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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에서의 마이그레이션
이 문서는 BI 컨설팅 정보통신연구소의 하동욱 님이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지에 기고하
셨던 글을 허락받아 재편집 한 것 입니다.
자바라는 언어의 가장 큰 특징중에 하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플랫폼에서라
도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점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Write Once Run Anywhere(WORA)
라고 부른다. class 파일의 내부에서도 텍스트 인코딩을 전부 UTF-8로 하며 실행되는 플
랫폼에 관계없이 Big-Endian으로 연산하는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프로그래머가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자바는
WORA 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언어이지 알아서 WORA 코드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이다.
마이그레이션이란 서로 이질적인 환경에서 한 환경의 프로그램이 다른 환경으로 이식
되는 것을 말하는데 WORA 의 특징을 가지는 네트워크 지향언어 자바에서는 상황이 어
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Version compatibility
현재 많은 자바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왔고 만들어졌으며 또 만들어질 것이다. 이 자바프
로그램들은 각자 환경에 맞는 자바버전으로 만들어졌으며 자바의 버전이 높아짐에 따
라 약간은 프로그래머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Java 2 SDK 1.3 에 포함된 표준 확장 라이브러리인 javax.naming.* 패키지나
javax.sound.* 패키지의 경우 하위버전의 자바 런타임에서 작동하게 하고 싶다면 확장
라이브러리를 따로 설치하여야만 한다.
Java 1.1 로 작업한 코드를 Java 2 환경에서 쓰고 싶다고 했을 때 메소드가 deprecated 되
었는지를 체크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코드를 그대로 Java 2에서 사용한다면 실행은 가능
하지만 안정적인 동작이나 기대했던 동작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Java 1.1 에서도 돌릴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을 Java 2 로 만들고 있다면 그 메소드가
Java 1.1에서 지원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체크 해야만 한다. 이런 메소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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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성능향상이나 기능추가가 목적이 되는데 다음과 같이 대처해주어야 한다.
try
{
g.drawPolyline(xPoints, yPoints, numPoints); //1.1 API
} catch (NoSuchMethodError e)
{
g.drawPolygon(xPoints, yPoints, numPoints); //1.0 equivalent
}
이 경우는 신버전의 drawPolyline() 메소드가 없는 자바런타임 환경이라면 구버전에서
지원되는게 확실한 drawPolygon() 메소드를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deprecated 된 메소드를 사용할 경우라면 이 메소드를 오버 라이딩하는 방법도 있다. 그
래서 그 메소드의 몸체에 대신 써야 할 메소드를 호출해주면 1.0이든 1.1이든 Java 2 든 모
두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된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deprecated */
public Dimension preferredSize()
{// deprecated 된 메소드에서 수정된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리턴값을 다시 리턴.
return getPreferredSize();
}
public Dimension getPreferredSize()
{
// 적절한 크기를 가지는 Dimension 객체를 리턴.
}

내부 프로토콜 차이
객체를 직렬화하는 프로토콜은 Java 1.1 과 Java 2 가 서로 다르다. 즉, 호환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만약 Java 1.1 에서도 사용해야만 하는 코드이거나 Java 1.1로 된 프로그램과 데
이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면 Java 2 에서는 다음과 같은 메소드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
성해야 한다.
ObjectOutputStream.useProtocolVersion()
그 예는 다음과 같다.
outStream.useProtocolVersion(ObjectStreamConstants.PROTOCOL_VERSIO
N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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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ObjectStreamConstant.PROTOCOL_VERSION_1 (default in 1.1)
ObjectStreamConstant.PROTOCOL_VERSION_2 (default in 1.2)

클래스 포맷
Java 2 로 올라오면서 클래스 포맷의 버전이 올라갔다. 그래서 Java 2 이전 클래스파일들
이 간혹 Java 2 환경에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Java 2에서
다시 그 소스파일을 재컴파일 해주는 수밖에는 없다.
다음 프로그램을 Java 1.1과 Java 2 SDK 1.2, Java 2 SDK 1.3 에서 실행시켜보면 각각 45.3
버전과 46.0, 47.0 버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import java.util.*;
public class PropertyTest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System.out.println("java.class.version :
"+System.getProperty("java.class.version"));
}
}

