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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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 생성하기 

먼저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객체를 생성해야 합니다. 왜냐면?? 인터페이스는 객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객채를 생성

할 때 SmartPointer를 이용하면 2가지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IXMLDOMDocument2Ptr pDoc;     // 선언 

 1) pDoc.createInstance(__uuidof(DOMDocument)); 

 2) pDoc=IXMLDOMDocument2Ptr(__uuidof(DOMDocument)); 

 

위와 같이 하면 간단하게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 필자는 주로 1번을 사용합니다 ;)  

 

 

2. IXMLDOMDocument2Ptr  

이 인터페이스는 MSXML 파서를 이용해서 DOM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XML 문서를 생성/조

작하는데 기본이 되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앞에서 배우셨죠? ^^) 

 

IXMLDOMDocument2Ptr pDoc=NULL;   // XML DOM 문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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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위에서 선언부에는 IXMLDOMDocument2 인데, 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_uuidof 매크로에 DOMDocument2가 

아니라 DOMDocument를 사용하는가?? 그건 필자도 잘 모르겠습니다. 필자도 초보이기 대문에 ^^;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

시죠~ 찾는 분에게는 +a의 지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  

 

 

3. IXMLDOMProcessingInstructionPtr  

이 인터페이스는 문서에 PI를 생성하는데 쓰입니다. PI가 먼지 모르시는 분들은 XML 서적을… ^^; 사용법은 아래 같이 ^^ 

 

 IXMLDOMProcessingInstructionPtr pPI=NULL;  // PI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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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oc->appendChild(pPI);    // PI를 XML Document에 추가 ;)  



 

그리고 PI의 추가는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저도 초보라서 ^^;; 필자는 젤 먼저만 해서 어떤 결

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모험심이 강하신 분은 시도를… :P 

 

 

4. IXMLDOMElementPtr  

MSXML 프로그래밍에서 Element는 Node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 반대도… 첨 해보시는 분들은 무지 혼동하실 줄 압니다. 

필자도 처음 할 때는 그거나 그거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용도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현재 element를 추가하거

나 단순검색(selectSingleNode)에서는 IXMLDOMElement만 사용하면 됩니다 ;)  

 

 IXMLDOMElementPtr pElement=NULL;    // Element 선언 

 pElement=pDoc->createElement(L”nick”);   // “nick”이라는 Elment 생성 

 pDoc->appendChild(pElement);    // XML문서에 element 추가 

 

간단하게 element가 추가되지요? ^^; 대부분의 순서를 보면 “선언 -> 생성 -> 추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생각하고 프로그래밍 하면 즐거운 나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 ^^;; 

 

 

5. IXMLDOMTextPtr  

이제 TextNode를 알아볼까요? TextNode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element의 값입니다. <nick>wiluby</nick>에서 “wiluby”가 

바로 TextNode가 되지요 ^^; 코드로 옮겨 볼까요? 

 

 IXMLDOMTextPtr pText;   // XML Text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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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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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pElement는 앞 절에서 생성한 element입니다 ;) ^^ 소스를 쭈욱~ 연결해서 코딩하시면 되겠죠? ^^ 

 

어떠세요? 이정도면 간단한 XML 문서 정도는 생성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생성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XML 문서를 많이 

이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몇가지는 더 배우셔야 합니다. (사실 거의 다 아셔야지 된다는…) 

 

 

6. XML 문서 읽기와 저장하기 

이제부터 만들어진 문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load()와 save() 메소드를 아셔야 합니다 ☺ 그래야 읽고 저장을 하겠죠? 

 

우선 XML 문서를 읽어오는 load() 메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load(const _variant_t &) 

 

아~ xml 파일을 variant 형으로 받네요.. ^^; 간단하게 test.xml 파일이 c:\에 있다고 가정하고 해보겠습니다. 

 

 pDoc->load((_variant_t)”c:\\test.xml”); 



 

간단하게 읽어오겠죠? C:\test.xml 파일이 존재하면 아주 잘 읽어 들입니다 ;) 물론 여기서는 에러처리를 하지않았습니다. 

해당 파일이 존재하지 않더라고 에러 메시지 없이 아주 잘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에러를 처리하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이 

FAILED 메크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 

 

 HRESULT hr=pDoc->load((_variant_t) ”c:\\test.xml”); 

 if(FAILED(hr)) {   // load 실패하면.. 

  … 에러 처리 … 

 } 

 

이 문서에서는 에러 처리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메소드들은 반환값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하실 때는 꼭! 에

러 처리를 해주셔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읽어오는 것을 알았으니 저장하는 법을 알아야 겠죠? 저장은 save()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Save() 메소드를 볼까요? 

