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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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의 Text 값 바꾸기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아마도 잘 프로그래밍 하시고 계시리라 굳게 믿습니닷!! 혹시나 몰라서 ^^; <Nick>wiluby</Nick>에

서 “wiluby”라는 Text 값을 어떻게 바꿀까?? 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물론 MSXML SDK Help를 보시면 찾으실 수 있

지만 어디까지나 초보를 위해서~ ^^; 다음과 같이 예제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  

 

void CTestXMLDlg::OnOK()  

{ 

 IXMLDOMDocument2Ptr pDoc=NULL;    // XML Document 선언 

 IXMLDOMElementPtr pElement=NULL;    // 찾은 노드 

 

 IXMLDOMTextPtr p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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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oc->load((_variant_t)"c:\\test.xml");   // 전에 사용된 예제 파일~ ^^ 

 

 pElement=pDoc->selectSingleNode(L"//*[@SN='1']"); // attribute "SN" 값이 1인 노드 찾기 

 if(pElement) 

 { 

  pElement->Puttext(L"Changed");   // Text 값을 변경 ^^; 

 } 

 

 AfxMessageBox(pDoc->xml); 

} 

 

 기존에 있던 코드를 위와 같이 조금만 바꾼 다음에 실행을 시키시면 ;)  

 



 

  

자~ 첫번째 <Nick> element의 값이 “changed”로 바뀌였죠? ^^; 잘 하셨습니다~ *뿌듯~* 

 

 

2. Attribute 읽어오기 

Attrbiute 값을 읽어오는 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element에서 getAttribute() 메소드를 사용하거나, 

IXMLDOMNamedNodeMap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니, 대충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1) getAttribute() 메소드 

이 메소드는 IXMLDOMElement 인터페이스에 붙어있는 메소드입니다. 사용은 간단히 하실 수 있겠죠? 모르신다구요? 

아~ 이런… 그럼 또 보여드려야지용~ ^^; 

 

void CTestXMLDlg::OnOK()  

{ 

 IXMLDOMDocument2Ptr pDoc=NULL;    // XML Document 선언 

 IXMLDOMElementPtr pElement=NULL;    // 찾은 노드들 하나씩(뒤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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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oc->load((_variant_t)"c:\\test.xml");   // 전에 사용된 예제 파일~ ^^ 

 

 pElement=pDoc->selectSingleNode(L"//*[@SN='1']");  // attribute "SN" 값이 1인 노드 찾기 

 if(pElement) 

 { 

  // 찾은 노드의 attribute name이 “SEX”인 값 표시 

  AfxMessageBox((LPCTSTR)pElement->getAttribute(L"SEX").bstrVal); 

 } 

} 

 

이제 이해하셨죠? ^^; 

 

2) IXMLDOMNamedNodeMapPtr 

위에 노드 검색을 하실 때 attribute 검색을 배우셨죠? 그 때 IXMLDOMNamedNodeMap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셨을 것

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해당 노드의 모든 attribute를 가져와서 값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예제는 앞에 확장 검색 예제에서 보셨죠? 

 

pNodeMap=pNode->Getattributes(); // NodeMap에 pNode의 attribute들을 주입(?) 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pNodeMap은 당연히 IXMLDOMNamedNodeMap 인터페이스고요. pNode는 IXMLDOMElement

나 IXMLDOMNode 인터페이스입니다. ;)  

 

 

3. 만들어진 XML 문서를 이쁘게 만들기(XSLT) 

이제 어느 정도 모두 초보티를 벗으셨겠네요. ^^; 그러나 이것저것 혼자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XML문서를 만들어보

시면. 이 문서의 처음에서 예제로 만들어본 문서를 파일에 저장해보시면 아마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머가 다르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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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C> 

  <Nick>wiluby</Nick> 

</IRC> 

 

제시 했던 예제는 앞과 같은데 결과는 ㅡㅡ; 그냥 <IRC><Nick>wiluby</Nick></IRC>라고 나올 것입니다. 한줄로… 

솔직히 한줄로 나오면 보기 싫죠… 물론 이렇게 짧은 XML 문서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약간이라도 큰 문서들은 보기가 

싫어질 것입니다. 바로 indent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간의 팁을 실어드리겠습니다 ^^; 

 

바로 XSLT 를 사용하시면 문서를 아주 곱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해당 함수를 보여드리죠. 하지만 XSLT 파일이 하