JIT 유무
그리고, JIT 유무가 문제될 수 있다. 어떤 버그가 있어서 무한루프를 도는 스레드가 존재
했을 때 JIT가 없는 환경에서는 문제가 없어보일 수도 있다. 이는 무한루프를 도는 코드
자체가 늘상 번역되면서 느리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JIT 가 있는 환경으로 옮겨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무한루프 스레드는 CPU를
독점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마우스입력이나 키입력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사전에 충분한 디버깅이나 프로파일링을 하는 것이
안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Layout 문제
AWT 에서 LayoutManager를 쓰지 않거나 XYLayout 같은 것을 쓰면 문제가 생긴다. nati
ve 컴포넌트들의 크기는 전부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XYLayout 등으로 꼭
짜여진 레이아웃은 반드시 다른 플랫폼에서 컴포넌트들이 삐뚤빼뚤하게 자리하게 될
것이다. Java의 LayoutManager를 쓰는게 좀 까다롭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익숙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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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편리하다. 게다가 Swing에서 추가된 LayoutManager 들을 사용하거나 조금 신경써
서 GridBagLayoutManager를 사용하면 원하는 Layout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글자크기가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라면 역시 플랫폼마다 사용되는 폰트의 글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FontMetrics 의 stringWidth(String) 메소드등을 써서 정확한 길이
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TextField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윈도우즈에
서는 XYLayout을 써서 예쁘게 맞췄다고 해도 Linux 등에서는 글자가 거의 안보이는 사
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LayoutManager 가 괜히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를 피해가고
싶다면 Swing 과 많이 친해지는 것이 좋다.

AWT와 Swing을 같이 써야 할 경우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실행환경에서 AWT와 Swing 모두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경
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AWT로 작성된 코드를 나중에 Swing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 Swing이 AWT 컴포넌트들의 메소드들과 사용법이 거의 같지만 다른 경
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AWT 나 Swing 컴포넌트들을 사용하지 말고 이들 컴포넌트들을 상
속하거나 포함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AWT 와 Swing의 컴포넌트를
상속하거나 포함하는 나름의 컴포넌트를 각각 만들어 사용하면 로직상으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도 AWT와 Swing 양쪽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게 된다.

Swing 도 Java 1.1 에서 쓰는것과 Java 2 에서 쓰는게 다르다.
Swing은 애초에 Core API 로 개발되던 것이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Standard Extensio
n API가 되었다. 그래서 Java 1.1에서 사용할 수 있는 Swing 과 Java 2 에 포함된 Swing 에
는 필연적으로 차이점이 존재한다. Java 1.1에서도 실행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을 Java 2에
서 개발하고 있다면 Java 1.1 용 Swing 에 사용하고자 하는 메소드나 생성자가 있는지 또
패키지이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고 들어가야 한다.
게다가 JDK 1.2.2 에는 새로이 Swing 1.1 이 포함되었다. 대표적으로 JTabbedPane 의 Tab
에 html 코드로 된 label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만약 JDK 1.2.1 이하 버전을 사
용한다면 이러한 추가되거나 바뀐 API나 기능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툴 옵션의 차이
Java 1.1 에서 Java 2 로 가면서 많은 툴의 사용법이 달라지거나 기능이 추가되거나 툴 자
체가 늘어나가나 아예 툴의 이름이 달라진 경우도 생겼다. 만약 실행옵션에 이러한 툴의
사용이 전제된다면 다른 플랫폼에서 실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 예로 javac 툴을 보면 컴파일을 해야만 하는 Servlet 이나 JSP의 경우 원래 Javac 코드
가 기본클래스패스에 포함되어 있던 Java 1.1과는 달리 Java 2 는 기본클래스패스에 포함
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tools.jar 파일을 명시적으로 클래스패스에 명시해주어야만 하

JSTORM

<6/9>

자바에서의 마이그레이션
Revision: <1.0>

Issued by: <하동욱>
<2001/01/05>

는 차이점이 있다.
게다가 특정OS용 JRE에는 다른 OS용 JRE에는 없는 추가옵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
다. 이런 옵션을 사용하면 다른 OS의 JRE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하므로 사용에 주의를 요
한다.

유닉스의 홈 디렉토리 '~'
각 OS의 특정 기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유닉스에서 자기계정
의 홈 디렉토리를 뜻하는 '~'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은 유감스럽게도 JRE 가 full
path 로 해석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홈패스 입력을 요구 받았을 때 이런 패스를
입력값으로 집어넣으면 프로그램동작이 기대와 다르게 될 수도 있게 된다.
물론 이 해석은 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맨드라인 입력으로 받았다면 해석된 값이
JRE 에게 전달되겠지만 셸을 통해 받지 않고 GUI 상에서 입력받거나 네트워크로 입력받
았다면 이 값은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게 된다.

권한문제
어떤 OS는 사용자를 여러 명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접근권한에 대한 세팅이
이루어진다. 이런 접근권한의 세팅은 사용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없는 상황
을 만들기도 하는데 윈도우즈에선 잘 돌아가던 자바프로그램이 유닉스에서는 윈도우를
만들 수 없다는 이상한 메시지를 내며 실행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유닉스의 X-Window 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는 유저들에게 발생하는데 xhost 로 권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윈도우 프로그램을 띄울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는 권한
을 풀 수 있는 관리자가 조절해주는 수 밖에는 없다.

