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과정
■설치에 앞서
CORBA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Visibroker for C++나 Visibroker for Java 를 설치해
야 한다. Visibroker 는 웹을 통해서 Evaluation 버전을 다운 받을 수 있는데, Visibroker
for C++는 3.3 이 가장 최신 버전이며 Visibroker for Java 는 3.4 가 가장 최신 버전이다.
부록 CD 에 제공되는 vbcpp33.exe 는 C++용 설치 프로그램이고, vbj33.exe 와
vbj34.exe 는 Java 용 설치 프로그램이다.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vbj33.exe 는
Visibroker for Java 3.3 버전이고 vbj34.exe 는 3.4 버전이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설
치하면 되는데, Visibroker for Java 3.3 버전 까지는 JDK1.2 에서 제공하는 Java
ORB( Sun 에서 제공하는 CORBA 프로그램) 와 충돌이 생긴다. 따라서 Java ORB 를
지원하는 JDK1.2 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반드시 vbj34.exe 를 설치하기 바란다. 그
러나, JDK1.2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독자는 Visibroker for Java 3.4 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JDK1.2 이전 버전과 Visibroker for Java 3.4 를 함께 사용할 경우 idl2java 를 실행
시켜보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Visibroker for C++ 3.3 과
Visibroker for Java 3.4 을 같은 컴퓨터에 설치할 때 같은 디렉토리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Visibroker for Java 3.4 버전에서 JDK1.2 와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Visibroker 라이브러리를 약간 변경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Visibroker for C++ 3.3 과
Visibroker for Java 3.4 를 같은 디렉토리에 설치하면 idl2cpp.exe 명령이 실행되지 않는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Visibroker for C++ 3.3 과 Visibroker for Java 3.4 를 다
른 디렉토리에 설치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C:\Inprise\vbroker 에 Visibroker for C++ 3.3
을 설치했다면 C:\Inprise\vbroker3.4 라는 디렉토리에 Visibroker for Java 3.4 를 설치한
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볼랜드에서 Visibroker 를 만들어 공급하던 Visigenic 을
인수하면서 볼랜드(지금의 인프라이즈)의 개발툴에 Visibroker 를 내장하기 시작했는
데, 이것 역시 개발툴에 맞게 Visibroker 를 맞추다 보니 따로 설치해놓은 Visibroker
와는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CORBA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델파이나 C++Builder 를 사용할 생각이라면 Visibroker 를 따로 설치하지 말고 그
냥 개발툴과 함께 제공되는 Visibroker 를 사용하도록 하자.
정리하면 JDK1.2 버전을 사용할 경우에는 Visibroker for Java 3.4 를 설치하고, JDK1.2
이전 버전을 사용할 경우에는 Visibroker for Java 3.3 을 설치해야 한다. Visibroker for
Java 3.4 과 Visibroker for C++ 3.3 을 같은 컴퓨터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른 디렉토리에
설치해야 하며, Visibroker for Java 3.3 과 Visibroker for C++ 3.3 은 같은 디렉토리에 설
치 하도록 한다. 델파이나 C++ Builder 를 사용할 경우에 내장된 Visibroker 와 따로
설치한 Visibroker for C++와 충돌이 생긴다.
부록 CD 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지원 플랫폼은 Window 95/98, Window NT 4.0 이며
나머지 플랫폼은 귀찮겠지만 Inprise Homepage(http://www.inprise. com/)에 가서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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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록절차를 거친 후 다운 받도록 하자. 특히, 리눅스를 사용하는 독자에게는 안
타깝지만 소식이지만 아직까지 리눅스용 CORBA 제품은 나와있지 않다. 리눅스의
성장속도만큼이나 리눅스를 지원하는 여러 제품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Visibroker 또한 리눅스를 조만간 지원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Visibroker Download Page(http://www.inprise.com/)(homepage.gif)

■네트워크 설정
CORBA 는 분산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모듈이 운영체계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에러가 발생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모듈은
TCP/IP 설정을 얘기한다. 부팅을 한 후 윈도우를 시작할 때 네트워크 로그온을 하
지 않고 윈도우 로그온을 하는 사용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
propt>idl2cpp account
idl2cpp: java.net.UnknownHostException: KING
혹은
Protocol 지원이 잘 못 되었다는 식의 메시지

이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설정을 추가해 주어야 한다. 모뎀 사용자의
경우 [전화접속 네트워킹] 설정을 해준다.

