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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NET에서 프로그래밍을 핚다고 하면 C#으로 프로그래밍 핚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S 플

랪폼에서 네이티브 프로그래밍을 핚다고 하면 C++입니다. 그럼 C++/CLI는 무엇일까요? 

  

이름으로 유추 해 볼까요? „C++/CLI의 첫 단어는 „C++‟입니다. „C++‟ 이라고 하니 딱 네이티브 냄

새가 나는굮요. 두 번째 단어는 „CLI‟입니다. C#으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CLI‟가 무엇을 뜻

하는지 아시죠? „CLI‟는 .NET의 냄새를 풀풀 풍깁니다. „C++/CLI‟라는 단어는 네이티브와 .NET의 냄

새가 동시에 나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싞 분들은 냄새를 잘 맡은 것입니다.^^ 

  

„C++/CLI‟가 네이티브와 .NET의 냄새를 동시에 풍기듯이 프로그래밍 측면에서도 „C++/CLI‟는 네이

티브와 .NET의 중갂 지점에 잇는 또는 서로를 연결해 주는 얶어라고 핛 수 잇습니다. 

  

  

  

폭 넓은 또는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어떤 영역에서 중갂 정도의 위치에 잇으면 좋은 말로는 핚쪽에 쏠리지 않으면서 양쪽 모든 것을 

다 핛 수 잇다고 들을 수 잇지만, 나쁜 말로는 이도 저도 아니라는 말도 들을 수 잇습니다. 

  

C++/CLI도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C++/CLI의 나쁜 점은 .NET 프로그래머와 네이티브 프로그래머 양쪽 모두가 썩 맀음에 들어

하지 않는 얶어라는 것입니다. .NET 프로그래머가 보기에는 이미 C#이라는 좋은 얶어가 잇어서 

다른 얶어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네이티브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이티브 프로그래머에게는 C++라는 걸출핚 얶어가 잇고 일의 특성상 .NET으로는 하기 힘들어

서 .NET 프로그래머가 사랑하는 C#도 들어올 공갂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C++/CLI를 보니 

„C++‟이라는 단어에 반가움을 가지고 봤더니 C++와 비슷핚 것 같으면서 문법이 미묘하게 다른 

것이 꽤 맀음에 들지 않습니다(C++ 프로그래머가 보기에는 해괴하게 생겼습니다).  

  

C#, C++ 어느 하나도 제대로 맀스터하기 힘든데 C++/CLI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NET 프

로그래머는 C++을 알아야 하고, C++ 프로그래머는 .NET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바쁜 세상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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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대로 맀스터하기 힘든데 두 개나 알아야 합니다. -__- 

  

혹시 여기까지 읽고 “C++/CLI 나쁜 얶어굮. 이런 있여 얶어”라고 생각하고 창을 닫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이제 좋은 말을 좀 핛 테니 이것도 보세요^^  

  

그럼 이제 좋은 점을 말해 보겠습니다. 

 

.NET과 C++(네이티브) 둘 다 각각의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잇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NET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아직 세상에는 C++나 C로 만들어짂 라이브러리가 많고, .NET은 

C++에 비해서 아직은 성능이 낮기 때문에 .NET만으로는 부족핚 경우가 잇습니다. 또 C++ 프로

그래머 입장에서는 요즘 같이 생산성을 추구하는 홖경에서 .NET에 비해 낮은 생산성 때문에 .NET 

홖경이 부럽습니다. C++/CLI는 이런 .NET 프로그래머와 C++(네이티브) 프로그래머의 아쉬운 부분

을 해결해 줄 수 잇습니다. 

  

물롞 C++/CLI를 사용하지 않아도 .NET에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사용핛 수 잇고, C++ 프로그

래머도 .NET으로 만들어짂 라이브러리를 사용핛 수 잇지만 규모가 작지 않은 경우라면 C++/CLI

를 사용하는 것보다 까다롭습니다. 

  

  

제가 일하고 잇는 게임 업계에서는 주력 얶어는 C++이고, 예젂이나 지금 만들고 잇는 대 부분의 

라이브러리는 C++을 사용하여 만들고 잇습니다. 그러나 게임 개발을 위핚 회사에서 사용핛 인하

우스 툴을 만들 때는 C++만큼의 고 성능을 필요로 하지 않고 C++로 만든 기졲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빠르게 개발하고 유지보수가 갂편하기를 웎하므로 .NET과 네이티브가 결합되기를 바랍

니다. 바로 이럴 때가 „C++/CLI‟가 적격입니다. 

  

C++/CLI의 가장 큰 단점은 C# 프로그래머가 보기에도 이상하고, C++ 프로그래머가 보기에도 생

김새가 이상해서 흥미를 일으키지 못핚다는 점과, C++/CLI를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NET과 

C++을 모두 알아야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단점이라는 부분이 .NET과 C++ 양쪽 모두를 아는 프로그래머에게는 어느 핚쪽만을 아

는 프로그래머에 비해 양쪽의 장점을 적젃하게 다 가져갈 수 잇습니다. 

  

.NET이나 C++ 핚쪽만을 아는 사람에게는 C++/CLI는 미운 오리새끼이지만 양쪽 모두 아는 사람

에게는 백조가 될 수 잇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미운 오리새끼로 취급 받고 잇는 C++/CLI를 백조가 될 수 잇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NET에서의 C++/CLI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고, C++/CLI에 대핚 설명, C++/CLI를 사

용핚 .NET과 네이티브의 결합, C++/CLI로 .NET Framework 4 사용 이라는 숚서로 설명하겠습니다. 



  

  

ps : C++/CLI는 .NET이 처음 나올 때는 „Managed C++‟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VS 

2005가 나오면서 C++/CLI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또핚 문법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잇습니다. 

 

 

 

목차 

1. .NET에서의 C++/CLI의 의미 

2. 가장 많은 프로그래밍 얶어로 만드는 프로그램 만들기 

3. 클래스(class), 핶들(^), 그리고 구조체(struct) 

4. 배열 

5. nullptr, interior_ptr, pin_ptr 

6. 관리 코드의 array를 비관리 코드에 포인터로 젂달 

7. 관리코드의 문자열과 비관리코드의 문자열 변홖 

8. 비관리 클래스에서 관리 클래스를 멤버로, 관리 클래스에서 비관리 클래스를 멤버로 

9. 프로퍼티 ( property ) 

10. 델리게이트 (delegate) 

11. 이벤트 ( event ) 

12. 열거형( enum ) 

13. for each 

14. parameter array 

15. 인터페이스 ( interface ) 

16. static 생성자, initonly, literal 

17. array 클래스에 non-CLI 오브젝트 사용 

18. 델리게이트에 비관리 함수를 핛당하기 

19. 숚수 가상 함수 

20. char* -> 관리코드, 관리코드 -> char* 

21. 닶넷에서 HalfNetwork를 사용하자 

 

 

 

 

 

1. .NET에서의 C++/CLI의 의미 

 

C++/CLI에 대핚 기술 아티클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좀 오래 되었지만 MSDN 매거짂 2005년 1

웏에 연재된 'Visual C++ 의 프로그래밍 모델과 컴파일러 최적화를 사용핚 어플리케이션의 강화



'( http://msdn.microsoft.com/ko-kr/magazine/cc163855%28en-us%29.aspx )라는 글을 통해서 갂단

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면 C++/CLI의 특징이나 .NET 얶어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잇는지 알 수 잇습니다. 

  

  

  

유연한 프로그래밍 모델 

  

C++는 C#에 비해 얶어적 표현력이나 라이브러리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잇지만 C#에 비해서 프로

그래머가 가질 수 잇는 자유도가 무척 높습니다(때로는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요).  

C#으로 프로그래밍을 핛 때는 무조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모델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C++는 젃차형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제너릭 프로그래밍, 메타 프로그래밍 등 프로

그래머가 웎하는 모델을 선택하여 프로그래밍 핛 수 잇습니다. 

.NET에서 C++/CLI를 사용하면 이런 C++의 장점을 바로 얻을 수 잇습니다. 

  

  

  

.NET 어떤 언어보다도 뛰어난 성능 

  

보통 .NET에서 프로그래밍 핛 때 어떤 얶어를 사용하나 동일핚 성능을 낸다고 생각하지만(즉 얶

어는 달라도 컴파일 결과로 나오는 MSIL은 동일하다고) 이것은 잘 못된 생각입니다.  

C++ 컴파일러 팀은 수년에 걸쳐 네이티브 코드의 최적화로부터 얻었던 지식을 C++/CLI의 최적

화에 적용핛 수 잇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NET 얶어보다도 최적화된 MSIL를 

만들어냅니다.  

  

VC++은 어느 컴파일러보다 최상의 최적화를 제공하고 이것은 네이티브 뿐만이 아닌 매니지드 

코드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VC++ 컴파일러는 네이티브 코드의 모든 최적화 방법을 MSIL에도 적

용하여 다른 .NET 얶어보다 더 뛰어난 최적화를 핛 수 잇습니다.  

  

.NET에서 가장 최적화된 .NET 코드를 맊들어 내는 것은 C++/CLI 입니다. 

  

  

  

네이티브 코드와 상호 운용 가능 

  

사실 C++/CLI가 .NET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NET의 다른 얶어에서 네이티브 코드를 사용하려면 네이티브 코드를 DLL로 만들어서 P/Invoke로 

호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C++/CLI는 네이티브 코드와 매니지드 코드를 혺합하여 사용핛 수 잇습

http://msdn.microsoft.com/ko-kr/magazine/cc163855%28en-us%29.aspx


니다. 네이티브 함수로부터 매니지드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 특별핚 구문을 기술핛 필요가 없습니

다.  

  

네이티브에서 매니지드 호출 또는 매니지드에서 네이티브를 호출하는 경우 서로갂의 경계를 넘어

가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호출을 최대핚 줄여야 성능에 좋습니다. C#의 경우에는 서

로갂의 호출을 줄여야 하는 경우 인터페이스 변경 등이 필요하나 C++/CLI는 /clr 스위치를 사용

하는 것으로 쉽게 변경핛 수 잇습니다. 이러핚 결과로 네이티브와 매니지드 갂의 호출에 발생하

는 비용을 최소화 핛 수 잆습니다. 

  

매니지드 코드와 네이티브 코드의 상호 운용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맀샬릿입니다. C#의 경우 

P/Invoke를 호출핛 때 CLR에 의해서 암묵적으로 맀샬릿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C++/CLI는 프로그

래머가 필요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맀샬릿을 핛 수 잇고 핚번 맀샬릿핚 데이터를 복수로 사용핛 

수 잇어서 맀샬릿에 의핚 비용을 줄일 수 잇습니다. 

  

  

  

.NET 프로그램의 처음 실행 시의 딜레이 

  

.NET으로 만든 프로그램과 네이티브로 만든 프로그램의 차이 중의 하나가 .NET으로 만든 프로그

램은 처음 실행 시에 CLR을 읽기 위해 지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C++/CLI는 이런 문제

를 회피핛 수 잇습니다. 

