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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과 자바의 연결  
 

JDK 1.1이나 곧 발표될 JDK 1.2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CORBA 에 관한 언급만 있지 COM

에 관해서는 그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첫

째는 COM자체가 윈도우라는 하나의 단일 플랫폼에 종속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플랫

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자바의 사상에 맞지 않는다.  유닉스상에 COM이 이식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UNIX에서는 CORBA라는 또 다른 표준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

로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COM이 유닉스상에 널리 퍼져 있

지 않은 상황에서는 COM이 윈도우만의 표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는 선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법정분쟁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바 SDK가 선의 JNI/RMI

와 같은 핵심 자바API들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분쟁이라는 것은 독자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감정적인 대립은 선으로 하여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

을 흡수하는데에 주저하게 만드는 것 같다.  만일 COM이 HP나 IBM에서 만들어진 분산 

오브젝트의 표준이었다면 벌써 COM 브릿지(Bridge)가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   

 

두 회사의 법정 분쟁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결국 개발자와 사용자이다. 개발자들은 자신

의 코드가 선과 마이크로소프트의 JVM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사해 보아야 하고 만

일 지원할 수 없는 쪽이 생기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어디에서도 두 JVM에 대한 호

환성 문제가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호환성 검사는 개발자들의 몫이다. 

이러한 개발자들의 추가적 부담은 결국 사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과

거 넷스케잎과 인터넷 익스플로어의 HTML 확장 경쟁으로 생긴 혼란을 생각해 보자. 

 

필자는 가급적 모든 프로젝트가 순수자바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순수자바만을 고집할 수 없는 경우가 분명 생긴다. 예를 들어 기존

에 자바로 만들어진 많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만일 새로이 진행해

야 되는 프로젝트가 윈도우 기반이라면 이전의 자바 코드를 전부 윈도우의 VC++이나 VB

로 다시 만들어야만 할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윈도우기반의 COM으로 만

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을 수정이나 재코딩없이 자바에서 접근할 수 있다면  많은 프로젝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선택은 자명하다.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 자바로 COM

을 만들 수도 있고 자바에서 COM을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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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에서 COM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COM기반의 프로젝트에서 기존의 자바 코드를 그대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  

?? COM을 자바 코드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  
?? Active-X 컨트롤을 자바에서 호출하고 싶을 경우 

?? JavaBeans를 Active-X 컨트롤 형태로 호출하고 싶을 경우  
 

이 글에서는 1번과 2번의 경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나가겠다. 3번과 4번과 같이 

Active-X 컨트롤과의 연결에 관한 자료는 http://www.javasoft.com/beans/software/bridge/  

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정하는 기본 환경은 서비스팩3가 설치된 한글 Window NT 4.0에 Visual J++ 6.0한글판이

다. 먼저 COM의 구조를 자바의 구조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자바 클래스를 COM으로 만드

는 방법, 자바에서 COM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하겠다. COM 은 MTS에

서 동작할때 더 큰 의미를 가지므로(COM+ 에서는 COM이 MTS와 아예 합쳐지지 않는

가?)  MTS를 자바 코드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다.  

COM의 구조 

COM이 나오기 전까지는 DLL이라는 동적 링킹 라이브러리가 널리 쓰였다. 이 DLL은 여

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데 있다. 만일 새로운 

함수를 추가하거나 C++ 클래스내의 멤버변수를 추가한다면 이 DLL을 사용하는 모든 클

라이언트들도 다시 컴파일되어져야 했다. 그림 1을 보면 MyClass라는 클래스에 멤버 변

수하나가 추가되었을 때 이전 DLL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는 새로 컴파일되어져야 한다

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유지보수의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로 하여금 COM이라는 구

조를 만들게 했다.  