■Visibroker for C++ 설치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은 Visibroker for C++를 설치할 시스템의 사양
이다. [표 1]은 현재까지 Visibroker for C++가 지원하고 있는 Platform 이다.
[표 1] 지원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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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SYSTEM

C++ COMPILER

Windows 95/98 NT 4.0, NT 3.5.1
Windows 95/98, NT 4.0, NT 3.5.1
Windows 95, NT 4.0, NT 3.5.1
Solaris 2.5, 2.5.1, 2.6
HP-UX 11.00
HP-UX 11.00
HP-UX 10.20
AIX 4.3 (64-bit)
AIX 4.2, 4.3 (32-bit)
AIX 4.1, 4.2
IRIX 6.5
IRIX 6.2, 6.3, 6.4
Digital Unix 4.0d
Siemens Nixdorf SINIX 5.32
DG/UX 4.20

Visual C++ 4.1, 4.2, 5.0, 6.0
Borland C++ Builder 4
Borland C++ Builder 3
SparcWorks 4.1, 4.2
ANSI aC++ 3.10 (32-bit)
ANSI aC++ 1.06
ANSI aC++ 1.07
C Set++ 3.6.4
C Set++ 3.6.4
C Set++ 3.1.4.7
MIPSpro C++ 7.2 (n32 & 64)
MIPSpro C++ 7.2 (n32 bit)
DEC C++ 6.0
CDS v1.0C3200
EPC C++ v5.2

CURRENT
RELEASE
VBC++ 3.3
VBC++ 3.3
VBC++ 3.2
VBC++ 3.3
VBC++ 3.3
VBC++ 3.2
VBC++ 3.3
VBC++ 3.3
VBC++ 3.3
VBC++ 3.2
VBC++ 3.3
VBC++ 3.2
VBC++ 3.3
VBC++ 3.3
VBC++ 3.3

제공되는 Visibroker for C++는 Window 용이기 때문에, UNIX 의 경우에는 각각의 시
스템에 맞는 버전을 Inprise Homepage(http://www.inprise.com)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기
바란다.
Visibroker for C++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디스크 공간은 다음과 같다. 모두 설치해도
그렇게 많은 용량을 차지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옵션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Visibroker 의 경우 상당히 가볍게 동작하는 CORBA 제품이기 때문에 컴퓨터 사
양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무리 없이 동작한다.
[표 2] 필요한 디스크 용량
Package

Space

VisiBroker for C++ 3.3 Developer Package

17 Mb

VisiBroker for C++ 3.3 Runtime Package

15 Mb

VisiBroker Naming Service 3.3 Developer Package

3.5 Mb

VisiBroker Naming Service 3.3 Runtime Package

2 Mb

VisiBroker Event Service 3.3 Developer Package

2 Mb

VisiBroker Event Service 3.3 Runtime Package

1.5 Mb

자! 그럼 설치를 시작해보자. (Window NT 사용자라면 Administrator 로 로그인한 후
시작해야 한다.) 부록 CD 에 있는 vbc33.exe 를 더블클릭하면 설치프로그램이 실행된
다. 기본적인 동의 절차를 거친 후 Serial Number 를 묻는데 그냥 빈칸으로 남겨두고
다음을 누른다. Serial Number 를 입력하지 않으면 60 일 동안 Evaluation Version 으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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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brokerC++설치 1.gif)
설치할 위치를 묻는데, 그냥 디폴트로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자. 물론, 이 위
치는 변경해도 된다. (단지, C:\My Document 나 C:\Program Files 처럼 이름에 빈칸이
있는 폴더만 피하도록 하자. 빈칸이 있을 경우 도스 창에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기
위해 nmake 를 실행시키면 인식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visibrokerC++설치 2.gif)
다음은 설치할 컴포넌트를 선택할 차례이다. 추가할 컴포넌트에 C++ ORB, Event
Service, Naming Service 가 선택되어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서브 컴포넌트 설치를
변경하려면 Change 버튼을 누르면 된다. 모두 선택하고 [Next] 버튼을 누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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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brokerC++설치 3.gif)

(visibrokerC++설치 4.gif)

다음으로 OSAGENT_PORT 와 VBROKER_ADM 폴더를 정해주게 된다. 이것 역시
디폴트로 정해진 값을 사용한다. OSAGENT_PORT 와 VBROKER_ADM 은 이후
Visibroker 를 사용할 때 Window Registry 에 등록될 값인데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다.
VBROKER_ADM 은 보통 설치하는 디렉토리의 \adm 으로 정해주면 되며, 다른 곳으
로 설정해도 된다.