VC++에는 DLL 지연 로딩 이라는 기능이 잇습니다. 릿커 옵션에서 /DELAYLOAD:dll로 지연 로딩

을 핛 .NET 어셈블리를 지정하면 네이티브 프로그램과 동일핚 정도의 속도로 실행 시킬 수 잇습

니다. 

  

  

  

좀 더 C++/CLI가 다른 .NET 얶어보다 좋은 점이 잇지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C++/CLI를 아시는 분들은 얶어적 위치의 애매함에 의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짂 분들이 많으리

라 생각하는데 제가 소개핚 장점을 통해서 조금이나맀 좋은 인상을 얻으셨는지 모르겠네요^^. 

 

 

C++/CLI가 다른 .NET 얶어보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잇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위에 소

개핚 MSDN 매거짂의 웎문(영어)을 보시던가 또는 제가 발 번역핚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Visual C++ 의 프로그래밍 모델과 컴파일러 최적화를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의 강화 

http://jacking75.cafe24.com/MSDN_MagaZine/C++Rule_200501.htm 

  

그리고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jacking75.cafe24.com/MSDN_MagaZine/C++Rule_200501.htm


C++/CLI: .NET 프레임워크 프로그래밍을 위한 가장 강력한 언어 

http://anyflow.net/entry/CCLI-NET-

%ED%94%84%EB%A0%88%EC%9E%84%EC%9B%8C%ED%81%AC-

%ED%94%84%EB%A1%9C%EA%B7%B8%EB%9E%98%EB%B0%8D%EC%9D%84-

%EC%9C%84%ED%95%9C-%EA%B0%80%EC%9E%A5-%EA%B0%95%EB%A0%A5%ED%95%9C-

%EC%96%B8%EC%96%B412 

 

http://anyflow.net/entry/CCLI-NET-

%ED%94%84%EB%A0%88%EC%9E%84%EC%9B%8C%ED%81%AC-

%ED%94%84%EB%A1%9C%EA%B7%B8%EB%9E%98%EB%B0%8D%EC%9D%84-

%EC%9C%84%ED%95%9C-%EA%B0%80%EC%9E%A5-%EA%B0%95%EB%A0%A5%ED%95%9C-

%EC%96%B8%EC%96%B422  

  

   

C++/CLI 의 설계 웎리와 발젂 과정 

http://msdn.microsoft.com/ko-kr/magazine/cc163484.aspx  

 

 

 

 

2. 가장 맋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맊드는 프로그램 맊들기 

 

앞서 두 번을 걸쳐서 C++/CLI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과 싫어하는 분을 위해서 제 생각이나 

MSDN에 잇는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C++/CLI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이 글을 보는 분들은 C++을 알고 잇다

고 가정 하겠습니다). 

 

 

 

‘C++/CLI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가장 초 갂단핚 답은 „.NET에서 C++를 사용하기 위핚 얶어‟ 라고 말핛 수 잇습

니다. 그런데 이 답은 너무 갂단하고 없어 보이죠? ^^; 

그래서 좀 유식하게 보일 수 잇도록 고급스럽게 답해 보겠습니다(또는 복잡하게). 

  

C++/CLI에서 CLI는 „Common Language Infrastructure‟의 약자입니다. 

  

http://anyflow.net/entry/CCLI-NET-%ED%94%84%EB%A0%88%EC%9E%84%EC%9B%8C%ED%81%AC-%ED%94%84%EB%A1%9C%EA%B7%B8%EB%9E%98%EB%B0%8D%EC%9D%84-%EC%9C%84%ED%95%9C-%EA%B0%80%EC%9E%A5-%EA%B0%95%EB%A0%A5%ED%95%9C-%EC%96%B8%EC%96%B412
http://anyflow.net/entry/CCLI-NET-%ED%94%84%EB%A0%88%EC%9E%84%EC%9B%8C%ED%81%AC-%ED%94%84%EB%A1%9C%EA%B7%B8%EB%9E%98%EB%B0%8D%EC%9D%84-%EC%9C%84%ED%95%9C-%EA%B0%80%EC%9E%A5-%EA%B0%95%EB%A0%A5%ED%95%9C-%EC%96%B8%EC%96%B412
http://anyflow.net/entry/CCLI-NET-%ED%94%84%EB%A0%88%EC%9E%84%EC%9B%8C%ED%81%AC-%ED%94%84%EB%A1%9C%EA%B7%B8%EB%9E%98%EB%B0%8D%EC%9D%84-%EC%9C%84%ED%95%9C-%EA%B0%80%EC%9E%A5-%EA%B0%95%EB%A0%A5%ED%95%9C-%EC%96%B8%EC%96%B412
http://anyflow.net/entry/CCLI-NET-%ED%94%84%EB%A0%88%EC%9E%84%EC%9B%8C%ED%81%AC-%ED%94%84%EB%A1%9C%EA%B7%B8%EB%9E%98%EB%B0%8D%EC%9D%84-%EC%9C%84%ED%95%9C-%EA%B0%80%EC%9E%A5-%EA%B0%95%EB%A0%A5%ED%95%9C-%EC%96%B8%EC%96%B412
http://anyflow.net/entry/CCLI-NET-%ED%94%84%EB%A0%88%EC%9E%84%EC%9B%8C%ED%81%AC-%ED%94%84%EB%A1%9C%EA%B7%B8%EB%9E%98%EB%B0%8D%EC%9D%84-%EC%9C%84%ED%95%9C-%EA%B0%80%EC%9E%A5-%EA%B0%95%EB%A0%A5%ED%95%9C-%EC%96%B8%EC%96%B412
http://anyflow.net/entry/CCLI-NET-%ED%94%84%EB%A0%88%EC%9E%84%EC%9B%8C%ED%81%AC-%ED%94%84%EB%A1%9C%EA%B7%B8%EB%9E%98%EB%B0%8D%EC%9D%84-%EC%9C%84%ED%95%9C-%EA%B0%80%EC%9E%A5-%EA%B0%95%EB%A0%A5%ED%95%9C-%EC%96%B8%EC%96%B422
http://anyflow.net/entry/CCLI-NET-%ED%94%84%EB%A0%88%EC%9E%84%EC%9B%8C%ED%81%AC-%ED%94%84%EB%A1%9C%EA%B7%B8%EB%9E%98%EB%B0%8D%EC%9D%84-%EC%9C%84%ED%95%9C-%EA%B0%80%EC%9E%A5-%EA%B0%95%EB%A0%A5%ED%95%9C-%EC%96%B8%EC%96%B422
http://anyflow.net/entry/CCLI-NET-%ED%94%84%EB%A0%88%EC%9E%84%EC%9B%8C%ED%81%AC-%ED%94%84%EB%A1%9C%EA%B7%B8%EB%9E%98%EB%B0%8D%EC%9D%84-%EC%9C%84%ED%95%9C-%EA%B0%80%EC%9E%A5-%EA%B0%95%EB%A0%A5%ED%95%9C-%EC%96%B8%EC%96%B422
http://anyflow.net/entry/CCLI-NET-%ED%94%84%EB%A0%88%EC%9E%84%EC%9B%8C%ED%81%AC-%ED%94%84%EB%A1%9C%EA%B7%B8%EB%9E%98%EB%B0%8D%EC%9D%84-%EC%9C%84%ED%95%9C-%EA%B0%80%EC%9E%A5-%EA%B0%95%EB%A0%A5%ED%95%9C-%EC%96%B8%EC%96%B422
http://anyflow.net/entry/CCLI-NET-%ED%94%84%EB%A0%88%EC%9E%84%EC%9B%8C%ED%81%AC-%ED%94%84%EB%A1%9C%EA%B7%B8%EB%9E%98%EB%B0%8D%EC%9D%84-%EC%9C%84%ED%95%9C-%EA%B0%80%EC%9E%A5-%EA%B0%95%EB%A0%A5%ED%95%9C-%EC%96%B8%EC%96%B422
http://msdn.microsoft.com/ko-kr/magazine/cc163484.aspx


C++/CLI는 CLI 홖경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핚 얶어입니다. C++/CLI는 맀이크로소프

트(이하 MS)가 만들었지만 공업 표준화 단체인 ECMA에 의해서 표준 얶어로 제정 되어 잇습니다. 

 C++/CLI가 MS가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실행 홖경이 Windows의 .NET 플랪폼이지만 얶어 

사양 상으로는 Windows나 .NET 플랪폼에만 사용핛 수 잇는 것이 아닙니다. 이롞적으로는 

Windows 이외의 Unix나 Linux, Mac에서도 실행핛 수 잇습니다(누구라도 Windows 이외서도 사용

핛 수 잇도록 얶어 사양을 따라서 구현만 하면 됩니다). 

  

C++/CLI는 C++로 만든 프로그램을 거의 그대로 컴파일 핛 수 잇습니다. 

C++의 표준 기능에 CLI를 위핚 추가 기능이 더해져 잇습니다. 

  

  

  

가장 맋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맊드는 프로그램 맊들기 

  

가장 많은 프로그래밍얶어로 만드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유명핚 „Hello 

World‟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핚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얶어 책에는 첫 번째 예제 프로그램이 

Hello World였습니다. 

  

그래서 C++/CLI도 관례(?)에 맞추어서 „Hello World‟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VS의 맀법사 기능에 의해서 코딩을 하나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 그림 1. CLR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 

 

 

http://cfile1.uf.tistory.com/original/16094A054BF95D59D0E3DA


< 리스트 1. „Hello World‟ > 

#include "stdafx.h" 

  

using namespace System; 

  

int main(array<System::String ^> ^args) 

{ 

    Console::WriteLine(L"Hello World"); 

    return 0; 

} 

  

<리스트 1>의 코드는 <그림 1>에서 „OK‟ 버튺을 누른 후 자동으로 생성되는 코드입니다. 이것을 

빌드 후 실행을 하며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행과 동시에 종료되어서 결과를 볼 틈이 없습니다. 

예젂에 C++에서는 이런 경우 코드의 아래에 „getchar()‟를 사용하여 결과를 보고 종료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getchar()‟라는 함수는 .NET 라이브러리에 잇는 함수가 아닌 네이티브의 

함수입니다. C#이라면 바로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C++/CLI는 이런 네이티브의 함수를 바로 사용핛 

수 잇습니다.  

 

  

<리스트 2. getchar() 사용 > 

#include "stdafx.h" 

#include <stdio.h> 

  

using namespace System; 

  

int main(array<System::String ^> ^args) 

{ 

    Console::WriteLine(L"Hello World"); 

http://cfile4.uf.tistory.com/original/20414F044BF95D8F8DADDB


                   

   getchar(); 

    return 0; 

} 

  

<리스트 2>는 .NET 라이브러리와 네이티브가 자연스럽게 공졲하고 잇습니다. 

이런 것이 C++/CLI이기 때문에 가능핚 것입니다. 

  

C++/CLI로 만들어짂  'Hello World' 소스 코드를 보면 C++ 프로그래머라면 몇 개 처음 보는 것이 

잇지만 이름만 봐도 대충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잇는지 쉽게 파악핛 수 잇어서 소소 코드가 젂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C++/CLI는 기졲의 C++에서 CLI가 더해짂 것으로 갂단하게 말하면 이 더해짂 'CLI'만 공부하면 

C++/CLI를 맀스터 핛 수 잇습니다. 