 

 save(const _variant_t &) 

 

아~ save() 메소드도 load()메소드와 똑같이 variant형을 받네요 ^^;; 그러면 다음과 같이 탁탁탁~~ *타이핑 소리* 

 

 pDoc->save((_vaiant_t)"c:\\result.xml"); 

 

c:\result.xml 파일로 결과값을 저장합니다 ☺ 어떻습니까?? 쉽지 않나요? 아마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무리없이 이 

부분까지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 

 

 

7. 노드 검색하기(XPath이용) 

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 XML문서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검색이 중요하니깐요? 그렇겠

죠? 저도 처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선 검색을 위한 예제 XML을 봐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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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C> 

  <Nick SN=”001” SEX=”M”>wiluby</Nick> 

  <Nick SN=”002” SEX=”M”>darkduck</Nick> 

</IRC> 

 

앞에 예제를 딱 보시면 느낌이 오나요? 아~ 저분 딱 아셨네 ☺ 바로 앞에서 제가 적어논 예제에 Attribute를 약간 추가를 

한 것입니다. 보시면 ”Nick” element에 “SN”과 “SEX”라는 attribute가 보이죠? 이 절에서 이용해야되기 때문에 추가한 것

입니다 ;) ^^; 단순검색과 확장검색으로 나누어 알려드리겠는데요. 별의미 없습니다 ^^;;; 뭐 대단한게 있는가 본데라고 생

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 ^^ 

 

1) 단순검색 

단순검색이라고 제가 부른 것은 단순히 element를 검색하는 법을 나타냅니다. 물론 형식은 XPath를 써야되지만요. 



필자가 XPath의 X자만 알기 때문에 몇가지밖에 잘 모릅니다 ;) 6^^ 

 

우선 검색에는 두가지 메소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IXMLDOMNodeList * selectNodes(XPath String) // 찾으려는 노드를 모두 반환 

 IXMLDOMNode * selectSingleNode(XPath String) // 찾은 노드 단 하나만 반환 

 

앞에와 같이 찾아서 반환하는 갯수가 틀린 메소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반환형태가 

IXMLDOMElement가 아니라 IXMLDOMNode 나 IXMLDOMNodeList 형태입니다. 

 

그리고 대충 설명을 하면 Element는 Node의 확장 인터페이스입니다. Element나 ProcessingInstruction은 특성을 구

성할 때 쓰이며, Node는 문서의 트리 형태를 구성할 때 쓰입니다. 사용되는 것을 보면 IXMLDOMElement 인터페이스

는 간단한 element의 생성 등에 쓰이고, IXMLDOMNode 인터페이스는 주로 element의 검색 및 조작에 쓰입니다. (음

… 뽀록으로 배운거라 ㅡㅡ;;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넙죽*) 

 

그러면 이제 element만을 검색하기 위한 XPath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lement    <<- 풀어쓰면 무지 복잡한 문장이 된답니다. 선배의 말씀 ㅡㅡ; 

 

하하~ 너무 쉽죠? “//”에다가 찾을 element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Nick”이라는 element 하나를 

찾아라! 

 

 IXMLDOMElementPtr pElement=NULL; 

pElement=pDoc->selectSingleNode(L“//Nick”); 

 

이렇게 됩니다 ;) pElement에는 맨 먼저 찾은 노드가 들어가 있겠죠? 만약 찾은 노드가 없다면? pElement는 NULL값

을 가지게 됩니다 ^^; 

 

그러면 이번에 “Nick”이라는 노드를 다 찾아 볼까요? 반환되는 값은 Node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IXMLDOMNodeList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IXMLDOMNodeListPtr pNodeList=NULL; 

 pNodeList=pDoc->selectNodes(L”//Nick”); 

 

아하하~ 이려면 “Nick”을 가진 노드 모두를 찾습니다 ;)  

 

그런데 몇 개의 노드를 찾았는지 궁금하시죠? 

 

 long lCount=pNodeList->Getlength(); 

 

이렇게 Getlength() 메소드를 사용하면 long형으로 찾은 갯수를 반환해 줍니다 ;) ^^; 

 



근데 찾은 노드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아~ 이런… 그럼 배운것이 말짱 꽝!이죠~ 

그럼 예제로 처음 만들었던 TestXML 프로젝트에 추가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CTestXMLDlg 클래스에 OK버튼에 

대한 OnOK() 메소드를 다음과 같이 copy&paste 합니다 ;) ^^ 

 

void CTestXMLDlg::OnOK()  

{ 

 IXMLDOMDocument2Ptr pDoc=NULL;    // XML Document 선언 

 IXMLDOMNodeListPtr pNodeList=NULL;   // 찾은 노드가 저장될 인터페이스 

 CString strTmp="";      // 임시 저장 변수 ☺ 

 long lCount=0,lTotal=0;      // 루프에 쓰일 변수, 찾은 노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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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oc->load((_variant_t)"c:\\test.xml");  // 아까 보여드린 예제를 c:\test.xml 로 저장 ^^ 

 

 pNodeList=pDoc->selectNodes(L"//Nick");  // “Nick” element는 다 찾아라 

 

 lTotal=pNodeList->Getlength();   // 몇 개를 찾았나? 