(visibrokerC++설치 5.gif)
Setup Option Screen 이 나오는데, Please modify my PATH 만 선택하고 NT Service 로 등
록하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다. NT Service 로 등록하게 되면 이후에 시스템을 시작
할 때 자동적으로 OSAGENT 와 OAD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된다. (물론, 이 옵션은
Window 95/98 에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Window NT 를 사용하는 사
람의 경우에는 Service 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설치를 할 경우 나중에 [제어판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컨트롤 할 수 있다. NT Service 로 등록되어 자동으로 실행되

게 될 경우 오히려 더 불편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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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추가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면 서비스를 이용할 사용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추가되게 된다.)
(visibrokerC++설치 6.gif)
다음 버튼을 누르면 추가할 Program Folder 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그냥 디폴트로 하고 다음을 누른다.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에 대해서 보
여주고 확인을 하면 필요한 파일들을 선택한 폴더에 복사하고 실행 프로그램 그룹
을 추가해 Window Registry 에 Visibroker 를 등록하게 된다. 만약 Visibroker for Java 를
같은 디렉토리에 설치했다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Yes]버튼을 누른다.

(visibrokerJava 설치 7.gif)

Winow 95/98 에 설치할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던 autoexec.bat 는 autoexec.X 처럼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저장되고 autoexec.bat 에 Visibroker 의 환경이 추가된다. 설치하는
중간에 나타나는 메시지는 사용자에게 autoexec.bat 가 바뀌었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your old autoexec.bat has been saved to autoecex.X.
Click OK to continue

드디어 설치가 끝났다. 이제 설치를 끝내고 Window 화면으로 돌아가보자.

■Visibroker for C++ 테스트
이제 Visibroker for C++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보자. Window 95/98 의 경우
autoexec.bat 를 열어보면 Visibroker 와 관련된 환경변수가 추가되어 있을 것이다.
set path=C:\inprise\vbroker\bin

Window NT 의 경우 [제어판/시스템]에서 [환경] 탭을 눌러보면 Path 에
C:\inprise\vbroker\bin 이 추가되어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추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직접 추가해 준다. [시스템 변수]나 [Administrator 의 사용자 변수] 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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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brokerC++설치 7.gif)
하나에만 추가하는데 [Administrator 의 사용자 변수]에 추가했을 경우 다른 사용자에
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Administrator 로 로그인 했을 때만 영향을 받는다.
[시작/프로그램]에서 [Visibroker] 프로그램 그룹에서 Visibroker Smart Agent 를 실행시
키면 아래처럼 Agent 데몬이 실행된다.

(Agent 실행.gif)

Visibroker 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는 무척이나 허전함을 느낄 것이다. 뭔가 크게 기
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메뉴도 없고 Toolbar 도 없이 그냥 창만 하나 뜨는 프로그램
을 접하면서 느끼는 당연한 감정이다. 하지만, Visibroker CORBA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Agent 가 하는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클라이언트가 서버
객체에 요청을 할 때 요청을 중계해주며, 객체의 위치를 하나하나 기억하는 역할
등을 모두 Agent 가 하고 있다.
도스 창 창을 하나 띄워서
C:\>idl2cpp –version

이라는 명령을 입력하면
VisiBroker Developer for C++ [03.03.00.C2.01] (AUG 06 1998 21:16:23)
Java: Version 1.1.3 from Sun Microsystems Inc.
OS: Windows NT version 4.0; CPU: x86

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까지 실행이 되면 Visibroker for C++는 아주
성공적으로 설치가 된 것이다.