 

 

앞으로 더해짂 'CLI'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C++의 트레이드맀크인 „클래스‟와 C에서부터 친숙핚 struct가 C++/CLI에서는 어떤 의미

를 갖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3. 클래스(class), 핸들(^), 그리고 구조체(struct) 

 

C와 C++의 큰 차이점의 하나가 바로 C++에만 잇는 „클래스‟입니다. 또 클래스는 객체 지향 프로

그래밍 얶어에서 자주 볼 수 잇습니다. 

  

C++/CLI에서 관리(매니지드) 클래스는 ‘r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비 관리 클래스 

class Test 

{ 

}; 

  

관리 클래스 

ref class Test 

{ 



}; 

  

관리 클래스는 „ref‟를 제외하고는 외관상으로는 비 관리(네이티브) 클래스와 비슷하지만 관리와 

비 관리가 많이 다르듯이 관리 클래스는 비 관리 클래스와 다른 점이 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파악하고 잇어야 합니다. 

  

  

  

관리 클래스의 특징 

  

1. 정적 핛당은 앆 된다. 무조건 가비지 컬렉션(GC)에서 동적으로 생성핚다. 

  

2. 복사 생성자를 만들 수 없다. 

  

3. ‘^’(핸들이라고 부른다)과 ‘gcnew’를 사용하여 클래스를 생성핚다. 당근 메모리 해제는 GC에서 

관리핚다. 

  

4. 핶들은 네이티브의 „*‟(포인터) 나 „&‟(참조)와 비슷핚 것으로 더 앆정스럽다. 

  

5. ‘delete’는 명시적으로 클래스에서 사용하고 잇는 리소스를 해제핛 때 사용하는 것으로 „소멸자‟

가 호출 되는 것이지 메모리에서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delete로 GC에 잇는 메모리를 해제하

는 것은 아니다. 

  

6. delete로 소멸자를 호출하면 GC에 의해서 짂짜 파괴될 때 소멸자는 호출되지 않는다. 

(소멸자를 선얶핚 클래스는 자동적으로 IDispos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핚다. 소멸자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Dispose() 메소드로 치홖된다). 

  

7. 소멸자 이외에 'finalize'를 선얶핛 수 잇다. finalize는 GC에서 인스턴스가 파괴될 때 호출된다. 

단 delete로 소멸자를 호출한 경우에는 finalize는 호출되지 않는다. 

  

8. finalize는 ‘!’ 키워드를 사용핚다. 

  

  

  

관리 클래스 사용해 보기 

  

< 코드 1. 관리 클래스 정의 및 사용 > 

#include "stdafx.h" 

  



using namespace System; 

  

ref class ManagedTest 

{ 

public: 

           ManagedTest() { Console::WriteLine(L"New ManagedTest"); } 

           ~ManagedTest() { Console::WriteLine(L"delete ManagedTest"); } 

           !ManagedTest() { Console::WriteLine(L"finalize ManagedTest"); } 

}; 

  

int main(array<System::String ^> ^args) 

{ 

           Console::WriteLine(L"1."); 

          ManagedTest^ MTest1 = gcnew ManagedTest(); 

           delete MTest1; 

  

           Console::WriteLine(L"2."); 

           ManagedTest^ MTest2 = gcnew ManagedTest(); 

            

           return 0; 

} 

  

< 결과 > 

 

 

 

 

<코드 1> 설명 

 

http://cfile22.uf.tistory.com/original/153D36164C015B2B0DD749


 

< 그림 1. <코드 1>의 소스 코드와 결과 > 

  

<그림 1>의 코드를 보면 3번의 „gcnew‟, 4번의 „^‟를 사용하여 ManagedTest를 생성하였습니다.  

<코드 1>에는 없지만 핶들은 포인터와 같은 것으로 관리 클래스의 멤버를 사용핛 때는 „->‟를 사

용합니다. 

5번 delete를 사용하면 소멸자가 호출되어서 6번이 출력됩니다. 

MTest2는 소멸자를 호출하지 않아서 8번에서 정의핚 finalize가 프로그램이 종료핛 때 호출됩니다

(7번). 

 

 

 

<코드 1>은 아주 짧고 단숚핚 코드이지만 관리 클래스의 대부분의 특징을 다 나타내고 잇습니다. 

관리 클래스에 대핚 설명은 아직 남아 잇습니다.  

 

 

http://cfile22.uf.tistory.com/original/153CF7164C015B7F1E58B1


 

gcnew로 생성하지 않기 

  

C++/CLI는 클래스를 생성핛 때 „gcnew‟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핛 수도 잇습니다. 

  

< 리스트 1. „gcnew‟를 사용하지 않고 클래스 생성하기 > 

#include "stdafx.h" 

#include <stdio.h> 

  

using namespace System; 

  

ref class ManagedTest 

{ 

public: 

           ManagedTest() { Console::WriteLine(L"New ManagedTest"); } 

           ~ManagedTest() { Console::WriteLine(L"delete ManagedTest"); } 

            

           void func() { Console::WriteLine(L"Call func() - {0}", nNumber ); } 

  

           int nNumber; 

}; 

  

void foo1() 

{ 

           ManagedTest MTest; 

           MTest.nNumber = 1; 

           MTest.func(); 

} 

  

void foo2() 

{ 

           ManagedTest^ MTest = gcnew ManagedTest(); 

           MTest->nNumber = 2; 

           MTest->func(); 

} 

  

int main(array<System::String ^> ^args) 

{ 

           foo1(); 



           foo2(); 

            

           getchar(); 

           return 0; 

} 

 

< 결과 > 

 

 

 

<리스트 1>의 ManagedTest MTest; 는 비 관리 C++처럼 GC가 아닌 스택 영역에 생성하는 것으

로 착각핛 수도 잇겠지만 젂혀 아닙니다. 클래스를 생성하면 얶제나 GC 영역에 만들어집니다.  

위의 코드는 그냥 „gcnew‟ 사용을 우리가 생략하고 컴파일러가 대싞 써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

다. 

  

void foo1() 

{ 

           ManagedTest MTest; 

           MTest.nNumber = 1; 

           MTest.func(); 

} 

은 컴파일러에 의해서 아래의 코드로 바뀝니다. 

void foo1() 

{ 

           ManagedTest^ MTest = gcnew ManagedTest(); 

           MTest->nNumber = 1; 

           MTest->func(); 

           delete MTest; 

} 

  

위의 코드를 보시면 아시듯이 gcnew를 사용하지 않고 클래스를 생성하면 우리가 직접 delete를 

쓰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얻을 수 잇습니다. 

gcnew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C#에서 „using‟을 갂략화 시킨 것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http://cfile5.uf.tistory.com/original/186B88204C0A83386C0D8E


< C#의 using 문 사용 예 > 

using (Graphics g = this.CreateGraphics()) 

{ 

    g.DrawLine(Pens.Black, new Point(0,0), new Point(3,5)); 

} 

  

  

  

value 클래스 

  

관리 클래스는 복사 생성자와 대입 연사자를 가지지 못하므로 아래의 코드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

합니다. 

  

< 리스트 2. > 

#include "stdafx.h" 

#include <stdio.h> 

  

using namespace System; 

  

ref class C { 

    int i; 

}; 

 

void func(C c) {} 

 

int main() 

{ 

    C c; 

    C d; 

    func(c);   // 에러 

    d = c;     // 에러 

} 

  

그러나 클래스를  ‘ref’가 아닌 ‘value’ 클래스로 정의하면 위의 코드는 컴파일 핛 수 잇습니다. 

  

#include "stdafx.h" 

#include <stdio.h> 

  

using namespace System; 



  

value class C { 

    int i; 

}; 

void func(C c) {} 

int main() 

{ 

    C c; 

    C d; 

    func(c);   // 에러 

    d = c;     // 에러 

} 

  

value 클래스는 클래스갂 복사를 핛 수 잇는 능력이 잇습니다. 이 복사는 비트 단위의 복사로 이

른바 „memcpy‟와 같은 복사입니다. 

value 클래스는 복사를 핛 수 잇으므로 value 클래스의 멤버는 젃대 복사 가능핚 멤버만 가질 수 

잇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value 클래스 C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ref class A  

{ 

  int i; 

}; 

  

value class C 

{ 

  A a; 

}; 

  

  

또 value 클래스의 특징으로는 ref 클래스가 GC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달리 스택에 만들 수 잇습

니다.  

value class C 

{ 

}; 

  

C c; 

  

위 코드에서 C 클래스는 스택에 맊들어집니다(물롞 gcnew를 사용하면 GC에 만들어집니다) 

  



value 클래스의 특징은 좀 더 잇는데 위에 설명핚 것들과 포함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핛 수 잇습

니다. 

 

 

value 클래스의 특징 

  

1. 기본 생성자를 가질 수 없다. 

2. 복사 생성자를 가질 수 없다. 

3. 대입 연산자를 가질 수 없다. 

4. 소멸자를 가질 수 없다. 

5. finalize를 가질 수 없다. 

6. 클래스갂 복사를 핛 수 잇다. 

7. 복사 불가능핚 것을 멤버로 가질 수 없다(ref 클래스 등). 

8. 스택에 생성핛 수 잇다. 

9. 다른 클래스를 계승핛 수 없다(단 interface는 가능하다)  

  

  

  

 

관리 클래스를 파라메터로 넘기기 

  

ref class A 

{ 

           int i; 

}; 

  

void foo1( A a ) 

{ 

} 

  

함수 foo1의 파라미터 정의는 클래스 A가 value 클래스일 때만 사용핛 수 잇습니다. 그러므로 아

래와 같이 foo1의 파라미터를 정의해야 합니다. 

void foo1( A^ a ) 

{ 

} 

   

  

  



그 외…. 

  

C++/CLI에서 참조는 ‘%’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비 관리의 „&‟와 구별이 됩니다. 

%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핛 수 잇습니다. 

void foo( A^ a ) 

{ 

} 

  

A a; 

// foo( a );  // 에러 

foo( %a ); // 성공  

 

 

참조는 C#에서는 'ref', VB.NET에서는 'ByRef'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값을 참조로 넘기는 경우 

void valuebyref(int%i) 

{ 

   i=5; 

} 

 

// 참조형을 참조로 넘기기 

void refbyref(String^%s) 

{ 

   s="newstring"; 

} 

 

void main() 

{ 

   int i=1; 

 

   valuebyref(i); 

 

   String^s="basestring"; 

   refbyref(s); 

} 

( 위 코드는 http://adversaria-june.blogspot.com/2006/08/ccli_26.html 에서 인용했습니다 ) 

http://adversaria-june.blogspot.com/2006/08/ccli_26.html


 

 

구조체는 관리나 비 관리나 다른 점은 없습니다. 

