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 Java 매핑
이번 장에서는 IDL 파일에서 정의한 데이터형이 Java 로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살
펴보자. IDL Java 자바 매핑 관한 OMG 스펙은 1997 년 6 월에 제정되었지만 완벽히
자바 언어를 표현하지는 못한다. 이는 C++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구현언어에 독립적
이어야 하는 IDL 스펙이 구현언어에 특징을 모두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아마도 당
연한 일이 것이다.

■ IDL 컴파일러 활용
CORBA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IDL 을 이용하여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야 한
다. 하지만, IDL 은 구현언어가 아닌 정의언어이기 때문에 구현에 대한 정보는 가지
고 있지 않다. 인터페이스를 구현언어로 구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IDL 컴파
일러인데 Visibroker for C++에서는 idl2java.exe 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sample.idl 이라는 IDL 파일을 작성한 후 C++로 코드로 전환하려면
prompt>idl2java sample.idl

이라고 실행한다.

■ IDL 컴파일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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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IDL 매핑에서 예약어
IDL 타입을 자바로 매핑
IDL Module
IDL Interface
typedef 와 Constant
IDL 오퍼레이션
Holder 클래스 이용
Native IDL 타입을 가진 오퍼레이션
Constructed IDL 타입을 가지는 오퍼레이션
IDL Exceptions

■ IDL 타입을 자바로 매핑
l
l
l
l

기본 타입
복합 타입
템플릿 타입
가상 객체 타입

IDL
boolean
char
wchar
octet
string
short

값의 범위
TRUE 또는 FALSE
8-bit
16-bit
Invariant 8-bit
16-bit

자바
boolean
char
java.lang.String
byte
java.lang.String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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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범위
TRUE 또는 FALSE

unsigned short
long
unsigned long
long long
unsigned long
long
float
double

16-bit
32-bit
32-bit
64-bit
64-bit

short
int
int
long
long

single-precision
floating number
double-precision
floatting number

float

32-bit
32-bit
64-bit
64-bit

double

■ IDL Module
모듈(module)은 관련 IDL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이름 영역안에 모아서 구분 지을 수
있는 하나의 이름 영역을 제공한다. IDL 모듈은 같은 이름의 자바 package 로 매
핑된다. 모듈 내에 있는 것들은 자바 패키지 내의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로 매핑된다.
module com{
module mcp{
module library{
};
};
};

package com.mcp.library;

■ IDL Interface
인터페이스는 객체가 드러내는 public 뷰를 가리킨다. 인터페이스는 클라이언트가
서버 객체에게 요구하는 기능이다. IDL 인터페이스는 같은 이름의 자바 인터페이
스로 완벽하게 매핑된다. 이외에 Helper 와 Holder 클래스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module com{
module mcp{
module library{
interface catalog{
};
};
};
};

package com.mcp.library;
public interface catalog extends org.omg.CORBA.Object {
}

4 인터페이스 내부
인터페이스는 객체 모델에서의 클래스와 일치한다. 클래스는 다양한 private,
protected, public 등의 다양한 가시성을 가진 메소드를 정의하는데, IDL 인터페이스
는 객체 모델의 public 부분을 드러낸다. 이 영역내에서 인터페이스는 다음의 새성
자를 포함한다.
-

Attribute : 인터페이스의 어트리뷰트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로 매핑된다. IDL
컴파일러는 이 어트리뷰트를 위해 접근자와 수정자 메소드를 생성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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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문 수정자 : readonly 어트리뷰트 수정자는 IDL 컴파일러가 accessor/get 함수만
을 생성해 주도록 한다.

module com{
module mcp{
module library{
interface catalog{
attribute string name;
attribute string address;
readonly attribute short age;
};
};
};
};

package com.mcp.library;
public interface catalog extends org.omg.CORBA.Object {
public void name(java.lang.String name);
public java.lang.String name();
public void address(java.lang.String address);
public java.lang.String address();
public short age();
}