■Visibroker for C++ 삭제
Visibroker for C++의 새로운 버전을 추가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전에 설치된 버전을 삭제해야 한다.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삭제]를 실행 시켜 이
전버전을 삭제하든지, [시작/프로그램]에서 [Visibroker] 프로그램 그룹의 uninstall
Visibroker for C++를 실행시켜 삭제하면 된다.
삭제를 진행하는 동안 shared libraries 를 삭제 할 것인지 묻는데, Visibroker for Java 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NO 를 선택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YES 혹은 YES TO
ALL 을 선택하여 모두 지우면 된다. 삭제를 진행하는 동안에 레지스터리 오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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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동 삭제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면 설치된 디렉토리를 직접 삭제하고 프로그램
그룹과 환경설정을 지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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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K의 환경 설정
Visibroker for Java 개발을 위해서는 JDK(Java Development Kit )가 필요하다. JDK 는
Java 프로그램을 생성, 컴파일, 실행해주는 Command Line 명령어의 집합이다. 따라
서, JDK 만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작업을 하려면 도스 창을 띄워 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개발자에게는 불편하게 느껴 질 수 있다. 특히 GUI 작업이 많은 사
람은 JDK 로만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귀찮은 작업이 많기 때문에 Java 통합 개발환
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 JDK1.2 이전 버전 설치
JDK1.2 이전 버전은 PATH 와 CLASSPATH 를 지정해 주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PATH
에는 Command Line 명령어가 있는 /bin 폴더 위치를, CLASSPATH 에는 JDK 에서 제
공하는 패키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classes.zip 파일의 위치를 적어 주게 된다. 또한
CLASSPATH 에는 java.exe 를 실행할 때 필요한 현재 경로(.)를 추가 해 주어야 한다.
l Window 95/98 의 경우 :
autoexec.bat 에
SET PATH=C:\java\bin;%PATH%
SET CLASSPATH=.;C:\java\lib\classes.zip;%CLASSPATH%

라고 추가한다.
l Window NT 의 경우 :
[내컴퓨터/등록정보]을 선택한 후 [환경] 탭에서 PATH 에 C:\java\bin 을 추가하고
CLASSPATH 라는 것을 만들어서 .;C:\java\bin\classes.zip 이라는 것을 추가한다. 이것
역시 [시스템 변수]나 [Administrator 의 사용자 변수] 둘 중 하나에만 추가해 주면
된다. 참고로 Window NT 는 autoexec.bat 가 필요 없다.

(jdk 설치 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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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K1.2 버전 설치
JDK 1.2 의 경우 Visibroker for Java 3.3 이전 버전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JDK 1.2
를 사용하려면 Visibroker for Java 3.4 를 설치해야 한다. JDK 1.2 이전까지는 폴더를 옮
겨 오거나 압축을 풀고 PATH 와 CLASSPATH 를 잡아주면 실행이 가능했지만,
JDK1.2 의 경우는 반드시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치를 해야 한다. 아래 그림에
서 보는 것처럼 JDK1.2 부터는 설치할 때는 Java Runtime Environment 라는 것을 설
정하게 된다. Java Runtime Environment 는 설치과정을 통해 Window 레지스터리에 추
가되어 자바 가상 머신이 실행될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

(jdk 설치 2.gif)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못하는 독자가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해 JDK1.2 이전 버전
에서는 PATH 와 CLASSPATH 를 모두 설정해야 했지만 1.2 버전 부터는 PATH 만 추
가하면 다른 설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JDK1.2 버전 부터는 classes.zip 대신
에 jre/lib/rt.jar 를 사용하며, 이 파일을 Java 가 알아서 인식함으로 따로 CLASSPATH
에 추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이전 버전에서는 현재 경로(.)를 CLASSPATH
에 추가해 주어야 했지만 그것조차 필요 없어졌다. (물론, JDK1.2 에서도 사용자 자
신이 미리 만들어 놓은 클래스 파일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추가해야 한다.)
JDK1.2 인스톨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환경설정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자.
l

Window 95/98 의 경우

autoexec.bat 에
SET PATH=C:\jdk1.2\bin; %PATH%

를 추가한다.
Window NT 의 경우 : [내컴퓨터/등록정보]을 선택한 후 [환경] 탭에서 PATH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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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dk1.2\bin 을 추가한다. 이것 역시 [시스템 변수]나 [Administrator 의 사용자 변수]
둘 중 하나에만 추가해 주면 된다.