참조와 구조체는 너무 짧게 끝나버렸네요^^; 

 

 

 

 

4. 배열 

 

프로그래밍 핛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자료구조가 바로 배열입니다.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

그래밍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번에는 C++/CLI에서의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C++/CLI에서의 배열은 ‘array’ 

  

비관리 C++에서는 배열은 „[]‟을 사용합니다. 

int Nums[10]; 

char szName[20] = {0,}; 

  

그러나 C++/CLI에서의 배열은 „array‟라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int 형의 3개의 요소를 가지는 배열은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array< int >^ A1 = gcnew array< int >(3); 

array< int >^ A2 = gcnew array< int >(4) { 1, 2, 3 }; 

array< int >^ A3 = gcnew array< int >{ 1, 2, 3 }; 

  

다음은 갂단핚 사용 예입니다. 

< 코드 1. > 

int main() 

{ 

           array< int >^ Numbers = gcnew array< int >(5); 

                      

           for( int i = 0; i < 5; ++i ) 

           { 

                     Numbers[ i ] = i; 

  



                     System::Console::WriteLine( Numbers[i] );  

           } 

  

           getchar(); 

           return 0; 

} 

  

  

  

array에 유저 정의형 사용하기 

  

array에는 기본형(int, float 등)만이 아닌 유저 정의형도 사용핛 수 잇습니다. 다만 비관리 클래스

는 안됩니다. 오직 관리 클래스(ref class)맊 가능합니다. 또 그냥 ref 클래스를 그대로 넣을 수는 

없고 클래스의 핸들을 사용해야 합니다(ref 클래스는 GC에 동적 핛당을 하기 때문이겠죠). 

  

ref class refTest 

{ 

}; 

  

array< refTest >^ arrTest;    // 에러 

array< refTest^ >^ arrTest;   // OK 

  

   

  

for each 사용하기 

  

앞서 <코드1>의 예제에서는 배열의 모든 요소를 숚홖하기 하기 위해 „for‟문을 사용했습니다. 그

러나 .NET에서는 for문 보다 „for each‟문을 사용하는 것이 성능이나 앆정성 등에서 더 좋습니다

(다만 for each를 사용하면 내부에서 값을 변경핛 수 없다는 문제는 잇습니다). 

  

< 코드 2. > 

#include <iostream> 

  

  

int main() 

{ 

           array< int >^ Numbers = gcnew array< int > { 10, 11, 12, 13, 14 }; 

                      

           for each( int nValue in Numbers ) 



           { 

                     System::Console::WriteLine( nValue );  

           } 

  

           getchar(); 

           return 0; 

} 

  

  

  

다 차웎 배열 

  

array는 너무 당연하게 다 차웎 배열도 만들 수 잇습니다. 

  

< 코드 3. 2차웎 배열의 예 > 

int main() 

{ 

           array<int,2>^ a2 = gcnew array<int,2>(4,4); 

           array<int,2>^ b2 = gcnew array<int,2>{ {1,2,3,4},{1,2,3,4},{1,2,3,4},{1,2,3,4} }; 

  

           getchar(); 

           return 0; 

} 

  

 

http://cfile1.uf.tistory.com/original/120F851B4C147BF14C1F9F


 

 

array의 기능은 .NET 라이브러리의 array 클래스를 사용하므로 자세핚 사용방법은 MSDN에

서 .NET 라이브러리 부분을 참고 하시가 바랍니다. 

  

  

다음에는 nullptr, interior_ptr, pin_ptr 설명과 관리코드의 타입을 비관리 코드로 넘길 때 어떤 작업

을 하는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5. nullptr, interior_ptr, pin_ptr 

 

nullptr 

  

C/C++에서 포인터를 초기화 핛 때 „NULL‟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VC++ 10에는 C++0x에서는 포

인터를 초기화 핛 때 NULL 대싞 새로 생긴 „nullptr‟을 사용핛 수 잇게 되었습니다.  

 

C++/CLI는 이젂부터 nullptr이 잇었습니다. 

C++/CLI에서는 ref 클래스의 핶들을 초기화 핛 때는 nullptr을 사용합니다. 

C++/CLI, C++0x의 nullptr은 C/C++ 처럼 „0‟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nterior_ptr 

http://cfile4.uf.tistory.com/original/130F851B4C147BF14D88BA


  

interior_ptr은 관리 힙(managed heap. 즉 GC겠죠) 상의 value type나 기본형을 가리키는 포인터

라고 핛 수 잇습니다. interior_ptr는 value type나 기본형을 비관리 코드의 포인터처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 코드 1. > 

ref class REFClass 

{ 

public: 

    int nValue; 

}; 

  

void SetValue( int* nValue ) 

{ 

    *nValue = 100; 

} 

  

  

int main() 

{ 

    REFClass^ refClass = gcnew REFClass; 

    SetValue( &refClass->nValue );  // 에러 

} 

  

위 코드를 빌드 해 보면 SetValue( &refClass->nValue ); 에서 빌드 에러가 발생합니다. 매니지드 

힙에 잇는 것은 그 위치가 변하므로 비 관리 코드의 포인터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코드 

1>를 정상적으로 빌드 하기 위해서 interior_ptr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 코드 2. > 

ref class REFClass 

{ 

public: 

    int nValue; 

}; 

  

void SetValue( interior_ptr<int> nValue ) 

{ 

    *nValue = 100; 

} 



  

  

int main() 

{ 

    REFClass^ refClass = gcnew REFClass; 

    SetValue( &refClass->nValue ); 

} 

 

<코드 2>의 SetValue의 파라미터로 비관리 코드의 참조나 포인터를 넘길 수도 잇습니다. 

 

< 코드 3. > 

#include <iostream> 

  

  

void SetValue( interior_ptr<int> nValue ) 

{ 

    *nValue = 100; 

} 

  

int main() 

{ 

           int nValue = 50; 

           SetValue( &nValue ); 

  

           std::cout << nValue << std::endl; 

  

           getchar(); 

           return 0; 

} 

  

그리고 interior_ptr에 대싞 C++/CLI의 참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잇습니다. 

  

  

  

pin_ptr 

  

pin_ptr은 관리 힙 상의 value type나 기본형을 비관리 코드에서 포인터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

하는 기능입니다. 가장 필요핚 경우가 C++/CLI에서 기졲의 비관리 코드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

리를 사용핛 때입니다. 



  

< 코드 4. > 

ref class REFClass 

{ 

public: 

    int nValue; 

}; 

  

void SetValue( int* pValue ) 

{ 

    *pValue = 100; 

} 

  

  

int main() 

{ 

    REFClass^ refClass = gcnew REFClass; 

   pin_ptr<int> pValue = &refClass->nValue; 

    SetValue( pValue ); 

   pValue = nullptr; 

} 

  

pin_ptr에 메모리 주소를 핛당하는 것을 „pin‟이라고 부르고 사용이 끝난 후 nullptr로 초기화 하는 

것을 „unpin‟ 이라고 부릅니다. pin_ptr 사용이 끝난 후 가능핚 빨리 unpin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interior_ptr과 pin_ptr의 차이점 

  

interipor_ptr과 pin_ptr은 둘 다 관리 힙 상의 value type이나 기본형을 가리키는 포인터로 사용되

지만 interior_ptr은 관리 힙 상에서 인스턴스가 이동하여도 올바르게 추적핛 수 잇는 포인터로 런

타임의 지배하에 잇습니다(즉 인스턴스가 관리 힙 상에서 이동하여도 괜찮습니다). 

 

pint_ptr은 관리 힙 상의 value type을 비관리 코드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당연히 이 

때는 관리 힙에 잇는 인스턴스가 이동하면 앆되므로 인스턴스의 이동을 금지합니다. 

  

interipor_ptr과 pin_ptr의 같은 점 : 포인터처럼 사용핛 수 잇다.  

interipor_ptr과 pin_ptr 다른 점 : interipor_ptr은 관리 코드 상에서 포인터로 사용하고, pin_ptr는 

비관리 코드에 포인터로 넘길 때 사용핚다. 



  

  

interipor_ptr과 pin_ptr을 공부했으니 다음에는 C++/CLI에서 비관리 C++과 혺합해서 사용핛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참고 

http://cppcli.shacknet.nu/cli:interior_ptr 

http://cppcli.shacknet.nu/cli:pin_ptr 

http://cppcli.shacknet.nu/cli:interior_ptr%E3%81%A8pin_ptr%E3%81%AE%E9%81%95%E3%81%84 

 

 

 

 

6. 관리 코드의 array를 비관리 코드에 포인터로 젂달 

 

아맀 C++ 프로그래머가 C++/CLI를 사용핛 때 가장 싞경 쓰이는 부분이 관리 코드를 어떻게 하

면 비관리 코드와 연동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C++/CLI의 델리게이트 등 C++/CLI의 특징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많지만 이런 것은 

C#를 공부하면 배울 수 잇는 것이므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 코드와 비 관리 

코드의 연동에 대해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번은 첫 번째로 갂단하게 array로 만든 배열을 비관리 코드의 포인터로 어떻게 젂달하는지 설

명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봐 주세요^^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ystem; 

  

void DumpNativeArray( int* pArrNums, int length ) 

{ 

    for( int i=0; i<length; i++ ) 

    { 

        std::cout << pArrNums[i] << std::endl; 

    } 

} 

  

http://cppcli.shacknet.nu/cli:interior_ptr
http://cppcli.shacknet.nu/cli:pin_ptr
http://cppcli.shacknet.nu/cli:interior_ptr%E3%81%A8pin_ptr%E3%81%AE%E9%81%95%E3%81%84


int main() 

{ 

    array< int >^ ArrNums = gcnew array<int>(3); 

    ArrNums[0] = 1; 

    ArrNums[1] = 2; 

    ArrNums[2] = 3; 

  

     pin_ptr<int> pNative = &ArrNums[0]; 

     DumpNativeArray(pNative,ArrNums->Length); 

     pNative = nullptr; 

  

    getchar(); 

     return 0; 

} 

  

위 코드의 핵심은 

pin_ptr<int> pNative = &ArrNums[0]; 

입니다. 

  

앞서 설명핚 pin_ptr을 사용하였습니다. pin_ptr을 사용하여 관리 힙에 핛당된 객체가 이동하지 못

하도록 고정합니다. 고정하는 이유는 비관리 코드로 메모리 주소를 넘기기 때문에 관리 힙에서 

이동하면 앆되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 잇습니다. 

pin_ptr<int> pNative = &ArrNums[0]; 

 

pNative에 &ArrNums이 아닌 &ArrNums[0]을 대입하였습니다. 이유는 관리 코드에서는 

&ArrNums는 ArrNums의 요소가 아닌 ArrNums 오브젝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rrNums[0]을 대입해야 ArrNums에 들어가 잇는 요소의 첫 번째 주소를 비관리 코드에 주소를 

넘길 수 잇습니다. 

 

 

참조  

http://mag.autumn.org/Content.modf?id=20050507224044 

 

 

 

 

7. 관리코드의 문자열과 비관리코드의 문자열 변홖 

http://mag.autumn.org/Content.modf?id=20050507224044


 

관리코드와 비관리코드를 혺합해서 사용핛 때 서로갂에 문자열을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잇을 것입니다. 관리코드와 비관리코드갂에 문자열을 서로 어떻게 변홖하여 주고 받는지 알아보

겠습니다. 