■ struct
IDL 에서 정의한 구조체는 이름이 같은 final 클래스로 매핑되며, 이와 함께 holder,
helper 클래스가 제공된다. 자바에서 final 클래스는 상속될 수 없다. 구조체의 멤버
들은 클래스의 public 인스턴스 변수로 매핑되며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시키는 디폴
트 생성자와 지정 값으로 초기화 시키는 인자 생성자 두개를 포함하고 있다. 구조
체 타입은 인터페이스 오퍼레이션에서 매개변수로 전달될 수 있으며, 리턴 값이 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예의 경우 Sample 디렉토리 아래 Sample1Packeage 라는 별도
의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어 Point 라는 final 클래스는 Sample.Sample 1Package 라는 패
키지에 속하게 된다. Sample.Sample 1Package 안에는 이외에도 Holder 클래스와 Helper
클래스가 추가로 생성된다. 구조체에는 어떤 IDL 타입도 포함될 수 있고, 다른 인
터페이스나 구조체, string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 IDL
module Sample
{
interface Sample1
{
struct Point
{
double x;
double y;
};
};
};
//Point.java
package Sample.Sample1Package;
3

final public class Point {
public double x;
public double y;
public Point() {
}
public Point(
double x,
double y
){
this.x = x;
this.y = y;
}
public java.lang.String toString() {
org.omg.CORBA.Any any = org.omg.CORBA.ORB.init().create_any();
Sample.Sample2Package.PointHelper.insert(any, this);
return any.toString();
}
}

■ Enumeration
우리는 흔히 값의 집합이 필요할 때 enum 타입을 사용하게 된다. enum 은 같은 이
름의 자바 final 클래스로 매핑된다. 생성된 각각의 클래스는 두 종류의 정적 클래
스 상수를 가지는데, 그 중 하나는 언더스코어( _ )로 시작되는 int 타입의 엘리먼트
구별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엘리먼트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엘리먼트 각각의
이름과 같은 클래스 인스턴스이다.
//IDL
enum Grade {A, B, C, D};
//Grade.java
package ComplexType;
public class Grade {
final public static int _A = 0;
final public static int _B = 1;
final public static int _C = 2;
final public static int _D = 3;
final public static ComplexType.Grade A = new ComplexType.Grade(_A);
final public static ComplexType.Grade B = new ComplexType.Grade(_B);
final public static ComplexType.Grade C = new ComplexType.Grade(_C);
final public static ComplexType.Grade D = new ComplexType.Grade(_D);
private int __value;
protected Grade(int value) {
this.__value = value;
}
public int value() {
return __value;
}
public static ComplexType.Grade from_int(int $value) {
switch($value) {
case _A:
return A;
case _B:
return B;
case _C:
return C;
case _D:
return D;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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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w new org.omg.CORBA.BAD_PARAM("Enum out of range: [0.." + (4 - 1) + "]: " + $value);
}
}
public java.lang.String toString() {
org.omg.CORBA.Any any = org.omg.CORBA.ORB.init().create_any();
ComplexType.GradeHelper.insert(any, this);
return any.toString();
}
}

■ Union

Template
IDL 에서 string 과 sequence 라는 두가지 기본적인 템플릿 타입이 있다.
w string
string 타입은 IDL 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complex 타입이다.. string 은 메모리
관리면에서는 프로그래머에게 약간의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chars 를 다루는 것
보다 훨씬 쉽다. IDL 은 bound 와 unbound string 을 정의하고 있는데, 자바 string
은 unbound 이다.
module com{
module mcp{
module library{
interface catalog{
typedef string<20> aName;
struct name{
string first;
string middle;
string last;
};
};
};
};
};

package com.mcp.library.catalogPackage;
final public class name {
public java.lang.String first;
public java.lang.String middle;
public java.lang.String last;
public name() {
}
public name (
public java.lang.String first,
public java.lang.String middle,
public java.lang.String last
){
this.first = first;
this.middle = middle;
this.last = last;
}
}

자바가 typedef 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이는 원래의 이름으로 매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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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가 생성된다. bound 와 unbound 버전은 같은 코드를 생성하고 있다. 이는 자바
의 string 클래스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w sequecne
sequence 는 일차원 배열과 유사하다. string 과 같이, sequence 도 bound 나
unbound 가 될 수 있다. bound 는 sequence 가 담을 수 있는 엘리먼트의 최대 수
를 규정하고 있고, unbound 는 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module com{
module mcp{
module library{
interface catalog{
typedef string<20> aName;
struct name{
string first;
string middle;
string last;
};
struct register {
sequence<name, 10> somemembers;
sequence<name> allmembers;
};
};
};
};
};

package com.mcp.library.catalogPackage;
final public class register {
public com.mcp.library.catalogPackage.name[] somemembers;
public com.mcp.library.catalogPackage.name[] allmembers;
public register () {
}
public register(
com.mcp.library.catalogPackage.name[] somemebers,
com.mcp.library.catalogPackage.name[] allmemebers,
) {
this.somemembers = somemembers;
this.somemembers = allmemembers;
}
}