■ JDK 테스트
l

java 테스트

도스 창을 띄워 다음처럼 명령어를 실행해 본다.
prompt> java –version

java version “1.2” 혹은 java version "JDK1.1.6_Borland" 와 같은 메시지가 뜰 것이다.
만약 “File not found” 나 “지정된 이름은 내부 또는 외부 명령어, 실행할 수 있는 프
로그램, 또는 일괄 파일이 아닙니다” 같은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된다면 이는 Java
인터프리터를 찾는데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탐색기로 java.exe 프로그램이 설치된
폴더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autoexec.bat 나 [내컴퓨터/등록정보/환경]의 PATH 에
/bin 폴더를 추가해 준다.
또한 가끔씩 JDK1.2 를 설치한 다음 JDK1.1.* 버전을 사용하는 JBuilder 나 Visual J++
과 같은 자바 개발환경을 설치하게 되면 JDK1.2 의 Java Runtime Environment 에 대한
레지스터리 설정이 바뀌어 java 명령이 제대로 실행이 안될 수도 있다. 이때에는
JDK1.2 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 Java 프로그램 할 때 흔히 하는 실수
1. JDK1.2 이전 버전의 경우 CLASSPATH 에 현재 경로(.)을 추가하는 것을 잊을 경우
이 경우 java.exe 를 실행할 때 클래스 파일을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이럴 때는 환경변수 CLASSPATH 에 현재 경로(.)를 추가해 준다.
2. JDK1.2 이전 버전의 경우 CLASSPATH 에 classes.zip 을 추가하는 것을 잊을 경우
이 경우 javac.exe 를 실행할 때 클래스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이
럴 때는 환경변수 CLASSPATH 에 classes.zip 파일을 추가한다.
3.파일 이름과 클래스 이름이 다를 경우
처음 Java 프로그램을 하게 될 때 많이 하게 되는 실수이다. Java 는 하나의 파일 안
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선언 할 수 있지만 public 으로 선언된 클래스는 오직 하나
여야 하며, public 으로 선언된 클래스 이름과 파일 이름은 같아야 한다. 물론, 대소
문자는 구별해야 하며, public 으로 선언되지 않을 경우는 파일 이름과 달라도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나타난다.
test.java:3: Public class test must be defined in a file called "test.java".
public class test

4.Java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가지는 main()함수를 static 으로 선언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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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에서 함수는 클래스 함수와 인스턴스 함수가 있다. static 으로 키워드를 함수 앞
에 붙이게 되면 이 함수는 클래스 함수가 되게 되는데 main()은 반드시 클래스 함
수여야 한다. 만약 main() 함수 앞에 static 키워드를 빠뜨리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
가 나타난다.
In class AppCalculator: main must be public and static

5. Java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main()함수를 가지지 않거나 애플릿 프로그램을
java.exe 명령으로 실행시키려 할 경우
Java 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시작을 의미하는 함수는 main()함수이며, 애플릿은 init()함
수이다. 만약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main()함수를 빠뜨리면 다음과 같은 메시
지가 나타난다.
In class AppCalculator: void main(String argv[]) is not defined

6. 흔히 Java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JDK1.2 버전과 다른 여러 가지 자바 개발 툴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버전이 달라 환경설정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때 충돌
을 일으키는 프로그램을 지우는 과정에서 JDK1.2 버전에 대한 Java Runtime
Environment 값이 Window 레지스터리에서 지워질 수가 있는데 그 때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나타난다.
Failed reading value of registry key:
Software\JavaSoft\Java Runtime Environment\CurrentVersion

7. JDK1.2 버전의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 Visibroker for Java 3.3 과
JDK1.2 와 충돌을 일으켜 발생하는 메시지이다. 이럴 경우 Visibroker for Java 3.3 버
전은 지우고 3.4 버전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
Exception in thread "main" java.lang.ClassCastException
at com.visigenic.vbroker.tools.idl2java.main(Compiled Code)

JDK1.1.7 과 JDK1.2 를 동시에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도 마찬가지 에러 메시지를 볼
수 있다. JDK1.2 를 설치할 때 이미 Java Runtime Environment 값이 레지스터리에 추
가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변수를 아무리 조정해도 결국 자바 실행환경은 JDK1.2 에
맞추어져 있게 된다.(레지스터리에 대한 설정을 교묘하게 바꾸면 가능할 지 모르겠
지만,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 Java 명령어 살펴보기
-

javac test.java : 컴파일 명령으로서 test.class 를 생성한다.
java test : 실행명령, 이때 실행 class 의 대소문자 구별을 확실하게 해주어야 한다.
appletviewer test.html : applet 실행 명령
test.html 파일 안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추가 되어 있어야 한다.
<applet codebase=. code=”test.class” >
</app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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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vah test : C/C++언어와의 혼합프로그래밍에 필요한 헤더화일과 스텁 파일을 생
성시키다.
javap –c –p test : byte 코드를 디스어셈블하여 사용된 멤버 변수와 method 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c 는 method 에 대해 자세하게, -p 는 모든 멤버를 보여준
다.)
jdb test
javadoc test.java : help 파일을 html 로 작성
rmic testImpl: RMI 를 위한 stub, skeleton 코드 생성
rmiregistry : RMI 통신을 위한 agent 프로그램 실행
jar : 압축파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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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broker for Java 설치
아래에 있는 지원 플랫폼을 확인하고서 컴퓨터 사양에 맞는 버전을 설치하기 바라
며, 부록 CD 에 제공되는 것은 Window 95/98, Window NT 4.0 용이다.
PLATFORM

