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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허접 강좌는 3번에 걸쳐서 마무리될 것이며, 초보자를 위한 강좌입니다 ^^) 

 

필자는 XML은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XML 프로그래밍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초보 개발자이다. C++로 MSXML 파서를 

이용하여 XML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아주 쬐그만한 도움이라도 되고자 이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소개 

“XML Programming은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구현을 하더라도 잘 않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뭐.. 개

발자의 실수겠지만) 고된 정신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자는 자신에게 맞는 

XML 관련 Class를 만들어 XML 사용을 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그렇습니다 ㅡㅡ;) 

 

그러나 XML Programming을 C++ 구현을 하는 분들은 (필자처럼 어쩔 수 없이 C++로 해야만 하는 ㅡㅡ;) 관련 자료가 부

족하여 처음 시작할 때 많이 고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별로 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2. 준비물 

별 다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몇 가지만… 

 

MS XML SDK 4.0 

Visual C++ IDE 

여기서는 DOM Programming 할 것이므로 관련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ㅡㅡ; 

 

물론 위에 두개의 준비물은 대부분의 개발자 PC에는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 대부분 해당 분야를 개발할 때 

보통 관련 라이브러리들을 모두 설치해 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M$쪽 개발자라면 MSXML SDK 정도는 깔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저도 배울 때 깔았다는 전설(?)이… :P)  

 

 

3. 시작하기 

자~ 시작할까요? 아마도 정신(?)이 제대로 된 분들이라면 벌써 VC++ IDE 환경이 띄워져 있을 것이다.  (아닌가? 필자는 

그랬더랍니다 먼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ㅡㅡ;) 

준비가 됐으면 만들려는 해당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MFC Application을 만든다면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여기서는 MFC AppWizard(EXE)를 사용할 것입니다) 



 

넘어가다가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반드시 Step 2또는 3에서(프로젝트 마다 스텝이 다를 수 있다) “Automation”부분에 체크 

표시를 해야 합니다. Visual C++에서는 Automation을 이용해서 MSXML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아~ 참고적으로 여기서는 

Application Type을 Dialog Based로 프로젝트를 생성할 것입니다 ;P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으면 MSXML 파서를 이용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줘야 합니다.\ 



 

StdAfx.h 헤더 파일을 오픈해서 #endif 다음 줄에 위와 같이 2줄을 추가 해줍니다. 

 

#import <msxml4.dll> 

using namespace MSXML2; 

 

2번째줄은 namespace를 사용한다는 것이며, MSXML2::를 붙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옵션이라고 알아두세요.(사실 잘 몰

라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Namespace는 중요하니 관련 서적을 참고하길 ^^;) 

또한 automation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ClassWizard를 이용해서 wrapper class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SmartPointer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필자는 SmartPointer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것입니다. 스마트포인터를 잘 모르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읽어보세요. 스마트포인터를 사용하면 COM object들을 VB처

럼 사용하기 쉽게 해주고, 또 귀찮은 함수들(Query Interface 함수 등)을 일일이 호출하지 않아도 Interface를 얻어오는 것

도 알아서 다 해줍니다 ;) 아주 편하겠지요? ^^ 또한 SmartPointer는 각 인터페이스 이름에 Ptr를 붙이면 됩니다. 

  

Interface SmartPointer 

IXMLDOMDocument2 IXMLDOMDocument2Ptr 

IXMLDOMElement IXMLDOMElementPtr 

 

이제 XML 파서를 이용할 준비는 모두 되었습니다 ;) 만약 자신을 못 믿겠다면 지금 당장 F7 키를 눌러서 Build를 해보시

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Build 했을 때 에러가 없어야 되겠죠? 

 

아마 Build 결과창에는 다음과 같이 몇 줄이 출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Generating Code... 



Linking... 

TestXML.exe - 0 error(s), 0 warning(s) 

 

위와 같이 출력이 되지 않고 에러가 발생했다면 어딘가 잘못 타이핑을 하던가 ㅡㅡ; 환경이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보세요. 급하게 생각하시면 저처럼 스트레스로 고생할 수 있다는… 

 

 

4. 실전으로 맛 보기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다음 XML 문서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간단한 XML 문서를 생성하면, 

 

<?xml version="1.0" encoding="euc-kr"?> 

<IRC> 

  <Nick>wiluby</Nick> 

</IRC> 

 

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필자가 지금 바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이것이니 탓하지 마세요 ㅡㅡ; 

 

다음 코드에서 위 XML 문서 예제를 생성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TestXMLDlg::OnOK()함수를 아래처럼 바꾼니다. 

 

void CTestXMLDlg::OnOK()  

{ 

 IXMLDOMDocument2Ptr pDoc;  // XML Document 선언 

 IXMLDOMProcessingInstructionPtr pPI; // XML ProcessingInstruction 선언 

 IXMLDOMElementPtr pRootElement;  // XML Element 선언 

 IXMLDOMElementPtr pElement; 

 IXMLDOMTextPtr pText;   // XML Text 선언 

 

 pDoc.CreateInstance(__uuidof(DOMDocument)); // 인스턴스 생성 

 pPI=pDoc->createProcessingInstruction(L"xml",L"version=\"1.0\" encoding=\"euc-kr\""); // PI 생성 

 

 pRootElement=pDoc->createElement(L"IRC"); // Root element 생성 

 pElement=pDoc->createElement(L"Nick"); // "Nick" element 생성 

 pText=pDoc->createTextNode(L"wiluby"); // "wiluby" text element 생성 

 

 pDoc->appendChild(pPI);   // ProcessingIsntruction 추가 

 pElement->appendChild(pText);  // text element를 "Nick" element에 추가 

 pRootElement->appendChild(pElement); // "Nick" element를 root element에 추가 

 pDoc->appendChild(pRootElement);  // Root element를 문서에 추가 

 

 AfxMessageBox(pDoc->xml);  // XML 내용을 보자!! 

} // 이제 CTRL + F5 를 눌러 실행시킨 다음, OK 버튼을 눌르면 메시지 박스에 XML 내용이 보인다. 

 



참고로 XML 내용중에 PI 부분 중에서 encoding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만 보이지 않을 뿐 나중에 save() 

함수로 저장할 경우 정상적으로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필자처럼 encoding 부분이 없다고 몇 시간을 고생하지 말고 편하

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주석을 삽입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며. 대부분 문서를 만드는 순서는 

 

1) XMLDOM 인스턴스 생성 

2) PI 생성 

3) Root 노드 생성(Node랑 Element랑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 다만 사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 

4) 각 Node 생성 

5) 각 Node를 Root Node에 추가 

6) PI를 XMLDOM 에 추가 

7) Root Node를 XMLDOM 에 추가 

 

위와 같은 간단한(?) 순서에 따라서 XML 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명을 붙이자면 Node와 Element를 같게 보는 것은 용도만 다를 뿐 사용법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뒷 부분에 가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