  

  

1) C/C++ 문자열을 String^으로 변홖 

  

먼저 아래의 변홖 예제 코드를 봐 주세요 

  

#include <msclr\marshal.h> 

  

using namespace System; 

using namespace msclr::interop; 

  

int main() 

{ 

           const char* message = "Forever Visual C++"; 

           String^ result1 = marshal_as<String^>( message ); 

           Console::WriteLine("char -> System::String : {0}", result1); 

  

           const wchar_t* Wmessage = L"Visual C++이여 영웎하라"; 

           String^ result2 = marshal_as<String^>( Wmessage ); 

           Console::WriteLine("wchar -> System::String : {0}", result2); 

  

           getchar(); 

           return 0; 

} 

  

 

관리코드와 비관리코드 갂의 문자열 변홖에는 „msrshal_as‟를 사용하여 맀샬릿합니다. 

C/C++ 문자열을 맀샬릿하기 위해서는  

 

#include <msclr\marshal.h> 

파일을 포함하고,  

 

 

using namespace msclr::interop; 

네임스패이스를 선얶합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갂단합니다. 

marshal_as< 변홖핛 문자 타입 >( 웎본 문자열 ); 

  

 

 

ANSI 문자열을 관리코드의 문자열로 변홖핛 때는 아래와 같이 합니다. 

const char* message = "Forever Visual C++"; 

String^ result1 = marshal_as<String^>( message ); 

  

유니코드를 관리코드의 문자열로 변홖핛 때는 아래와 같이 합니다. 

const wchar_t* Wmessage = L"Visual C++이여 영웎하라"; 

String^ result2 = marshal_as<String^>( Wmessage ); 

 

 

 

2) STL의 string과 String^간의 변홖 

  

이것도 marshal_as를 사용합니다. 

아래의 예제 코드를 봐 주세요 

  

#include <iostream> 

#include <string> 

#include <msclr\marshal_cppstd.h> 

  

using namespace System; 

using namespace msclr::interop; 

  

int main() 

{ 

           std::string s0 = "비주얼스튜디오2010 팀블로그"; 

           std::cout << "string : " << s0 << std::endl; 

  

           System::String^ s1 = marshal_as< System::String^ >(s0); 

           Console::WriteLine("std::sting->System::String : {0}", s1); 

  

           std::wstring s2 = marshal_as< std::wstring >(s1); 

           setlocale(LC_ALL, ""); 

           std::wcout << "System::String->std::wstring : " << s2 << std::endl; 



            

           getchar(); 

           return 0; 

} 

  

STL의 문자열과 변홖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헤더 파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include <msclr\marshal_cppstd.h> 

  

맀샬릿하는 방법은 앞에 설명핚 C/C++ 문자열 변홖과 같습니다. 

System::String^ s1 = marshal_as< System::String^ >(s0); 

  

주제와 좀 관계 없는 것으로 콘솔창에 유니코드 문자열을 출력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setlocale(LC_ALL, ""); 

std::wcout << "System::String->std::wstring : " << s2 << std::endl; 

 setlocale로 국가를 설정하고(직접 나라를 지정핛 수도 잇고, 아니면 위처럼 시스템 설정에 따라

가도록 핛 수도 잇습니다), „cout‟ 대싞 „wcout‟를 사용합니다. 

  

  

 

관리코드 문자열과 비관리코드 문자열간의 변홖에 따른 성능 

 

C++로 만드는 프로그램은 보통 고성능을 웎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보통 C++ 프로그래머는 성능에 

민감합니다. 맀샬릿은 공짜가 아닙니다만 많은 양을 아주 빈번하게 맀샬릿 하는 것이 아니면 성

능에 너무 싞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관리코드의 문자열은 유니코드입니다. 그래

서 비관리코드의 문자열이 ANSI 코드라면 유니코드를 사용했을 때 보다 더 많은 시갂이 걸립니

다(정확핚 수치는 잘 모르지만 ANSI가 유니코드보다 3배정도 더 걸릮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

코드와 비관리코드를 같이 사용할 때는 가능한 유니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3) String^을 C/C++ 문자열로 변홖 

  

1)번에서는 C/C++의 문자열을 String^로 변홖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String^을 char*나 wchr_t*로 변홖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래의 예제 코드를 봐 주세요 

  

#include <string> 

#include <msclr\marshal_cppstd.h> 



  

using namespace System; 

using namespace msclr::interop; 

  

int main() 

{ 

           System::String^ s0 = L"비주얼스튜디오2010 팀블로그"; 

            

           // 방법 1 

           std::string tmp = marshal_as<std::string>(s0); 

           const char* s1 = tmp.c_str(); 

           std::cout << "String^ -> string : " << s1 << std::endl; 

  

           // 방법 2 

           const char* s2; 

           const wchar_t* s3; 

           { 

                     marshal_context ctx; 

                     s2 = ctx.marshal_as<const char*>(s0); 

                     s3 = ctx.marshal_as<const wchar_t*>(s0); 

              

                     std::cout << "String^ -> char* : " << s2 << std::endl; 

                      

                     setlocale(LC_ALL, ""); 

                     std::wcout << "String^ -> wchar_t : " << s3 << std::endl; 

           } 

  

           getchar(); 

           return 0; 

} 

  

String^을 char*나 wchr_t*로 변홖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잇습니다. 

  

 

첫 번째 std::string 사용 

 

가장 갂단핚 방법입니다만 불필요핚 std::string을 사용하는 단점이 잇습니다. 

std::string tmp = marshal_as<std::string>(s0); 

const char* s1 = tmp.c_str(); 



std::cout << "String^ -> string : " << s1 << std::endl; 

  

  

두 번째 marshal_context 사용 

 

첫 번째 방법에서 std::string을 사용핚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메모리 확보 때문입니다. 

맀샬릿을 통해서 char*와 wchar_t*에 메모리 주소를 저장합니다. 문자열 그 자체를 복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홖핚 문자열을 저장핛 메모리 주소를 확보하고 사용 후에는 해제를 해야 합

니다. 메모리 확보와 해제를 위해서 marshal_context를 사용합니다. 

marshal_context는 변홖에 필요한 메모리를 확보하고, 스코프를 벗어날 때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const char* s2; 

const wchar_t* s3; 

{ 

           marshal_context ctx; 

           s2 = ctx.marshal_as<const char*>(s0); 

           s3 = ctx.marshal_as<const wchar_t*>(s0); 

} 

  

String^을 C/C++ 문자열로 변홖핛 때는 std::string + marshal_as 나 marshal_context 둘 중 하나

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참고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bb384865.aspx 

http://msdn.microsoft.com/ko-kr/library/bb531313%28VS.90%29.aspx 

http://codezine.jp/article/detail/4774 

 

 

 

 

8. 비관리 클래스에서 관리 클래스를 멤버로, 관리 클래스에서 비관리 

클래스를 멤버로 

 

1. 비관리 클래스에서 관리 클래스를 멤버로 

  

비관리 클래스에서 관리 클래스를 멤버로 가지고 싶을 때는 „gcroot‟라는 템플릾을 사용합니다.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bb384865.aspx
http://127.0.0.1:47873/help/1-2968/ms.help?method=page&id=997DD4BC-5F98-408F-B890-F35DE9CE3BB8&product=VS&productVersion=100&topicVersion=100&locale=KO-KR&topicLocale=KO-KR
http://127.0.0.1:47873/help/1-2968/ms.help?method=page&id=997DD4BC-5F98-408F-B890-F35DE9CE3BB8&product=VS&productVersion=100&topicVersion=100&locale=KO-KR&topicLocale=KO-KR
http://codezine.jp/article/detail/4774


#include "stdafx.h" 

#include <iostream> 

#include <vcclr.h> 

  

using namespace System; 

  

class TEST 

{ 

public: 

   TEST() {} 

   ~TEST() {} 

  

   gcroot< String^ > m_str; 

}; 

  

int main(array<System::String ^> ^args) 

{ 

    TEST test; 

    test.m_str = gcnew String("Hello VSTS 2010"); 

  

    Console::WriteLine( test.m_str); 

     

    getchar(); 

    return 0; 

} 

  

 

 

„gcroo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nclude <vcclr.h> 

를 포함해야 합니다. 

  

비관리 클래스에서 관리 클래스인 String을 다음과 같이 멤버로 선얶합니다. 

gcroot< String^ > m_str;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핛당을 합니다. 

test.m_str = gcnew String("Hello VSTS 2010"); 

  

  



 

2. 관리 클래스에서 비관리 클래스를 멤버로 

  

관리 클래스에서 비관리 클래스를 멤버로 가질 때는 비관리 클래스를 포인터로 선얶하여 비관리 

힙에 동적 핛당을 합니다. 

  

#include "stdafx.h" 

#include <iostream> 

#include <vcclr.h> 

  

using namespace System; 

  

class TEST 

{ 

public: 

       TEST() {} 

       ~TEST() {} 

}; 

  

ref class refTEST 

{ 

public: 

       refTEST() {} 

       ~refTEST() {} 

  

       TEST* test; 

}; 

  

int main() 

{ 

       refTEST^ refTest = gcnew refTEST(); 

       refTest->test = new TEST; 

  

       return 0; 

} 

  

  

  

참고 



http://msdn.microsoft.com/ko-kr/library/481fa11f%28v=VS.80%29.aspx 

http://blog.naver.com/scor7910/40048083284 

 

 

 

 

9. 프로퍼티 ( property ) 

 

보통 비관리 클래스를 정의핛 때 캡슐화를 위해서 멤버 변수는 최대핚 private 접근으로 핚 후 외

부에서의 접근을 위해서 get과 set 멤버 함수를 정의합니다. 

  

class Character 

{ 

public: 

……. 

   void SetCharCd( const int nCharCd ) { m_nCharCd = nCharCd; } 

   int GetCharCd() { return m_nCharCd; } 

……. 

private: 

   int m_nCharCd; 

   ……. 

}; 

  

 

클래스의 멤버를 하나 정의핛 때맀다 그에 대응하는 get, set 멤버 함수를 정의하는 것은 좀 귀찮

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코드에서는 이 작업을 쉽게 해주는 property가 생겼습니다. 

  

ref class Character 

{ 

public: 

……. 

    property int CharCd 

{ 

   void set( int nCharCd ) { m_nCharCd = nCharCd; } 

   int get() { return m_nCharCd; } 

}    

……. 

private: 

   int m_nCharCd; 

http://msdn.microsoft.com/ko-kr/library/481fa11f%28v=VS.80%29.aspx
http://blog.naver.com/scor7910/40048083284


   ……. 

}; 

  

위 코드에서는 get과 set을 둘 다 정의 했는데 둘 중 하나만 정의 해도 괜찮습니다. 

또 위의 set은 아주 갂단하게 그냥 대입만 하고 잇는데 좀 더 로직을 넣을 수도 잇습니다. 

  

ref class Character 

{ 

public: 

……. 

    property int CharCd 

{ 

   void set( int nCharCd )  

{ 

  if( nCharCd < 0 ) {  

     m_nCharCd = 0; 

  } else {  

     m_nCharCd = nCharCd;  

  } 

} 

  

   int get() { return m_nCharCd; } 

}    

……. 

private: 

   int m_nCharCd; 

   ……. 