Solaris 2.5.1, 2.6
Windows 95/98
NT 3.51/4.0
HP-UX 10.20, 11.0
IRIX 6.3/6.4

PRIMARY JAVA VM

JavaSoft JDK 1.1.7B
JavaSoft JDK/JRE 1.2
JavaSoft JDK 1.1.7B
JavaSoft JDK/JRE 1.2
HP-UX Java
C.01.16.00
SGI Java 3.1.1
(JDK 1.1.6)

ADDITIONAL
SUPPORTED JAVA VMs

CURRENT
RELEASE

JavaSoft JDK 1.0.2

VBJ 3.4

JavaSoft JDK 1.0.2
MS Java SDK 2.0

VBJ 3.4

HP-UX Java C.01.17.00

VBJ 3.4
VBJ 3.4

AIX 4.1/4.2

IBM Java 1.1.6

VBJ 3.4

Digital Unix 4.0a

DEC JDK 1.1.7

VBJ 3.4

Siemens Nixdorf SINIX 5.32

JDK 1.1.4

VBJ 3.3

DG/UX 4.20

JDK 1.1.7

VBJ 3.3

[표] 지원 플랫폼
Visibroker for C++와 마찬가지로 설치과정은 Window 시스템을 위주로 설명하게 되며,
UNIX
의
경우에는
각각의
시스템에
맞는
버전을
Inprise
Homepage(http://www.inprise.com)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기 바란다.
자! 그럼 이번에는 Visibroker for Java 를 설치해보자. (Window NT 사용자라면
Administrator 로그인한 후 시작해야 한다.) Visibroker for Java 3.3 을 설치한다는 가정
하에 설명하겠다. Visibroker for Java 3.4 의 경우에도 3.3 과 다른점이 없지만, Visibroker
for C++ 3.3 과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설치에 앞서]를 꼭 참고하
기 바란다. 부록 CD 에 있는 vbj33.exe 를 더블클릭하면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기본적인 동의 절차를 거친 후 Serial Number 를 묻는데 빈칸으로 남겨두고 다음을
누른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60 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Evaluation Version 이다.
Visibroker for Java 역시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은 용량을 차지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
능한 모든 옵션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모든 옵션을 선택하여 설치하면 24M 정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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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brokerJava 설치 1.gif)
설치할 위치를 묻는데, 디폴트로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자. 보통 디폴트로 선
택되는 위치는 C:\Inprise\vbroker 인데, 먼저 Visibroker for C++를 설치했을 경우는
C++를 설치한 폴더가 선택된다. 물론, 이 위치는 변경해도 된다. 하지만, Visibroker
for C++와 Java 모두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와 실행파일을 서로 다른 폴더에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되도록이면 변경하지 않고 디폴트로 나타나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자. 물론 조심해야 할 것은 설치할 Visibroker for Java 의 버전이 3.4 일 경우는
Visibroker for C++ 3.3 과 같은 디렉토리에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visibrokerJava 설치 2.gif)
다음은 설치할 컴포넌트를 선택할 차례이다. 추가할 컴포넌트에 Java ORB, Event
Service, Naming Service, GateKeeper 가 선택되어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서브 컴포
넌트 설치를 변경하려면 Change 버튼을 누르면 된다. Visibroker for C++에 비해
GateKeeper 라는 컴포넌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CORBA Client 프로그램을 애플
릿으로 만들었을 때 Applet 이 IIOP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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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brokerJava 설치 3.gif)

(visibrokerJava 설치 4.gif)

다음으로 OSAGENT_PORT 와 VBROKER_ADM 폴더를 정해주게 된다. 이것 역시
디폴트로 정해진 값을 사용한다. OSAGENT_PORT 와 VBROKER_ADM 은 이후
Visibroker 를 사용할 때 Window Registry 에 등록될 값인데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다.
VBROKER_ADM 은 보통 설치하는 디렉토리의 \adm 으로 정해주면 되며, 다른 곳으
로 설정해도 된다.