  

 while(lCount<lTotal)    // 찾은 갯수만큼 루프를 돌려라~ 

 { 

  strTmp+=(LPCTSTR)pNodeList->Getitem(lCount++) ->GetnodeName(); 

  strTmp+="\n"; 

  // 위 두줄은 찾은 노드를 인덱스로 검색을 하면서 노드 이름을 strTmp 변수에 추가합니다 ;)  

 } 

 

 AfxMessageBox(strTmp);    // 찾은 노드 이름을 메시지 박스에 보여줌 

} 

 

실행을 시키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 ^^ 

 

 
 

이렇게 표시되죠? ^  ̂ 참 자알~ 하셨습니다~ ^  ̂

 

2) 확장검색 

확장검색은 단순검색이랑 사용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보시는 분들은 초보자라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ㅡㅡ; 저처럼… (물론 저보다는 잘 하시겠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element 이름만으로 검색하는 것을 넘어서 attribute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제는 단순하게 한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고요? 앞에서 배운 단순검색 예제와 다

른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ㅡㅡ; 

 

우선 attribute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사용을 하려면 IXMLDOMNamedNodeMap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시

겠죠? ^^ (그냥 그렇다고 끄덕이고 지나가세요~ ^^) 

 

void CTestXMLDlg::OnOK()  

{ 

 IXMLDOMDocument2Ptr pDoc=NULL;    // XML Document 선언 

 IXMLDOMNamedNodeMapPtr pNodeMap=NULL;  // for attribute 

 IXMLDOMNodeListPtr pNodeList=NULL;   // 찾은 노드들 

 IXMLDOMNodePtr pNode=NULL;    // 찾은 노드들 하나씩(뒤에 설명) 

 CString strTmp=""; 

 long lCount=0,lTotal=0;      // 노드들에 대한 갯수 관련 

 long lTotalAttr=0,lCountAttr=0;     // attribute에 대한 갯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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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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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odeList=pDoc->selectNodes(L"//Nick");   // “Nick” 노드들 모두 찾기~ 

 

 if(pNodeList) { 

  lTotal=pNodeList->Getlength();   // 검색된 노드의 총 갯수 

  while(lCount<lTotal)    // 루프를 돌리자~ 

  { 

   pNode=pNodeList->Getitem(lCount++); // lCount 번째 노드를 선택 

   pNodeMap=pNode->Getattributes();  // 해당 노드의 attribute 목록 선택 

 

   lCountAttr=0; 

   lTotalAttr=pNodeMap->Getlength(); // Total of Attribute 

   while(lCountAttr<lTotalAttr) 

   { 

    strTmp+=(LPCTSTR)pNode->GetbaseName(); // 현재 노드 이름 

    strTmp+=" = "; 

    // 아래는 해당 노드의 attribute name 

    strTmp+=(LPCTSTR)pNodeMap->Getitem(lCountAttr)->GetnodeName(); 

    strTmp+=" / "; 

    // 위에 attribute name에 해당 하는 attribute value(값) 

    strTmp+=(LPCTSTR)pNodeMap->Getitem(lCountAttr)->GetnodeValue().bstrVal; 

    strTmp+="\n"; 

    lCountAttr++; 



   } 

 

  } // lCount < l Total 

//  return S_OK; 

 } 

 

 AfxMessageBox(strTmp); 

} 

 

자자 실행시키시고 결과값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 이 예제는 “Nick” element 이름을 가진 모든 노드에 대해서 attribute를 표시하는 예제입

니다 ;) ^^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attribute value로 찾아봐야겠죠? 뭐 아시는 분들은 건너뛰세요~ ^^ 

 

 pNodeList=pDoc->selectNodes(L"//Nick");   // “Nick” 노드들 모두 찾기~ 

 

소스 중에서 윗 줄을 보시면 검색 조건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XPath의 형식을 대충 보시면 

 

 //elementname[@attributename=’attributevalue’] 

 

형식입니다 ;)  

 

전에 보여진 xml 예제를 가지고 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건1) element가 “Nick”이고, attribute name이 “SN” 중에서 “SN”의 값이 “2”인 노드들을 검색하기 

  Element name = Nick 

  attribute name = SN 

  attribute value = 2 

 검색식1) 위의 조건대로 검색식을 만들면 

  //Nick[@SN=’2’] 

  이 됩니다 :)  



     
 

 조건2) element에 상관없이, attribute name이 “SN” 중에서 “SN”의 값이 “1”인 노드들를 검색하기 

  Element Name = 모든것(*) 

  attribute name = SN 

  attribute value = 1 

 검색식2) 위의 조건대로 검색식을 만들면 

  //*[@SN=’1’] 

  이 됩니다 :)  

     
 

이제 검색에도 문제가 거의 없겠죠? ^^; 이정도면 웬만한 문서는 검색 및 조작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