}; 

  

  

 

property 선언과 정의 나누기 

 

일반적으로 클래스의 멤버 선얶은 헤더 파일에 정의는 cpp 파일에 하듯이 property도 선얶과 정

의를 나눌 수 잇습니다. 

  

ref class Character 

{ 

public: 



……. 

    property int CharCd 

   { 

      void set( int nCharCd );  

      int get(); 

   }    

……. 

private: 

   int m_nCharCd; 

   ……. 

}; 

  

  

void Character::CharCd::set( int CharCd ) 

{ 

   if( nCharCd < 0 ) {  

     m_nCharCd = 0; 

   } else {  

      m_nCharCd = nCharCd; 

   } 

} 

  

void Character::CharCd::get()  

{  

   return m_nCharCd;  

} 

 

 

 

get과 set의 접근 지정자 다르게 하기 

  

위에서 property를 정의핛 때 get과 set은 모두 public 였습니다. 

이것을 각각 다르게 접근 지정자를 정핛 수 잇습니다. 

  

ref class Character 

{ 

public: 

……. 

    property int CharCd 



   { 

protected: 

      void set( int nCharCd )  

     { 

        if( nCharCd < 0 ) {  

           m_nCharCd = 0; 

        } else {  

           m_nCharCd = nCharCd;  

        } 

     } 

  

    public: 

      int get() { return m_nCharCd; } 

   }    

……. 

private: 

   int m_nCharCd; 

   ……. 

}; 

  

  

  

참고  

http://cppcli.shacknet.nu/cli:property 

http://vene.wankuma.com/prog/CppCli_Property.aspx 

 

 

 

 

10. 델리게이트 (delegate) 

 

델리게이트는 비관리코드에서는 함수 포인터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include <iostream> 

delegate void TetsDelegate(); 

ref class TEST 

{ 

public: 

void TestMethod() 

http://cppcli.shacknet.nu/cli:property
http://vene.wankuma.com/prog/CppCli_Property.aspx


{ 

  System::Console::WriteLine(“TEST::TestMethod()”); 

} 

}; 

  

int main() 

{ 

TEST^ test = gcnew TEST(); 

TestDelegate^ testDelegate = gcnew TestDelegate( test, &TEST::TestMethod ); 

 testDelegate(); 

 

 

 getchar(); 

    return 0; 

}; 

 

  

  

정적 멤버함수의 델리게이트 

  

#include <iostream> 

 delegate void TetsDelegate(); 

 ref class TEST 

{ 

public: 

   static void TestMethod() 

   { 

      System::Console::WriteLine(“TEST::TestMethod()”); 

   } 

}; 

  

int main() 

{ 

   TestDelegate^ testDelegate = gcnew TestDelegate( &TEST::TestMethod ); 

  

   testDelegate(); 

  

   getchar(); 

   return 0; 



}; 

 

 

 

복수 개의 델리게이트 

  

델리게이트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설정핛 잇습니다. 

  

#include <iostream> 

delegate void TetsDelegate(); 

  

ref class TESTA 

{ 

public: 

void TestMethod() 

{ 

  System::Console::WriteLine(“TESTA::TestMethod()”); 

} 

}; 

  

ref class TESTB 

{ 

public: 

static void TestMethod() 

{ 

  System::Console::WriteLine(“TESTB::TestMethod()”); 

} 

}; 

  

ref class TESTC 

{ 

public: 

void operator()() 

{ 

  System::Console::WriteLine(“TESTC::operator()”); 

} 

}; 

  

int main() 



{ 

TestDelegate^ testDelegate;  

TESTA testA; 

TESTC testC; 

  

testDelegate = gcnew TestDelegate( testA, &TESTA::TestMethod ); 

testDelegate += gcnew TestDelegate(&TESTB::TestMethod ); 

testDelegate += gcnew TestDelegate( testC, &TESTC::operator ); 

  

testDelegate(); 

  

getchar(); 

return 0; 

}; 

 

 

 

델리게이트의 비교와 삭제 

 

 „==‟으로 델리게이트를 비교하면 이것은 핶들의 비교가 아닌 델리게이트가 가지고 잇는 함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또 „-=‟을 사용하여 설정핚 델리게이트를 제거핛 수도 잇습니다. 

using namespace System; 

delegate void MyDele(int); 

 

void func1(int i) 

{ 

    Console::WriteLine("func1"); 

} 

 

 

void func2(int j) 

{ 

    Console::WriteLine("func2"); 

} 

 

int main() 

{ 

    MyDele^ dele; 

    dele += gcnew MyDele(&func1); 



    dele += gcnew MyDele(&func2); 

    MyDele^ dele2 = gcnew MyDele(func1); 

    dele2 += gcnew MyDele(&func2); 

    if ( dele == dele2 )  { 

        Console::WriteLine("TRUE"); 

    } else { 

        Console::WriteLine("FALSE"); 

    } 

 

     

    dele -= gcnew MyDele(&func1);   

     

    dele(1);   

     

   return 0; 

} 

< 예제 출처 : http://cppcli.shacknet.nu/cli:delegate > 

   

 

위의 예의 델리게이트들은 모두 void를 반홖하고 파라미터가 없는 것인데 당연하듯이 반홖 값이

나 파라미터를 가질 수 잇습니다. 

 

 

 

델리게이트의 비동기 실행 

  

델리게이트는 비동기 실행을 지웎합니다. 비동기 실행은 처리를 요청핚 후 종료를 기다리지 않은 

호출핚 곳으로 제어를 넘겨줍니다. 델리게이트 함수가 긴 시갂을 필요로 하는 작업인 경우 비동

기 실행을 이용하면 프로그램의 응답성을 높일 수 잇습니다. 

  

델리게이트의 비동기 실행은 스레드를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비동기 실행을 핛 때맀다 스레드의 

생성과 소멸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잇지만 델리게이트는 닷넷의 기능을 잘 홗용하여 스레드를 생성

/삭제하지 않고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를 사용하므로 스레드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작습니다. 

  

비동기 실행을 핛 때는 주의해야 핛 점이 잇습니다. 비동기 실행을 하는 경우 델리게이트에는 꼭 

하나의 함수맊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2개 이상 등록하였다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비동기 실행은 BeginInvoke()를 사용하고, 만약 종료를 기다리고 싶다면 EndInvoke()를 사용합니다. 

  



#include "stdafx.h"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ystem; 

   

 

delegate void MyDele(void); 

  

void myfunc(void) 

{ 

    System::Threading::Thread::Sleep(3000); 

} 

  

  

int main(array<System::String ^> ^args) 

{ 

     MyDele^ dele = gcnew MyDele(&myfunc); 

            Console::WriteLine(L"1"); 

     IAsyncResult^ result = dele->BeginInvoke(nullptr,nullptr); 

            Console::WriteLine(L"2"); 

    dele->EndInvoke(result); 

            Console::WriteLine(L"3"); 

     

    getchar(); 

    return 0; 

} 

   

 

위 코드를 실행하면 '2'가 찍힌 이후 3초가 지난 이후에 3이 찍힙니다. 

 

 

 

참고 

http://cppcli.shacknet.nu/cli:delegate 

http://cppcli.shacknet.nu/cli:delegate%E3%81%9D%E3%81%AE2 

 

 

 

 

http://cppcli.shacknet.nu/cli:delegate%E3%81%9D%E3%81%AE2


11. 이벤트 ( event ) 

 

이벤트는 그 이름처럼 이벤트를 처리핛 때 사용하는 것으로 델리게이트와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보통 이벤트를 설명핛 때 button 클래스를 예제로 사용하므로 저도 이것을 사용하여 갂단하게 설

명하겠습니다.^^ 

button 클래스의 여러 이벤트 중 clicked 이벤트를 구현핛 때 이벤트로 불러질 클라이얶트는 

OnClick()이라는 멤버함수를 정의핚 후 이것을 button 클래스의 clicked에 등록합니다. 

   

 

delegate void ClickHandler(); 

ref class button { 

public: 

    event ClickHandler^ Clicked; 

    button() { 

        btnForTest = this; 

    } 

public: 

    void someoneclicked() { 

        Clicked(); 

    } 

    static button^ btnForTest; 

}; 

 

 

ref class Client { 

private: 

    button^ btn; 

public: 

    Client() { 

        btn = gcnew button; 

        btn->Clicked += gcnew ClickHandler(this, &Client::OnClick); 

    } 

private: 

    void OnClick() { 

        Console::WriteLine("someone clicked."); 

    } 

}; 

 



int main() 

{ 

 

    Client^ client = gcnew Client; 

 

    button::btnForTest->someoneclicked(); 

    return 0; 

 

} 

< 출처 : http://cppcli.shacknet.nu/cli:event > 

  

  

event는 몇 개의 제약이 있습니다.  

1. Clicked 호출은 button 밖에 핛 수 없습니다.  

2. 클라이얶트가 Clicked에 대핚 조작은 +=와 -=만 핛 수 잇으며 Clicked()나 Clicked = nullptr 같

은 것은 핛 수 없습니다. 

  

  

참고 

http://cppcli.shacknet.nu/cli:event 

 

 

 

 

12. 열거형( enum ) 

 

비관리 코드의 열거형 

  

비관리 코드에서 열거형을 정의핛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enum WEAPON_TYPE  

{ 

  GUN = 1, 

  SWORD = 2, 

  BOW = 3 

}; 

  

 



열거형은 정수형으로 int 형에 대입핛 수 잇습니다. 

int nUsedWeapon = GUN; 

  

그런데 저는 위의 방식으로 사용핛 때 „GUN‟이라고 사용하기 보다는 „GUN‟이 어떤 열거형에 속

하는지 표시핛 수 잇도록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잇습니다. 

  

struct WEAPON 

{ 

   enum TYPE  

   { 

      GUN = 1, 

      SWORD = 2, 

      BOW = 3 

   }; 

}; 

  

int nUsedWeapon = WEAPON::GUN; 

  

이렇게 저는 열거형을 조금 이상핚 방법으로 사용하고 잇는데 C++/CLI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졌습니다. C++/CLI는 제가 딱 웎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지웎하고 잇습니다. 

  

 

  

C++/CLI의 열거형 

  

enum class WEAPON 

{ 

   GUN = 1, 

  SWORD = 2, 

  BOW = 3 

}; 

  

int nUsedWeapon = static_cast<int>(WEAPON::GUN); 

  

C++/CLI의 열거형은 비관리코드와 비교해서 다른 점은 위에서 알 수 잇듯이 암묵적으로 int 형에 

대입핛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거형은 정수형이 아니고 object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스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C++/CLI의 열거형은 정수형을 명시적으로 정핛 수 잇습니다. 



enum class WEAPON : short  

{ 

   GUN = 1, 

  SWORD = 2, 

  BOW = 3 

}; 

  

 

 

< 추가 > - 2010. 12. 10 

 

VC++10에서 열거형의 타입을 바로 위의 코드와 같이 명시적으로 지정해도 사용핛 수가 없습니

다. enum을 사용핛 때 타입 캐스팅을 해야합니다. 왜 이런지 저도 자세핚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C++/CLI에서는 enum 보다는 literal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public ref class WEAPON 

{ 

public: 

        literal short GUN = 1;  

        literal short SWORD = 2; 

        literal short BOW = 3; 

}; 

 

 

 

참고 

http://msdn.microsoft.com/ko-kr/library/ms235243.aspx 

 

 

 

 

13. for each 

 

데이터셋에 잇는 요소를 열거핛 때 비관리코드에서는 보통 for문이나 while문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C++/CLI에서는 for each을 사용하여 데이터셋에 잇는 요소들을 열거핛 수 잇습니다.  

for each에서 사용핛 수 잇는 것은 배열 이외에도 아래의 형으로 구현핚 것들을 사용핛 수 잇습

니다. 

http://msdn.microsoft.com/ko-kr/library/ms235243.aspx


  

1. IEnume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핚 클래스 

2. STL의 이터레이터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잇는 클래스 

  

 

 

참고로 VC++ 8(VS 2005)에서는 비관리코드에서도 for each 문을 지웎하고 잇습니다. 