스레드 실행속도 문제
스레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플랫폼마다 제각각 다르다. 만약 애니메이션 등을 구현
할 때 sleep() 메소드를 이용해서 조율했다면 이는 다른 플랫폼에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
킬 것이다. 그림이 화면에 그려지는 속도는 전적으로 OS 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에
의지해서 코딩한다면 다른 플랫폼에서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채 돌아가는 애니메이션
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플랫폼별로 존재하는 Java 런타임의 버그
자바 런타임 들은 다양한 OS위에 존재하며 또 나름대로 다양하고 독창적인(?) 버그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리눅스는 아직 Java 2 SDK 1.3 이 나오지 않았다 . 이
전 버전의 Java 2 런타임은 아직까지 AWT쪽에 문제를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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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지 않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방법으로 가져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만 동작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다른 키 조작이나 마우스조작을 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는 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우회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CR/LF 와 UDP 통신을 할 때 받는 데이터가 플랫폼마다 다를 수
있다 .
윈도우는 줄 갱신을 할 때 CR/LF를 다 쓴다. 하지만 유닉스는 CR만 쓰며 매킨토시는 LF
만 쓴다. 다행히 java.io 패키지의 Reader류 클래스들은 이 문제에 훌륭하게 대처하고 있
지만 나름대로 코딩을 해서 IO를 처리한다면 실행되는 플랫폼의 특성에 잘 대처할 수 있
도록 코딩해야 한다.
또 자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UDP를 통해서 서버와 클라이언
트가 데이터그램 패킷을 주고 받을 때도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 자바프로그램끼리만 통
신할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한쪽이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라면 Big-Endian 프로세서냐
Little-Endian 프로세서냐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뒤집어서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고려를 해두기 바란다.

플랫폼마다 다른 구분자
자바에서는 패스 구분자로 '/'가 디폴트로 쓰일 수 있다. 윈도우즈에서는 '\'도 쓰일 수 있
지만 유닉스에서는 '/'만 사용가능 하므로 코드를 짤 때도 전부 '/'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지 않고 java.io.File.separator를 사용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결론
이 글을 읽는 독자는 혹시 Java 가 WORA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걱
정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Java 는 이미 WORA 언어로서 널리 입증이 되어 있
는 상태이다. 필자도 이미 리눅스에서 네트워크 서버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를 Window
NT 와 Solaris 에서 아무런 수정없이 돌리면서 작업해보았다. 문제는 WORA를 구현하는
프로그래머에게 있는 것이다. 해당 플랫폼에 대한 이해 없이 그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프
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NT에서 Solaris 로 자바프로그램을 이식한 예가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Java 가 WORA를 지원하는 훌륭한 언어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meangene.com/java/por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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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m . s u n . j a v a . s w i n g과 j a v a x . s w i n g의 2가지 Swing 버 전?

스윙을 공부한지 얼마 되지않은 독자는 잘 모르시겠지만 초창기부터 써오시던 분들은 com.sun.ja
va.swing 이라는 패키지를 기억하실 것이다. 외국프로그램중에도 가끔 오래된 것들은 이런 패키지
를 사용하도록 코딩 되어 있다. 왜 같은 스윙을 다른 패키지이름으로 만든 것일까? 여기에는 비하
인드 스토리가 있다.
Swing은 JDK1.2 개발과 같이 출발하였지만 배포는 따로 이루어졌다. 그 당시 여기저기 난립된 컴
포넌트들로 UI 컴포넌트 셋에 대한 표준화요구가 강하게 일었다. 이때 Netscape 개발자들과 같이
썬에서 개발한 것이 Swing이다. 이때는 웹브라우저에서의 보안문제 때문에 com.sun.java.swing
이라는 패키지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나중에 java.awt.swing 으로 바꾼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
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Swing 이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설 때쯤 썬에서는 JDK1.
2 베타버전에서 Swing을 java.awt.swing.* 으로 해서 발표했는데 이미 Swing 은 자바개발자들에
게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기존 개발자들과 Swing개발자들이 이미 개발되거나 개발중인 프
로젝트에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요청했고 결국은 JDK1.2beta4 에서는 애초의 패키지이름인 com.s
un.java.swing.* 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다가 일반 프로그래머들이 core API인 Swing이 com.* 으로 시작하는 패키지이름을 가진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반발해서 결국 썬은 고육지책으로 Swing을 standard extension 으로 간주해서
패키지이름을 javax.swing.* 으로 짓고 JDK1.2 FCS (First Customer Shipment) 버전에 넣기로
했다.
Swing을 일찍 배포한 덕에 표준으로 자리잡는데는 성공했지만, JDK1.2 에 Swing을 core API로 넣
는데는 실패한 셈이다. 물론, 다음 major upgrade에서는 core로 넣는다고 하지만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출처 : 마이크로 소프트웨어(www.ma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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