 

COM은 유지보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바로 인터페이스(Interface)와 구현

(Implementation)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인터페이스에서는 해당 클래스가 가지는 메소드

의 종류와 위치를 지정하고 구현에서 실제 코드를 넣는 방법이다. VC++에서는 IDL이 이 

인터페이스 구조를 생성해 주게 된다. VC++은 인터페이스라는 형태를 가지지 않기 때문

에 그림 2처럼 struct라는 구조체를 빌어서 표현하게 되고 struct내부에 virtual 멤버 함수로 

메소드들을 기술해 준다. 개발자들은 IDL만 기술해 주면 실제 인터페이스의 C++코드는 

컴파일러가 자동생성해 주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C++코드에 대해 신경쓸 필요가 

없다.  

클라이언트는 인터페이스만을 통해서 COM에 접근한다. 새로이 추가된 메소드에 대해서

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이 인터페이스에 추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클라이언트는 기존의 인터페이스를 쓰고 새로운 클라이언트는 새로이 작성된 인터페이

스를 각각 쓸 수 있게 됨으로써 유지보수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그림3) 이 유지

보수의 문제는 COM이 등장하게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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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LL의 문제점 

새로운  DLL 이전 DLL 

수정 

class __declspec(dllexport) MyClass 

{ 

 int m_n1; 

public : 

 int method1(); 

} 

 

class __declspec(dllexport) MyClass 

{ 

 int m_n1; 

 int m_n2; // 새로이 추가 

public : 

 int method1();  

} 

client A  

Crash
! 

메소드 호출 가상함수테이블  
포인터  

메소드1 

메소드2 

메소드3 

client COM 

struct MyClass { 

virtual void method1(); 

virtual void method2(); 

virtual void method3(); 

}; 

 

그림 2 COM 호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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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OM의 버전 관리 

 

이제 자바 이야기를 해 보자. 필자가 이렇게 COM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COM의 구조가 자바의 구조와 유사하다라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COM은 인터

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이며 클라이언트는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COM의 기

능을 사용한다. VC++은 인터페이스 자체가 언어에 없기 때문에 구조체라는 것을 통해서 

유사하게 구현을 했지만 자바는 인터페이스언어이기  때문에 이 COM구조는 자바의 

interface를 통한 Object Polymorphism에 통합되게 된다.  다음 코드는 MyClass라는 자바 

클래스가 MyInterfaceA라는 interface를 구현할때 MyInterfaceA의 사용방법을 보이고 있

다.  

 

 MyClass c = new MyClass(); 

 MyInterfaceA iA = (MyInterfaceA)c; // object polymorphism 

 iA.method1(); 

 

COM을 사용할때는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COM 생성부분만 다를뿐 나머지 부분은 

자바의 interface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바에서는 이 COM에 대

한 릴리즈를 신경쓸 필요가 없다. 

자바로 COM 만들기 

이제 VJ++ 6.0에서 COM을 생성해 보자.  먼저 알아두어야 할 기본 개념은 하나의 자바 클

래스가 하나의 COM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며 이때의 COM은 JScript나 VBScript와 같은 

후기 바인딩을 지원하는 언어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Dual Interface를 지원하도록 만들어

진다.  하나의 VJ++ 프로젝트가 하나의 DLL로 만들어지며 이때의 DLL은 바이트 코드가 

아닌 Native 코드로 이루어진다. 

COM DLL을 만드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생성 
기존에 존재하던 프로젝트를 연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때는 프로젝트의 
형태를 COM DLL로 지정하도록 하면 3번을 건너뛸 수 있다. 새 프로젝트에는 

하나 이상의 클래스를 추가하도록 하자. 

구현  

인터페이스A 인터페이스B 

Old Client New Client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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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 으로 변환될 클래스의 지정 

메뉴의 Project/Properties/COM Classes를 선택하고 “Automatically generate ty
pe library”라는 라디오 박스를 선택한다. (그림4) 라디오 박스밑에 프로젝트에

 포함된 클래스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중에서 COM으로 변환될 클래스를 추

가로 선택한다. 
??프로젝트의 출력형태를 COM DLL로 조정 

메뉴의 Project/Properties/Output Format을 선택하고 “Enable Packaging”이라

는 체크박스를 선택한다. Package Type을 COM DLL로 조정한다. 
??프로젝트를 빌드한다. 