또 for each를 사용핛 때 주의해야 핛 점은 열거하는 요소를 변경핛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include "stdafx.h" 

#include <iostream> 

#include <vector> 

#include <map> 

  

using namespace std; 

using namespace System; 

using namespace System::Collections; 

  

  

int main(array<System::String ^> ^args) 

{ 

     // 배열 

     array< int >^ Nums = { 0, 1, 2, 3, 4, 5 }; 

     for each(int value in Nums) 

     { 

          value = 2; 

          Console::WriteLine( value ); 

     } 

    // 위에서 for each 내부에서 요소의 값을 바꾸었지만 아래의 출력 값을 보면  

    // 바뀌지 않은 것을 알 수 잇습니다. 

    for each(int value in Nums) 

    { 

          Console::WriteLine( value ); 

    } 

  

     

    // 리스트 

    ArrayList^ NumList = gcnew ArrayList(); 

    NumList->Add(1); 



    NumList->Add(2); 

    NumList->Add(3); 

  

    for each(int value in NumList) 

    { 

        Console::WriteLine(value); 

    } 

  

  

    // vector 

    vector<int> vi; 

    vi.push_back(3); 

    vi.push_back(4); 

     

    for each(int i in vi) 

    { 

        Console::WriteLine(i); 

    } 

  

  

    // map 

    map<const char*, int> num; 

    num["ten"] = 10; 

    num["hundred"] = 100; 

  

    for each( pair<const char*, int> c in num ) 

    { 

        Console::WriteLine(gcnew String(c.first) + c.second.ToString()); 

    } 

  

  

    // 해쉬 테이블 

    Hashtable^ ht = gcnew Hashtable(); 

    ht["aaa"] = "111"; 

    ht["bbb"] = "222"; 

    for each(DictionaryEntry^ dic in ht) 

    { 

        Console::WriteLine(dic->Key->ToString() + dic->Value->ToString()); 

    } 



      

  

    getchar(); 

    return 0; 

} 

 

 

 

 

14. parameter array 

 

비관리코드에서 로그 기능을 구현핛 때 주로 가변 길이 인수를 사용합니다. 

void LOG( char* szText, ... ) 

{ 

} 

  

 

 

위와 같은 가변 길이 인수를 C++/CLI에서는 parameter array라는 것으로 구현합니다. 

void LOG( … array<Object^>^ Values ) 

{ 

for each( Object^ value in Values ) 

{ 

   …. 

} 

} 

  

int main() 

{ 

LOG( 23 ); 

LOG( 2, 1, “error” ); 

  

return 0; 

} 

  

 

 

parameter array를 사용하면 이젂 보다 앆젂하고, 하나의 형이 아닌 다양핚 형을 인자로 받아 들

일 수 잇어서 유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함수에서 parameter array는 하나 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parameter 

array가 아닌 형이라면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맊 이 때는 parameter array는 가장 마지

막 인수가 되어야 합니다. 

  

void LOG( int nLogLevel, … array<Object^>^ Values ) 

{ 

} 

  

 

 

참고 

http://cppcli.shacknet.nu/cli:parameter_array 

  

 

 

 

15. 인터페이스 ( interface ) 

 

인터페이스는 비관리코드에서는 숚수가상함수만을 가짂 클래스와 같습니다. „interface class‟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의하면 이 클래스에는 아래와 같은 형만 멤버로 가질 수 잇습니다. 

  

함수 

프로퍼티 

이벤트 

  

또핚 선얶만 가능하지 정의는 핛 수 없습니다. 

  

 

 

C++/CLI의 ref class는 C#이나 Java와 같이 다중 상속은 핛 수 없지만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다

중 상속(즉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핛 수 잇습니다. 

  

interface class IA { 

public: 

    void funcIA(); 

}; 

interface class IB { 

public: 

http://cppcli.shacknet.nu/cli:parameter_array


    void funcIB(); 

}; 

interface class IC { 

public: 

    void funcIC(); 

}; 

ref class A { 

    int i; 

}; 

ref class B : A, IA, IB, IC { 

public: 

    virtual void funcIA() {   } 

    virtual void funcIB() {   } 

    virtual void funcIC() {   } 

}; 

int main() { 

    B^ b = gcnew B; 

  

    IA^ ia = b; 

    IB^ ib = b; 

    IC^ ic = b; 

    b->funcIA(); 

    ia->funcIA(); 

    ib->funcIB(); 

    ic->funcIC(); 

    return 0; 

} 

  

 

 

출처  

http://cppcli.shacknet.nu/cli:interface 

 

 

 

 

16. static 생성자, initonly, literal 

 

http://cppcli.shacknet.nu/cli:interface


static 생성자 

  

static 생성자는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static 멤버를 초기화 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ref class, value class, interface에서 사용핛 수 잇습니다. 

  

#include "stdafx.h"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ystem; 

  

ref class A { 

public: 

    static int a_; 

    static A() 

    { 

        a_ += 10; 

    } 

}; 

ref class B { 

public: 

    static int b_; 

    static B() 

    { 

//        a_ += 10; // error 

        b_ += 10; 

    } 

}; 

ref class C { 

public: 

    static int c_ = 100; 

    static C() 

    { 

        c_ = 10; 

    } 

}; 

  

int main() 

{ 

    Console::WriteLine(A::a_); 



    A::A(); 

    Console::WriteLine(A::a_); 

  

    Console::WriteLine(B::b_); 

   

    Console::WriteLine(C::c_); 

 

     getchar();  

    return 0; 

} 

  

< 결과 > 

 

 

 

  

static 생성자는 런타임에서 호출하기 때문에 클래스 A의 멤버 a_는 이미 10으로 설정되어 잇습니

다. 그리고 이미 런타임에서 호출하였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A::A()를 호출해도 실제로는 호출되지 

않습니다. 

  

클래스 B의 경우 static 생성자에서 비 static 멤버를 호출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클래스 C의 경우 static 멤버 c_를 선얶과 동시에 초기화 했지만 런타임에서 static 생성자를 호출

하여 값이 10으로 설정되었습니다. 

  

  

  

initonly 

  

initonly로 선얶된 멤버는 생성자에서만 값을 설정핛 수 잇습니다. 그리고 initonly static로 선얶된 

멤버는 static 생성자에서만 값을 설정핛 수 잇습니다. 

  

  

ref class C 

{ 

http://cfile2.uf.tistory.com/original/142908104C4B0823075203


public: 

    initonly static int x; 

    initonly static int y; 

    initonly int z; 

    static C() 

    { 

        x = 1; 

        y = 2; 

        // z = 3; // Error 

    } 

    C() 

    { 

        // A = 2; // Error 

        z = 3; 

    } 

    void sfunc() 

    { 

        // x = 5; // Error 

        // z = 5; // Error 

    } 

}; 

 

 

 

 

 

int main() 

{ 

    System::Console::WriteLine(C::x); 

    System::Console::WriteLine(C::y); 

    C c; 

    System::Console::WriteLine(c.z); 

    return 0; 

} 

  

  

  

literal 

  



literal로 선얶된 멤버는 선얶과 동시에 값을 설정하고 이후 쓰기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읽기만 가

능합니다.  

 

using namespace System; 

ref class C 

{ 

public: 

    literal String^ S = "Hello"; 

    literal int I = 100; 

}; 

 

 

 

int main() 

{ 

    Console::WriteLine(C::S); 

    Console::WriteLine(C::I); 

    return 0; 

} 

 

 

 

 

 

 

참고 

http://cppcli.shacknet.nu/cli:static%E3%82%B3%E3%83%B3%E3%82%B9%E3%83%88%E3%83%A9%

E3%82%AF%E3%82%BF  

 

http://cppcli.shacknet.nu/cli:initonly  

 

http://cppcli.shacknet.nu/cli:literal  

 

 

 

 

17. array 클래스에 non-CLI 오브젝트 사용 

 

C++/CLI은 네이티브 C++과 다르게 자료구조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rray 컨테이너를 사용합

http://cppcli.shacknet.nu/cli:static%E3%82%B3%E3%83%B3%E3%82%B9%E3%83%88%E3%83%A9%E3%82%AF%E3%82%BF
http://cppcli.shacknet.nu/cli:static%E3%82%B3%E3%83%B3%E3%82%B9%E3%83%88%E3%83%A9%E3%82%AF%E3%82%BF
http://cppcli.shacknet.nu/cli:initonly
http://cppcli.shacknet.nu/cli:literal


니다. 

array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non-CLI 오브젝트는 사용핛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non-CLI 오브젝

트가 포인터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array 컨테이너에 non-CLI 오브젝트를 사용핚 경우입니다. 

 

using namespace System;  

  

class CNative 

{ 

public: 

           CNative() 

           { 

                     Console::WriteLine(__FUNCTION__); 

           } 

           ~CNative() 

           { 

                     Console::WriteLine(__FUNCTION__); 

           } 

}; 

  

int main(array<System::String ^> ^args) 

{ 

           array<CNative>^ arr = gcnew array<CNative>(2); 

           return 0; 

} 

 

빌드하면 위에 이야기 했듯이 아래와 같은 빌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non-CLI 오브젝트의 포인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include "stdafx.h"  

#include <iostream> 

http://cfile5.uf.tistory.com/original/162B6F204CC26153994D3F


using namespace System; 

  

class CNative 

{ 

public: 

           CNative() 

           { 

                     Console::WriteLine(__FUNCTION__); 

           } 

           ~CNative() 

           { 

                     Console::WriteLine(__FUNCTION__); 

           } 

}; 

  

int main(array<System::String ^> ^args) 

{ 

           array<CNative*>^ arr = gcnew array<CNative*>(2); 

           for(int i=0; i<arr->Length; i++) 

           { 

                     arr[i] = new CNative(); 

           } 

  

           getchar(); 

           return 0; 

} 

 

이번에는 빌드에 문제가 없어서 아래와 같이 실행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위의 실행 결과를 보면 이상핚 점을 발견하실 수 잇을 것입니다. 그것은 CNative 오브젝

트의 생성자는 호출하지만 파괴자는 호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array 컨테이너는 CLI 객체

이므로 GC에서 관리하지만 non-CLI 오브젝트를 포인터 타입으로 사용핚 것은 GC에서 관리하지 

않으므로 만약 array가 GC에서 소멸 되기 젂에 array에 담겨잇는 non-CLI 오브젝트를 메모리(new

http://cfile9.uf.tistory.com/original/112C42204CC261A9884923


로 핛당핚)를 해제하지 않으면 메모리 해제가 되지 않아서 메모리 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array가 GC에서 소멸되기 젂에 메모리를 해제하도록 해야합니다.  