(visibrokerJava 설치 5.gif)
다음은 Setup Option Screen 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Please modify my PATH 만 선택하
고 NT Service 로 등록하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다. Visibroker for C++와 마찬가지로
NT Service 로 등록하게 되면 [제어판/서비스]를 통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설치
과정에서 사용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한가지 더 포함된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 추가할 Program Folder 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그냥 디폴트로 하고 다음을 누른다.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에 대해서 보
여주고 확인을 하면 필요한 파일들을 선택한 폴더에 복사하고 실행 프로그램 그룹
을 추가해 Window Registry 에 Visibroker 를 등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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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brokerJava 설치 6.gif)
만약 Visibroker for C++가 설치되어 있으면 osagent.exe 가 설치되어 있는데 덮어 쓸
것인지 묻는 다이알로그가 나타난다. Visibroker for C++ 3.3 과 Visibroker for Java 3.4 를
중복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Yes 버튼을 누르고 넘어간다.
Window 95/98 에 설치할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던 autoexec.bat 는 autoexec.X 처럼 다
른 이름으로 바뀌어 저장되고 autoexec.bat 에 Visibroker 의 환경이 추가된다. 만약
Visibroker for C++를 같은 디렉토리에 설치했다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
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Yes]버튼을 누른다.

(visibrokerJava 설치 7.gif)
your old autoexec.bat has been saved to autoexec.X.
Click OK to continue
이렇게 함으로써 Visibroker for Java 설치가 끝났다. 이제 설치를 끝내고 윈도우 화면
으로 돌아가보자.

■Visibroker for Java 테스트
Visibroker for Java 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보자. Window 95/98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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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exec.bat 를 열어보면 Visibroker 와 관련된 환경변수가 추가되어 있을 것이다. 물
론, 먼저 Visibroker for C++를 같은 디렉토리에 설치하였다면 C++ 설치 시 Visibroker
path 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
set path=C:\inprise\vbroker\bin

(CORBA Java 프로그램을 컴파일 할 경우 vbjc 와 javac 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vbjc 를 사용할 경우 CORBA Java 프로그램을 하는 데 필요한 클래스 파일 설정이
자동으로 인식되지만, javac 을 사용할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CLASSPATH 에
c:\inprise\vbroker\lib\vbjorb.jar 파일을 추가해 주어야 한다. vbjorb.jar 파일은 CORBA
와 관련된 클래스 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행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추가해 놓도
록 하자.)
prompt> vbjc Sample.java

혹은
prompt> javac Sample.java

Window NT 의 경우 [제어판/시스템]에서 [환경] 탭을 눌러보면 Path 에
C:\inprise\vbroker\bin 이 추가되어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추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추가해 주도록 하자. 이것 역시 [시스템 변수]나 [Administrator 의 사용자 변수]
둘 중 하나에만 추가해 주면 된다.

(visibrokerC++설치 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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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프로그램]에서 [Visibroker] 프로그램 그룹을 보면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
록되어 있을 것이다. [Visibroker] 프로그램 그룹에서 Visibroker Smart Agent 를 실행시
키면 아래처럼 Agent 데몬이 실행된다.

(Agent 실행.gif)

도스 프롬프트를 하나 띄워서
C:\>idl2java –version

이라는 명령을 입력하면
VisiBroker Developer for Java [03.04.00.C5.01] (MAR 04 1999 15:08:05)
Java: Version 1.1.6 from Sun Microsystems Inc.
OS: Windows NT version 4.0; CPU: x86

와 같은 메시지가 뜰 것이다. 여기까지 실행이 되면 Visibroker for Java 는 아주 성공
적으로 설치가 된 것이다.

■Visibroker for Java 삭제
Visibroker for Java 의 새로운 버전을 추가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전에 설치된 버전을 삭제해야 한다.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삭제]를 실행 시켜 이
전버전을 삭제하든지, [시작/프로그램]에서 [Visibroker] 프로그램 그룹의 uninstall
Visibroker for Java 를 실행시켜 삭제하면 된다.
삭제를 진행하는 동안 shared libraries 를 삭제 할 것인지 묻는데, Visibroker for C++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NO 를 선택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YES 혹은 YES TO
ALL 을 선택하여 모두 지우면 된다. Visibroker for C++와 마찬가지로 자동 삭제시 문
제가 발생하면 직접 설치된 디렉토리와 프로그램 그룹, 환경설정을 삭제해 주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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