자바 클래스는 sequence 에 해당하는 두 개의 배열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struct
매핑과 동일하다. sequence 에는 어떤 IDL 타입도 들어갈 수 있으며, 여기에는
interface, struct, basic 타입들이 포함될 수 있다.
w Array
sequenc 는 정렬된 일차원 배열을 정의할 수 있지만, array 는 다차원의 배열을
정의할 수 있다. 배열의 배열은 처음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를
잘 이해하면 IIOP 위에서 복잡한 데이터 타입의 컬렉션(collection)도 레퍼펀스로
전달할 수 있다. 앞에서 기술된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과 같이 어떠한 종류
도 배열이 될 수 있다.
다음 IDL 은 sequence 와 거의 똑 같은 코드를 생성한다.
module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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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mcp{
module library{
interface catalog{
struct name{
string first;
string middle;
string last;
};
typedef name theNames[100];
struct theWhiteBook{
theNames allTheName;
string year;
};
};
};
};
};

package com.mcp.library.catalogPackage;
final public class theWhiteBook {
public com.mcp.library.catalogPackage.name[] allTheName;
public java.lang.String year;
public theWhiteBook() {
}
public theWhiteBook (
com.mcp.library.catalogPackage.name[] allTheName,
java.lang.String year
) {
this.allTheName = allTheName;
this.year = year;
}
}

Array 는 이를 사용하기 전에 typedef 으로 별명을 주어야만 한다. 자바가 typedef 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자바 매핑은 별명 대신에 변수의 실이름을 포함할 것
이다.
array 가 sequece 가 하는 것과 똑 같은 일을 하는 것 같더라도, 몇가지 차이가 있다.
그들 둘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collection 을 전달 할 수 있게 해 준다. 중요한
차이는 sequence 는 변경이 가능하고, array 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sequence 의 크기는 줄어들거나 더 커질 수가 있음을 의미한다. sequence 는 실제 길
이가 전달되고, array 는 전체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w

Array 와 sequence 간의 차이 예제

module com{
module mcp{
module library{
interface catalog{
struct name{
string first;
string middle;
string last;
};
struct register{
sequence<name,10> somemembers;
sequence<name> all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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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def name theNames[10];
struct theWhiteBook{
theNames allTheName;
string year;
};
register getRegister();
theWhiteBook getWhiteBook();
};
};
};
};

비지브로커 컴파일러는 _example_catalog.java 라는 이름의 파일을 생성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다시 이름 지을 수 있다.
package com.mcp.library;
import com.mcp.library.catalogPackage.*;
public class example_catalog extends com.mcp.library._catalogImplBase {
public example_catalog(String serverName) {
super(serverName);
}
public register getRegister() {
}
public theWhiteBook getWhiteBook() {
}
}

getRegister() 함수는 register 클래스를 리턴한다. register 클래스는 두개의 인스턴
스 변수를 포함한다. 그둘 둘다 초기화되지 않은 자바 array 이다.
인스턴스 변수의 하나인 somemembers 는 10 개의 엘리먼트를 갖는 sequence 이
다. allmembers 변수는 런타임 동안에 초기화되어야 하는 sequence 이다.
theWhiteBook 구조체는 name 의 array 를 포함하고 있다. theWhiteBook 에 대해
생성된 클래스들은 register 클래스와 유사하다. bound sequence 와 array 둘다 한
면에서는 동일하다. bound sequence 와 array 는 정의된 것 이상의 사이즈로 초기
화될 수 없고, 리턴될 수도 없으며, out 이나 inout 파라메터로 전달될 수도 없다.
getRegister()의 구현은 다음과 같다.
이 코드에서 sequenceType.somemembers 는 5 개의 엘리먼트로만 초기화된다. 클
라이언트가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5 개의 엘리먼트만을 갖는 sequence 가 리
턴될 것이다. sequenceType.allmembers 는 11 개의 멤버로 초기화된다. 구현은
bounded sequence 스펙이 10 개의 엘리먼트를 갖지만 예제는 5 개의 엘리먼트만
을 추가하고 있다. array 는 10 개의 엘리먼트를 포함하고 있다. 메소드는
sequence 가 일차원 리스트에 대해서는 array 보다 더 유연하다는 것을 보여준
다. 그러나, 다차원 배열 리스트가 요구되거나 크기가 고정되어 있을 떄, array
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 source … … .>>
w sequencArray 구현 예제
생략해도 될 듯… .
<< Sour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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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sequenceArray 클라이언트 구현 예제
생략해도 될 듯… …

