lock file = /var/lock/object6020.lock 

 

[object6030] 

max connections = 25 

path = /srv/3/node/ 

read only = false 

lock file = /var/lock/object6030.lock 

 

[object6040] 

max connections = 25 

path = /srv/4/node/ 

read only = false 

lock file = /var/lock/object6040.lock 

 

 



4.2 /etc/default/rsync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때 sudo로 들어가야맊 편집이 가능하다. 

RSYNC_ENABLE=true 

  

 

4.3 서비스를 다시 재시작 한다. 

$ sudo service rsync restart 

  

 

5. 이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로그를 남기고 싶다면 rsyslog를 설정한다. 

5.1 /etc/rsyslog.d/10-swift.conf를 생성한다. 

    이것 역시 온라인 매뉴얼에서 복사하여 붙여넣자. 

  



5.2 /etc/rsyslog.conf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PrivDropToGroup adm 

  

 

5.3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따라 입력하고 실행한다. 

$ mkdir -p /var/log/swift/hourly 

$ chown -R syslog.adm /var/log/swift 

$ service rsyslog restart 

 

6. 소스코드를 다운받고 테스트 홖경설정을 설정한다. 

6.1 홈디렉토리에 bin 폴더를 생성한다. 

$ mkdir ~/bin 

 

6.2 bzr를 통해 swift repo를 생성한다. 그러면 홈디렉토리에 swift 폴더가 생성된다. 

$ bzr init-repo swift 

 

6.3 bzr branch를 통해 swift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는다. 

$ cd ~/swift 

$ bzr branch lp:swift/trunk 

 

6.4 소스코드를 다운 받았으면 소스코드를 설치한다. 

$ cd ~/swift/trunk 

$ sudo python setup.py develop 

 

6.5 ~/.bashrc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추가한다. 

   

 

6.6 .bashrc를 실행시킨다. 

$ . ~/.bashrc 

 



7. 자 이제 각 노드의 홖경설정을 할 차례이다. 

7.1 프록시서버 홖경설정 파일을 생성한다. /etc/swift/proxy-server.conf: 

[DEFAULT] 

bind_port = 8080 

user = <your-user-name> 

log_facility = LOG_LOCAL1 

 

[pipeline:main] 

pipeline = healthcheck cache tempauth proxy-server 

 

[app:proxy-server] 

use = egg:swift#proxy 

allow_account_management = true 

 

[filter:tempauth] 

use = egg:swift#tempauth 

user_admin_admin = admin .admin .reseller_admin 

user_test_tester = testing .admin 

user_test2_tester2 = testing2 .admin 

user_test_tester3 = testing3 

 

[filter:healthcheck] 

use = egg:swift#healthcheck 

 

[filter:cache] 

use = egg:swift#memcache 

 

7.2 어카운트 서버 홖경설정 파일1을 생성한다. /etc/swift/account-server/1.conf: 

[DEFAULT] 

devices = /srv/1/node 

mount_check = false 

bind_port = 6012 

user = <your-user-name> 

log_facility = LOG_LOCAL2 

 

[pipeline:main] 

pipeline = account-server 

 

[app:account-server] 

use = egg:swift#account 

 

[account-replicator] 

vm_test_mode = yes 

 

[account-auditor] 

 



[account-reaper] 

 

7.3 어카운트 서버 홖경설정 파일2 생성 /etc/swift/account-server/2.conf: 

[DEFAULT] 

devices = /srv/2/node 

mount_check = false 

bind_port = 6022 

user = <your-user-name> 

log_facility = LOG_LOCAL3 

 

[pipeline:main] 

pipeline = account-server 

 

[app:account-server] 

use = egg:swift#account 

 

[account-replicator] 

vm_test_mode = yes 

 

[account-auditor] 

 

[account-reaper] 

 

7.4 어카운트 서버 홖경설정 파일3 생성 /etc/swift/account-server/3.conf: 

[DEFAULT] 

devices = /srv/3/node 

mount_check = false 

bind_port = 6032 

user = <your-user-name> 

log_facility = LOG_LOCAL4 

 

[pipeline:main] 

pipeline = account-server 

 

[app:account-server] 

use = egg:swift#account 

 

[account-replicator] 

vm_test_mode = yes 

 

[account-auditor] 

 

[account-reaper] 

 

7.5 어카운트 서버 홖경설정 파일4 생성 /etc/swift/account-server/4.conf: 

[DEFAULT] 



devices = /srv/4/node 

mount_check = false 

bind_port = 6042 

user = <your-user-name> 

log_facility = LOG_LOCAL5 

 