나 필요합니다. Indent.xsl 파일입니다. 두개다 소스를 보여드릴께요. 약간 허접하기는 하지만 소스는 그대로 copy&paste 

합니다. 에러 처리하는 부분은 대충 제거 했습니다 ;> 아마두 아래 소스는 그냥 가져다 쓰시게 될 것입니다. 고칠 곳이라

고는 에러처리하는 부분뿐일 것입니다 ^^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식) Transform(입력파일, 출력파일); 

 예제) Transform(L”c:\\test.xml”,”c:\\result.xml”); 

 

HRESULT Transform(BSTR bsInputXMLFile, BSTR bsOutputXMLFile) 

{ 

 IXMLDOMDocumentPtr pXML=NULL;  // 원래 문서 



 IXMLDOMDocumentPtr pXSL=NULL;  // 스타일 쉬트~ 

 IXMLDOMDocumentPtr pResult=NULL; 

 HRESULT hr=S_OK; 

 

 try 

 { 

  hr=pXML.CreateInstance(__uuidof(DOMDocument)); // 문서 불러오기 

  pXML->put_async(VARIANT_FALSE); 

  pXML->load((_variant_t)bsInputXMLFile); 

 

  hr=pXSL.CreateInstance(__uuidof(DOMDocument)); 

 

  // 쉿~타일 시트 불러오기 

  pXSL->put_async(VARIANT_FALSE); 

  pXSL->load((_variant_t)”indent.xsl”);   // 파일 경로에 주의 하세요!!! 

  hr=pResult.CreateInstance(__uuidof(DOMDocument)); 

  if(FAILED(hr)) { 

   return E_FAIL; 

  } 

  VARIANT vObject; 

  VariantInit(&vObject); 

  vObject.vt=VT_DISPATCH; 

  vObject.pdispVal=pResult; 

  hr=pXML->transformNodeToObject(pXSL,vObject); // 변환하기~ 

  if(FAILED(hr)) {     // 에러 처리 

   return E_FAIL; 

  } 

  // 변환 완성 저장하기 

  pResult->save((_variant_t)bsOutputXMLFile); 

 } 

 catch(_com_error &e) { 

  return E_FAIL; 

 } 

 return S_OK; 

} 

 

저는 위 함수를 그냥 쓰고 있는데요. 아주 유용합니다. 

 

아~ 하나 더 있어야겠죠? XSLT 파일 ;) 이 파일은 제 선배가 만든 것입니다 ;) (Darkness라고 ^^ 한 프로그래밍하시는 형

이죠 ;) + 잘생겼어요~ ㅋㅋㅋ) 

다음 내용은 indent.xsl 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위에 소스에 이 파일의 경로를 제대로 지정해 주세요. 아니면 변환이 않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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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ited by HyoungMoon, Lee               --> 

<!--    Copyright ⓒ OCI 정보통신㈜               --> 

<!--    darkness@ocic.co.kr                     --> 

<!--                                            --> 

<!--    indent for XSLT (ver 0.1.2)             --> 

<!-- Last Update : 2002.09.25    --> 

<xsl:stylesheet version="1.0" xmlns:xsl="http://www.w3.org/1999/XSL/Transform"> 

 <xsl:output method="xml" encoding="euc-kr" indent="yes"/> 

 <xsl:template match="*"> 

  <xsl:element name="{name(.)}"> 

   <xsl:apply-templates select="@*"/> 

   <xsl:if test="child::* or child::text()"> 

    <xsl:apply-templates/> 

   </xsl:if>  

  </xsl:element> 

 </xsl:template> 

 <xsl:template match="@*"> 

  <xsl:attribute name="{name(.)}"> 

   <xsl:value-of select="."/> 

  </xsl:attribute> 

 </xsl:template> 

 <xsl:template match="processing-instruction()"> 

  <xsl:copy-of select="."/> 

 </xsl:template> 

 <xsl:template match="comment()"> 

  <xsl:comment> 

   <xsl:value-of select="."/> 

  </xsl:comment> 

 </xsl:template> 

</xsl:stylesheet> 

 

 

4. 끝마치며… 

상당히 허접하게 대충대충 MSXML SDK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적어왔는데, 아마두 이게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

도 많을 꺼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이 정말 XML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고생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리저리 문서를 뒤적이다가… 이제야 좀 적응이 되어서, 이거라도 다른 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문서를 작성

해 올려봅니다. 

다른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꾸벅* 

 

질문은 메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한가지 필자도 초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질문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