■ Typedef 과 Constant
자바는 typedef 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typedef 을 사용하기 위해 별명으로 만든 원래의 이
름이 IDL 에서 발견되는 typedef 을 대신할 것이다.
<< source 154 하단>>
typedef 한 IDL long 타입을 자바의 int 타입으로 매핑시켰고 const 는 자바의 final static 으
로 매핑되어 자바의 int 타입으로 명시적으로 형변환 되었다.

■ IDL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은 인터페이스의 핵심이다. 이는 서비스의 스펙을 인터페이스에 의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오퍼레이션을 정확히 명세하기 위해서는 많은 필요 사항등이 있다.
오퍼레이션은 디폴트 리턴 타입을 가져야만 하고, 없다면 void 로 해야 한다.
매개 인자가 오퍼레이션으로 전달된다면, 이들 매개 변수는 이름이 있어야 하고, 전달
방향을 명시해야 한다.
Void operation_name (in type name, out ype name, inout type naem);
Atype operations_name(in type name, out type name, inout type name);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달되는 매개인자는 in 으로 명시한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는 매개인자는 out 으로 명시한다.
양 방향으로 전달되는 것은 inout 이다.
리턴 타입은 값에 의해 전달된다. 자바 구현이 그렇기 때문에 리턴 타입은 자바 타입이
나 IDL 스펙에서 정의된 사용자 정의 자바 타입으로 매핑된다.
IDL 에서 in 으로 전달되는 매개 변수는 pass-by-value 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자바는 이
러한 타입의 구현을 허용한다. 따라서, in 매개인자는 보통의 자바 타입으로 매핑된다.
자바는 모든 매개 변수를 값에 의해 전달하므로 이것은 간단하다.
IDL 에서 out 과 inout 으로 정의된 매개 변수는 다소 까다롭다. IDL out 과 inout 은 레퍼런
스나 값에 의해 전달된다. 자바는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IDL-Java 매핑은
Holder 클래스를 보충하여 자바가 IDL pass-by-reference 구문을 다룰 수 있도록 해 준다.
모든 기본 IDL 타입은 Holder 클래스와 결합되어 있고 사용자 정의 타입과 인터페이스
도 자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Holder 클래스를 자동으로 생성시켜 준다.

■ Holder 클래스 이용
다음 스펙은 사용자 정의 타입 뿐만 아니라 기본 IDL 타입을 위한 in, out, inout 을 정의하고
있다. 예제는 SequenceArray 예제와 유사하다.
Module com{
Module mcp{
Module library{
Interface params{
Struct parameter {
String name;
Long version;
};
long primitiveParams(in long anumber,
out string astring,
inout string anotherstring
);
parameter userParams(in parameter inparam,
out parameter outparam,
inout parameter inoutparam
);
};
};
};
};
package com.mcp.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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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terface params extends org.omg.CORBA.Object {
public int primitiveParams(
int anumber,
org.omg.CORBA.StringHolder astring,
org.omg.CORBA.StringHolder anotherstring
);
public com.mcp.library.paramsPackage.parameter
userParams(
com.mcp.library.paramsPackage.parameter inparam,
com.mcp.library.paramsPackage.parameterHolder outparam,
com.mcp.library.paramsPackage.parameterHolder inputparam
);
}

■ Native IDL 타입을 가지는 오퍼레이션
모든 기본 IDL 타입은 관련 자바 Holder 클래스를 가진다. 이는 OMG 에서 자바 표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Public int primitiveParams(
Int anumber,
Org.omg.CORBA.StringHolder astring,
Org.omg.CORBA.StringHolder anotherstring
);
첫번째 anumber 는 값에 의해 전달된다. 두번째 매개 변수 astring 은 StringHolder 클래스의 도
움으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달된다. 클라이언트는 호출할 때 이들 클래스의 인스턴스
를 제공한다. Holdr 클래스는 값에 의해 전달된다. 매핑의 구현은 인스턴스 자체가 수정되
지 않음을 보장해 줄 것이다. Holder 클래스의 컨텐츠는 수정될 수 있다. 구문은 세번째 매
개변수 anotherstring 과 유사하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것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달되는
데, 수정되어 클라이언트로 리턴될 수 있다는 것이다.