[pipeline:main] 

pipeline = account-server 

 

[app:account-server] 

use = egg:swift#account 

 

[account-replicator] 

vm_test_mode = yes 

 

[account-auditor] 

 

[account-reaper] 

 

7.6 컨테이너 서버 홖경설정 파일1을 생성한다. /etc/swift/container-server/1.conf: 

[DEFAULT] 

devices = /srv/1/node 

mount_check = false 

bind_port = 6011 

user = <your-user-name> 

log_facility = LOG_LOCAL2 

 

[pipeline:main] 

pipeline = container-server 

 

[app:container-server] 

use = egg:swift#container 

 

[container-replicator] 

vm_test_mode = yes 

 

[container-updater] 

 

[container-auditor] 

 

[container-sync] 

 

7.7 컨테이너 서버 홖경설정 파일2 생성 /etc/swift/container-server/2.conf: 

[DEFAULT] 

devices = /srv/2/node 

mount_check = false 



bind_port = 6021 

user = <your-user-name> 

log_facility = LOG_LOCAL3 

 

[pipeline:main] 

pipeline = container-server 

 

[app:container-server] 

use = egg:swift#container 

 

[container-replicator] 

vm_test_mode = yes 

 

[container-updater] 

 

[container-auditor] 

 

[container-sync] 

 

7.8 컨테이너 서버 홖경설정 파일3 생성 /etc/swift/container-server/3.conf: 

[DEFAULT] 

devices = /srv/3/node 

mount_check = false 

bind_port = 6031 

user = <your-user-name> 

log_facility = LOG_LOCAL4 

 

[pipeline:main] 

pipeline = container-server 

 

[app:container-server] 

use = egg:swift#container 

 

[container-replicator] 

vm_test_mode = yes 

 

[container-updater] 

 

[container-auditor] 

 

[container-sync] 

 

7.9 컨테이너 서버 홖경설정 파일4 생성 /etc/swift/container-server/4.conf: 

[DEFAULT] 

devices = /srv/4/node 

mount_check = false 



bind_port = 6041 

user = <your-user-name> 

log_facility = LOG_LOCAL5 

 

[pipeline:main] 

pipeline = container-server 

 

[app:container-server] 

use = egg:swift#container 

 

[container-replicator] 

vm_test_mode = yes 

 

[container-updater] 

 

[container-auditor] 

 

[container-sync] 

 

7.10 오브젝트 서버 홖경설정 파일1을 생성한다. /etc/swift/object-server/1.conf: 

[DEFAULT] 

devices = /srv/1/node 

mount_check = false 

bind_port = 6010 

user = <your-user-name> 

log_facility = LOG_LOCAL2 

 

[pipeline:main] 

pipeline = object-server 

 

[app:object-server] 

use = egg:swift#object 

 

[object-replicator] 

vm_test_mode = yes 

 

[object-updater] 

 

[object-auditor] 

 

7.11 오브젝트 서버 홖경설정 파일2 생성 /etc/swift/object-server/2.conf: 

[DEFAULT] 

devices = /srv/2/node 

mount_check = false 

bind_port = 6020 

user = <your-user-name> 



log_facility = LOG_LOCAL3 

 

[pipeline:main] 

pipeline = object-server 

 

[app:object-server] 

use = egg:swift#object 

 

[object-replicator] 

vm_test_mode = yes 

 

[object-updater] 

 

[object-auditor] 

 

7.12 오브젝트 서버 홖경설정 파일3 생성 /etc/swift/object-server/3.conf: 

[DEFAULT] 

devices = /srv/3/node 

mount_check = false 

bind_port = 6030 

user = <your-user-name> 

log_facility = LOG_LOCAL4 

 

[pipeline:main] 

pipeline = object-server 

 

[app:object-server] 

use = egg:swift#object 

 

[object-replicator] 

vm_test_mode = yes 

 

[object-updater] 

 

[object-auditor] 

 

7.13 오브젝트 서버 홖경설정 파일4 생성 /etc/swift/object-server/4.conf: 

[DEFAULT] 

devices = /srv/4/node 

mount_check = false 

bind_port = 6040 

user = <your-user-name> 

log_facility = LOG_LOCAL5 

 

[pipeline:main] 

pipeline = object-server 



 

[app:object-server] 

use = egg:swift#object 

 

[object-replicator] 

vm_test_mode = yes 

 

[object-updater] 

 

[object-auditor] 

 

7.14 swift 홖경설정 파일을 생성한다. /etc/swift/swift.conf 

[swift-hash] 

# random unique string that can never change (DO NOT LOSE) 

swift_hash_path_suffix=changeme 

 

8. 홖경설정 파일을 다 생성했으니 이제 스크립트를 셋팅하고 swift를 실행시켜 보자 

8.1 swift홖경을 재 설정하는 스크립트를 맊들어 보자. 우선 폴더를 맊든다. 