그림 4 COM 클래스의 선택  

 

위의 과정을 모두 마치면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DLL파일이 생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COM을 MTS에서 작동시키기 위해 해줘야 하는 부분을 설명할 차례이다. MTS에

서 COM을 올리기 위해 알아야 하는 코드는 ObjectContext 를 얻는 부분과 이 

ObjectContext 의 SetComplete과 SetAbort를 호출하는 부분이다.  

 

?? ObjectContext 를 얻음 
IObjectContext i = MTx.GetObjectContext(); 

?? SetComplete의 호출 
MTx.GetObjectContext().SetComplete() 

?? SetAbort의 호출 

MTx.GetObjectContext().SetAbort() 

다음의 예제코드는 Server라는 클래스의 구현코드인데 MTS에 대한 처리가 들어가 있음

을 확인해 볼 수 있다. Server 클래스 앞부분에 커맨트 형식으로 들어 있는 @com.register

는 이 Server클래스를 COM class로 지정하고 COM DLL을 빌드했을때 컴파일러가 자동으

로 삽입하는 코드이다. @com.transaction(required)는 이 DLL이 MTS에 등록될 때 Server 

COM의 기본 트랜잭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트랜잭션 필요”(Transaction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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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정되어 있다. 이 클래스의 echo메소드가 하는 일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스트링에 

“ from server”라는 스트링을 추가해서 리턴하는 일이고 이 echo 메소드가 수행된 후에 

Server COM은 MTS에서 내려가게 된다. putState와 getState는 MTS상에서 이 Server COM

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살펴보는데 쓰이는데 State라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설정하고 얻

어오는 일을 한다.  이후에 설명하는 VB 테스트 클라이언트에서 이 두 메소드를 사용할 

것이다. 

 
예제 1 Server COM 클래스의 구현 코드 

import com.ms.mtx.*; 

 

/** 

 * @com.register ( clsid=47E6950F-784F-11D2-8E58-00C0263D213B, 

typelib=47E69510-784F-11D2-8E58-00C0263D213B ) 

 * @com.transaction (required) 

 */ 

public class Server 

{ 

 private boolean echoed=false; 

 public String echo(String s)  

 { 

  String sRet=null; 

   

  try  

  { 

   sRet =  s + "from server"; 

   putState(true); 

   MTx.GetObjectContext().SetComplete(); 

  } catch(Exception e) 

  { 

   MTx.GetObjectContext().SetAbort();    

  } 

   

  return sRet; 

 } 

  

 public void putState(boolean echoed) 

 { 

  this.echoed = echoed; 

 } 

  

public boolean get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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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turn echoed; 

 } 

 

 private String echoPrivate(String s) 

 { 

  return echo(s); 

 } 

} 

 

자바 클래스가 COM으로 변환될때 몇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퍼블릭 메소드만 

COM의 메소드로 변환이 된다. 예제1에서 echoPriviate 메소드는 modifier가 private이므로 

COM 메소드로 변환되지 않는다. COM에서는 패러미터가 다른 동일 이름의 메소드를 허

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자바 메소드들은 단지 하나의 COM 메소드로 변환되게 된다. 

(어떤 자바 메소드가 우선순위가 있는지는 필자도 아직 모르겠다.) 그리고 생성자는 COM

의 메소드로 변환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자바에서 COM을 사용하기 

이번에는 VJ++에서 COM 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VJ++은 COM 에 대해

서 Wrapper Class를 생성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바 코드에서는 이 Wrapper Class

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COM이 자바에서의 하나의 클래스에 대응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 Wrapper Class의 생성된 코드를 살펴보면 RNI 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용하고 싶은 COM DLL이나 타입라이브러리명을  알고 있다면 메뉴의 Project/Add Com 

Wrappers를 선택한 후에 나오는 리스트를 통해 이것을 선택한다.(그림5) 프로젝트에 DLL

이나 타입라이브러리명에 해당하는 패키지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코드상에서는 이 패키지를 import한후 정상적인 자바 클래스와 동일하게 사용하면 된다.  