■ Constructed IDL 타입을 가지는 오퍼레이션(생략 해도 될 듯)
4 params 인터페이스 구현 예제 …
4 params 클라이언트 구현 예제

생략

■ IDL Exception
시스템을 디자인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솔루션이 어떻게
작업해야 하는 가를 알아야 하고 둘째는 솔루션이 기대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분산 시스템에서 이러한 프로그래밍 규약은 매우 중요하다. 시스템이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클라이언트는 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
은 exception 을 통해 가능하다.
4 CORBA System Exception
ORB 는 명시된 표준 예외가 일어날 경우 표준 exception 을 전달한다. 이
exceptiond 은 org.omg.CORBA.SystemException 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바의 final 클
래스로 매핑된다. 이 클래스는 java.lang.RuntimeException 에서 상속받는다. 구현자
는 모든 원격 호출에서 이러한 exception 이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용자 정의 Exception
CORBA 는 설계자가 어플리케이션 특정 exception 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들 exception 은 어떤 오퍼레이션에도 추가될 수 있다. 어떤 예외적인 일이 일어
났을 때 이들 exception 이 던져질 수 있다. 이들은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위반을
알고서 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 준다.
사용자 정의 exception 은 자바의 final 클래스로 매핑된다. 이것은
org.omg.CORBA.UserException 에서 파생되는데, 이는 java.lang.Exception 의 서브 클
래스이다. 사용자 exception 은 IDL 에서 정의된 영역으로 매핑된다. 예를 들어, 만
일 exception 이 인터페이스 안에서 정의되었다면, Java exception 클래스는 같은 영
역 안에 담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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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IDL 은 Contract 라는 final 클래스를 생성해 준다. 이들 클래스는 사용자 정
의 exception 을 위한 매핑을 포함한다.
module com{
module mcp{
module library{
interface Contract{
const short MaleLifeExpectancy = 76;
exception violation {string condition; short code;};
void checkInvariant (in short age) raises (violation);
};
};
};
};

서버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exception 을 사용할 수 있다.
public void checkInvariant(short age)
throws com.mcp.library.ContractPackage.violation {
if (age < MaleLifeExpectancy) {
//Implement the use case…
}
else
throw violation(“Expectancy exceed”, 1001);
}

클라이언트 측 구현은 다음과 같다.
try {
contractRef.checkInvariant(77)
}
catch(ContractPackage.violation v) {
System.out.println(e.toString());
}
catch(CORBA.System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요

약

IDL-Java 매핑은 OMG 의 다른 매핑과 일치한다. 매핑은 CORBA 가 언어 중립성을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자바 스펙과 pass-by-reference 의 결여는 매핑에서 복잡성을
다.
IDL 의 몇가지 요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바로 매핑된다.
IDL module 은 자바 package 로 매핑된다. IDL interface 는 Java interface 로 매핑된다. 이
이스는 자바에서 CORBA 컴포넌트를 구축하기 위해 구현되어야 한다. IDL 은 복잡한
사용자 정의 타입을 구축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들 엘리먼트는 자바의 final 클래스로
다.

가지고
유발한

인터페
타입과
매핑된

IDL 오퍼레이션은 클래스가 구현해야만 하는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로 매핑된다. 자바에서는
pass-by-reference 구문을 가지지 않으므로 Holder 클래스의 개념을 명시한다. 이들 클래스는
매개 변수를 out, inout 매개 변수로 전달할 수 있게 해 준다. IDL exception 은 본래 자바의
고유 exceptin 핸들링 능력과 자연스럽게 결합된다. Holder 클래스를 다루는 것은 자바의 투
명한 메모리 관리 능력을 고려한다면 적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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