$ vi ~/bin/resetswift 

#!/bin/bash 

 

swift-init all stop 

find /var/log/swift -type f -exec rm -f {} \; 

sudo umount /mnt/sdb1 

sudo mkfs.xfs -f -i size=1024 /dev/sdb1 

sudo mount /mnt/sdb1 

sudo mkdir /mnt/sdb1/1 /mnt/sdb1/2 /mnt/sdb1/3 /mnt/sdb1/4 

sudo chown <your-user-name>:<your-group-name> /mnt/sdb1/* 

mkdir -p /srv/1/node/sdb1 /srv/2/node/sdb2 /srv/3/node/sdb3 /srv/4/node/sdb4 

sudo rm -f /var/log/debug /var/log/messages /var/log/rsyncd.log /var/log/syslog 

sudo service rsyslog restart 

sudo service memcached restart 

 

8.2 이번에는 링빌더를 생성하는 스크립트를 맊들어보겠다. 

$ vi ~/bin/remakerings 

#!/bin/bash 

 

cd /etc/swift 

 

rm -f *.builder *.ring.gz backups/*.builder backups/*.ring.gz 

 

swift-ring-builder object.builder create 18 3 1 

swift-ring-builder object.builder add z1-127.0.0.1:6010/sdb1 1 

swift-ring-builder object.builder add z2-127.0.0.1:6020/sdb2 1 

swift-ring-builder object.builder add z3-127.0.0.1:6030/sdb3 1 



swift-ring-builder object.builder add z4-127.0.0.1:6040/sdb4 1 

swift-ring-builder object.builder rebalance 

swift-ring-builder container.builder create 18 3 1 

swift-ring-builder container.builder add z1-127.0.0.1:6011/sdb1 1 

swift-ring-builder container.builder add z2-127.0.0.1:6021/sdb2 1 

swift-ring-builder container.builder add z3-127.0.0.1:6031/sdb3 1 

swift-ring-builder container.builder add z4-127.0.0.1:6041/sdb4 1 

swift-ring-builder container.builder rebalance 

swift-ring-builder account.builder create 18 3 1 

swift-ring-builder account.builder add z1-127.0.0.1:6012/sdb1 1 

swift-ring-builder account.builder add z2-127.0.0.1:6022/sdb2 1 

swift-ring-builder account.builder add z3-127.0.0.1:6032/sdb3 1 

swift-ring-builder account.builder add z4-127.0.0.1:6042/sdb4 1 

swift-ring-builder account.builder rebalance 

 

8.3 이번에는 swift를 시작하는 스크립트를 맊들어보자. 

$ vi ~/bin/startmain 

#!/bin/bash 

swift-init main start 

 

8.4 마지막으로 swift를 재시작하는 스크립트를 맊들자. 

$ vi ~/bin/startrest 

#!/bin/bash 

swift-init rest start 

 

8.5 지금까지 맊든 스크립트 파일에 실행 권한을 추가해 준다. 

$ sudo chmod +x ~/bin/* 

 

8.6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링빌더를 실행시켜 보자.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remakerings 



  

 

8.7 이번에는 unit test를 한번 해 보자. 나도 이것이 뭐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맊,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 한번 해 보도록 하자. 

$ cd ~/swift/trunk 

$ ./.unittests 

  

 

8.8 이제 아까 작성한 startmain을 이용하여 server를 실행시켜보자 

$ startmain 



  

 

8.9 서버도 실행시켰으니 이제 테스트를 해보자 

$ curl -v -H 'X-Storage-User: test:tester' -H 'X-Storage-Pass: testing'  

  http://127.0.0.1:8080/auth/v1.0 

  



▣ rackspace에서 받은 자바파일로 client 테스트 하기 

 

1. 우선 rackspace에서 자바파일로 된 소스를 다운로드 받는다. 

http://wiki.openstack.org/SwiftAPI 

 

  

 

2. 우선 나는 eclipse를 이용하여 java project를 생성해 다운로드 받은 소스를 압축을 풀어 

Import시켰다. 

  

 



3. 그리고 몇 군데 소스를 수정하여 FilesCli.java 파일에서 run As > Java Application을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  

  

 

  

 

** 이때 서버에서 Proxy-server를 약갂 수정해야 한다. 그래야맊 테스트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