MTS에 올라가 있는 COM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ObjectContext 상에서 이 COM을 생

성할 수 있어야 하고 생성된 COM을 사용하고 난후 SetComplete이나 SetAbort를 호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COM의 생성은 MTx.GetObjectContext().CreateInstance ( 클래스 ID ,  인

터페이스 ID); 를 통해서 하게 되고 리턴값은 Wrapper Class에서 생성된 COM Dispatch 인

터페이스이다. 약간 말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다음의 코드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정의한 Server클래스를 사용하는 Client 클래스의 구현코드인데 

Server  클래스에 대한 Wrapper Class를 생성하면 Server 클래스와 Server_Dispatch 클래스

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Server클래스를 CreateInstance를 하게 되면 Server_Dispatch클래

스가 리턴되고 이 Server_Dispatch 클래스를 써서 Server 클래스에 대한 호출을 대신하게 

된다.  echo 메소드가 하는 일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스트링에 “ from client”라는 스트링

을 덧붙이는 것이며 그후 SetComplete나 SetAbort를 통해 Client를 MTS에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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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MTS상에서 COM을 사용하는 구현코드 

 

import com.ms.mtx.*; 

import mtxtestserver.*; 

 

/** 

 * @com.register ( clsid=47E69512-784F-11D2-8E58-00C0263D213B, 

typelib=47E69513-784F-11D2-8E58-00C0263D213B ) 

 * @com.transaction (required) 

 */ 

public class Client 

{ 

 public String echo(String s) 

 { 

  String sRet = null; 

   

  mtxtestserver.Server_Dispatch  srv = 

(mtxtestserver.Server_Dispatch) MTx.GetObjectContext ().CreateInstance 

( mtxtestserver.Server.clsid , mtxtestserver.Server.iid); 

  try  

  { 

   sRet = srv.echo (s) + " from client"; 

   MTx.GetObjectContext ().SetComplete (); 

  } catch(Exception e) 

  { 

   MTx.GetObjectContext ().SetAbort (); 

  }  

   

  return sR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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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OM Wrapper 설정 화면 

VB 테스트 클라이언트의 작성 

위에서 만든 예제코드를 각각 MtxTestServer.dll, MtxTestClient.dll로 regsvr32.exe를 통해 

등록한후 두 COM DLL을 MTS Explorer를 통해 MTS에 올려보자.  

 

 regsvr32 /s MtxTestServer.dll 

 regsvr32 /s MtxTestClient.dll 

 

본 연재의 내용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VB 소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기로 한

다.(이달의 디스크에 있는 mtxvbtest 디렉토리에 VB 6.0 소스가 실려 있다.) 

MtxVBProject.exe를 실행하면 그림 6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Server echo 버튼을 

선택하면 echo text에 있는 문자열에 “from server”라는 문자열이 덧붙여진 결과를 메시지 

박스를 통해 볼 수 있다. Client.echo는 내부적으로 Server.echo를 호출한 결과에 “from 

client”를 덧붙이기 때문에 “from server from client”가 덧붙여진 문자열을 확인할 수 있다. 

Server.echo가 실행된 후에는 Server COM이 MTS에서 내려가게 되는데 이것은 State라는 

내부변수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Server.echo를 호출하기 전에 Server.State=True 체크

박스를 선택하고 Server.putState 버튼을 누른다. 이렇게 되면 Server COM의 State변수가 

true로 설정이 되게 된다. 이후 Server.echo를 실행한후 Server.getState를 다시 선택하게 되

면 Server.State=True 체크가 사라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Server.echo를 실행한 

순간 Server COM은 MTS에서 내려가게 되고 Server.getState를 호출하는 순간 다시 MTS

에 올라가게 되는데 State라는 변수의 초기값은 false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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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VB 테스터 화면 

글을 마치면서 

이번 호에서는 간략하게 나마 VJ++을 통해 자바에서의 COM 사용법과 COM을 만드는 법

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VJ++은 이밖에도 WFC를 통해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때

나 DHTML, 웹스크립트와 함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유용한 개발환경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VJ++로 자바 코드를 만들 경우 RMI/JNI를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마이크로소

프트의 JVM에 의존하는 코드가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프로젝트의 사용범위에 

따라 개발자들은 VJ++의 사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COM은 자바가 포용해야 만 하는 기술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며 CORBA와 

마찬가지로 선의 공식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OM을 생성하는 부분은 지

원하지 않더라도 COM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준다면 (javax.com.*이라는 패키

지 형태로) 순수 자바의 사상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개발자들에게 많은 편이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바 개발자들은 COM을 사용하기 위해 지금처럼 윈도우

에 의존적인 자바 코드를 생산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참고자료 

?? MSDN Visual J++ 
“Building COM Objects”, “Importing COM Objects” 

?? Active-X와 자바 빈즈의 브리지 

http://www.javasoft.com/beans/software/bridge/ 
?? MSDN Visual J++ 샘플 소스들 

?? Inside ATL/COM with Visual C++ Programming 
전병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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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Active-X 컨트롤을 자바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자. 

웹에서 찾을 수 있는 자바 관련 자료들 

현재 필자가 자바에 대해서 얻고 있는 정보의 대부분은 자바소프트 홈페이지와 자바월드

에서이다. 자바소프트의 Java Developer Connection(http://www.javasoft.com/jdc) 는 가입

도 무료이고 개발중인 초기버젼들에 대한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추천할 수 있는 곳

이다. 자바 월드지(http://www.javaworld.com)는 인터넷 잡지로써 선에서 만들고 있는데  

자바의 기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바의 영업동향, 시장상황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물론 무료다)  자바월드는 96년 3월호부터 구해 볼 수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 

괜찮은 연재기사를 몇 개 소개하겠다. 

 

?? “Design Techniques ”, Bill Venners 
Bill Venners는 필자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인데 글이 평이할 뿐 아니라 

복잡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인 것 같다. 이 “Design 
Techniques”는 자바의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구조를 설계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신의 코드가 스파게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참
고하면 도움이 되리라 본다. 98년 2월부터 98년 11월까지 총 10달치의 리스트

를 http://www.artima.com/designtechniques/index.html 에서 볼 수 있다. 

?? “Under the Hood”, Bill Venners 
이 글은 주로 자바 가상 머신과 자바 클래스의 내부 구조에 중점을 두고 설명

을 하고 있다. 자바 가상 머신의 내부 작동원리를 알고 싶고 더 효율적인 자바 
코딩을 원한다면 단연코 한번쯤 읽어 보아야 할 글들이다. 96년 6월호부터 97
년 12월호까지 19달치의 리스트를 http://www.javaworld.com/ javaworld/jw-12-

1997/jw-12-hood.html 에서 볼 수 있다. 
?? “Java In Depth”, Chuck McManis  

자바 월드가 만들어진 다음달(96년 4월)부터 연재된 기사로써 98년 1월까지 

계속되었다.  자바에 관한 잡다한 여러가지 테크닉들을 쭉 소개해 놓은 형태

로써 자바에 관한 상식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JDK 1.

1이 처음 나왔을 때 필자는 Writer, Reader와 기존의 OutputStream, InputStream
과의 차이를 잘 몰랐었다. 이때 필자에게 도움을 준 글은 An in-depth look at J
ava's character type (http://www.javaworld.com/javaworld/jw-01-1998/jw-01-inde
pth.html) 라는 98년 1월호 연재였다. 이처럼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마이크로 소프트웨어(www.mas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