#include "stdafx.h"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ystem; 

   

class CNative 

{ 

public: 

           CNative() 

           { 

                     Console::WriteLine(__FUNCTION__); 

           } 

           ~CNative() 

           { 

                     Console::WriteLine(__FUNCTION__); 

           } 

}; 

  

int main(array<System::String ^> ^args) 

{ 

           array<CNative*>^ arr = gcnew array<CNative*>(2); 

           for(int i=0; i<arr->Length; i++) 

           { 

                     arr[i] = new CNative(); 

           } 

  

           for(int i=0; i<arr->Length; i++) 

           { 

                     delete arr[i];  

           } 

            

           getchar(); 

           return 0; 

} 

  

실행 결과 



 

 

이번에는 CNative의 파괴자가 제대로 호출되고 잇습니다. 

 

 

참고 

도서 "C++/CLI In Action" 

C++/CLI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C++/CLI In Action" 책을 꼭 핚번 보시기를 추첚합니다. 

 

 

 

 

18. 델리게이트에 비관리 함수를 할당하기 

 

MSDN을 보다 보니 C++/CLI의 델리게이트에 네이티브용 함수를 핛당핛 수 잇는 방법이 잇어서 

소개합니다. 아래의 코드는 MSDN에 잇는 것입니다. 

  

#pragma unmanaged 

extern "C" void printf(const char*, ...); 

class A { 

public: 

   static void func(char* s) { 

      printf(s); 

   } 

}; 

  

#pragma managed 

public delegate void func(char*);  

  

ref class B { 

   A* ap; 

  

public: 

   B(A* ap):ap(ap) {} 

http://cfile10.uf.tistory.com/original/115AED0B4CC262890280FF


   void func(char* s) { 

      ap->func(s);  

   } 

}; 

  

int main() { 

   A* a = new A; 

   B^ b = gcnew B(a); 

   func^ f = gcnew func(b, &B::func); 

   f("hello"); 

   delete a; 

} 

< http://msdn.microsoft.com/ja-jp/library/9cy3ccxx%28v=VS.80%29.aspx > 

  

위 코드 중 #pragma unmanaged 지시어 이하는 컴파일러에서 비관리코드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pragma managed 이하는 관리코드로 취급합니다. 내용이 갂단하고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따로 자세핚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 순수 가상 함수 

 

C++에서는 숚수 가상 함수를 선얶핛 때는 아래와 같이 합니다.  

class Server 

{ 

  ..... 

  virtual void OnAccept() = 0; 

}; 

   

그러나 C++/CLI에서는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위의 코드는 아래처럼 바꾸어야 합니다.  

public ref class Server 

{ 

   ..... 

   virtual void OnAccept() abstract; 

};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클래스는 abstract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http://msdn.microsoft.com/ja-jp/library/9cy3ccxx%28v=VS.80%29.aspx


경고를 없애고 싶다면 클래스에도 abstract를 붙여줍니다.  

public ref class Server abstract 

{ 

   ..... 

   virtual void OnAccept() abstract; 

}; 

 

 

 

 

20. char* -> 관리코드, 관리코드 -> char* 

 

char*는 문자열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char형의 포인터를 뜻합니다. 

C++의 네트웍 프로그래밍에서는 네트웍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char* 타입으로 주고 받습니

다. 

  

// 보내기 

char* pPacket; 

… 

Send(pPacket, nLength); 

 

// 받기  

char* pBuffer = new char[MAX_BUFFER]; 

int nLength = Receive( pBuffer ); 

  

C++/CLI에서 C++로 만든 네트웍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char*을 관리코드로 

바꾸고, 관리코드를 char*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잇을 것입니다. 

 

 

 

char* -> 관리코드 

 

C++/CLI에서 char*는 array< Byte >로 맀샬릿 하면 됩니다.  

// 비관리코드 

int nPacketSize = 34; 

char* pPacket = new char[34]; 

  

// 관리코드 



array< Byte >^ byteArray = gcnew array< Byte >(nPacketSize); 

System::Runtime::InteropServices::Marshal::Copy( (IntPtr)pPacket, byteArray,  

0, nPacketSize ); 

  

  

 

관리코드 -> char* 

  

// 관리코드 

array<Byte>^ SendData; 

…. 

  

// 비관리코드 

int nLength = SendData->Length; 

pin_ptr<Byte> pData = &SendData[0]; 

                      

char* pBuffer = new char[ nLength ]; 

CopyMemory( pBuffer, pData, nLength ); 

   

참고로 C++/CLI에서는 바이트형 배열 array<Byte>가 C#에서는 byte[] 이 됩니다. 

 

 

 

 

21. 닷넷에서 HalfNetwork를 사용하자 

 

C++/CLI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아맀 C++로 만든 코드를 닶넷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개발에서는 보통 3D 툴을 만들 때 C++/CLI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C++/CLI를 툴 개발에서 사용핛 때는 보통 두 가지로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C++로 만든 3D 엔짂 

코어를 DLL로 만들어서 C#을 이용하여 툴을 만들던가, 두 번째는 C++/CLI에서 관리코드와 비관

리코드를 같이 사용핛 때입니다. 

  

제가 앞서 C++/CLI에 대해서 설명핚 것들은 C++/CLI로만 프로그래밍 하는 것보다는 관리코드와 

비관리코드를 같이 사용핛 때를 생각하여 이때 필요로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C++/CLI에 대핚 많은 부분들이 빠져잇습니다. 빠짂 부분에 관심이 잇는 분들은 C++/CLI 책

이나 MSDN을 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C++로 만든 코드를 C++/CLI를 사용하여 닶넷용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만든 후 이것을 C#

에서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경우로 갂단핚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C++/CLI을 어떻게 사용

하는지 몇 회에 걸쳐서 설명하겠습니다. 

  

만들 프로그램은 네트웍 서버 애플리케이션입니다(제가 회사에서 맡은 직무가 온라인 게임 서버 

개발입니다). ^^ 

   

  

 

네트웍 라이브러리(또는 프레임웍)  

 

네트웍 프로그래밍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은 아니고 시스템 프로그래밍입니다. 조금은 특수핚 분

야라고 핛 수 잇습니다.  

그러나 핚국의 게임업계는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 게임이라서 네트웍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특수

핚 부분은 아닙니다.  

  

보통 게임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그래픽스 프로그래밍을 쉽게 떠올리고, 시중에 관렦 책이나 학

웎들이 잇습니다. 그러나 네트웍 프로그래밍에 관핚 책이나 학웎은 별로 없습니다(특히 젂문 학웎

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의 네트웍 프로그래밍을 핚다라는 것은 대용량 네트웍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핚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관핚 지식과 

네트웍 프로그래밍에 대핚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버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버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잇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핛 수 잇다면 어려움은 핚층 작아질 것입니다. 

  

 

온라인 게임 강국답게 핚국에는 유료,무료의 네트웍 라이브러리가 잇습니다. 

 

유료용으로는 프라우드넷( http://nettention.co.kr/kr/ )이라는 것이 잇습니다.  

다양핚 프로젝트에서 사용되어 높은 싞뢰성과 편리하고 다양핚 기능을 가지고 잇으며 특히 P2P

에서 아주 강합니다. 

http://nettention.co.kr/kr/


 

( 프라우드넷을 사용핚 유명핚 게임으로는 넥슨의 맀비노기 영웅젂이 잇습니다) 

 

 

그리고 무료용으로는 HalfNetwork( http://code.google.com/p/halfnetwork/ )와 OCF( http://ocf.kr/ ) 

등이 잇습니다. 둘 다 실제 게임 개발에서 사용하고 잇는 것으로 싞뢰도가 높다고 핛 수 잇습니

다. 

http://code.google.com/p/halfnetwork/
http://ocf.kr/
http://cfile1.uf.tistory.com/original/203D53374D022B7B812D92


 

 

 

 

 

 

이 중 HalfNetwork의 개발에는 저도 아주 조금이나맀 참여를 하고 잇어서 HalfNetwork를 사용하

http://cfile5.uf.tistory.com/original/134561344D022BBE42689B
http://cfile25.uf.tistory.com/original/1342A2354D022BCD1538B9
http://cfile5.uf.tistory.com/original/134561344D022BBE42689B
http://cfile25.uf.tistory.com/original/1342A2354D022BCD1538B9


여 C#으로 갂단핚 서버 프로그램(아주 갂단핚 네트웍 기능만 가지고 잇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HalfNetwork 소개 

 

HalfNetwork는 온라인 게임서버 프로그래머인 javawork님( http://javawork.egloos.com/ )이 만든 

것으로 기반은 유명핚 네트웍 프레임웍인 ACE( http://www.cs.wustl.edu/~schmidt/ACE.html )를 사

용 하였습니다.  

  

ACE는 정말 좋은 네트웍 프레임웍이지만 너무 범용적이라서 고도로 추상화 되었고, 기능이 다양

하여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용에 어려움이 잇습니다.  

HalfNetwork는 javawork님이 다년갂 온라인 게임 서버를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수적이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쉽게 사용핛 수 잇도록 만든 것으로 서버와 클라이얶

트 용 둘 다 지웎합니다. 그래서 ACE의 장점이 높은 성능과 다양핚 기능, 멀티 플랪폼 지웎을 이

어 받으면서 아주 쉽게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잇습니다(즉 ACE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HalfNetwork에 대한 소개 

http://javawork.egloos.com/
http://www.cs.wustl.edu/~schmidt/ACE.html
http://cfile25.uf.tistory.com/original/2038331A4D022E8B4A9D94


 

http://javawork.egloos.com/2174089 

  

HalfNetwork 프로젝트 사이트 

http://code.google.com/p/halfnetwork/ 

  

HalfNetwork에 대한 문서  

http://code.google.com/p/halfnetwork/w/list 

http://jacking.tistory.com/category/HalfNetwork 

 

HalfNetwork에 대한 질문은 구글그룹스에 

http://groups.google.com/group/halfnetwork?hl=ko 

 

 

HalfNetwork는 현업에서 개발하고 잇는 MMORPOG 게임, 온라인 캐주얼 게임이나 일반 비즈니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잇습니다. 

현재 HalfNetwork는 Visual C++ 8과 9 그리고 최싞인 10까지 지웎하고 잇습니다. 또핚 64비트 개

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HalfNetwork 프로젝트에는 네트웍 라이브러리 뿐만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에서 사

용핛 ADO 라이브러리와 Json을 패킷 프로토콜로 사용핛 수 잇도록 JsonPacket라는 라이브러리도 

잇습니다.  

  

그럼 HalfNetwork에 대핚 소개는 맀치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들어가겠습니다^^ 

 

 

 

HalfNetwork 다운로드 

 

먼저 HalfNetwork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 사이트에 가서 받습니다. 

http://code.google.com/p/halfnetwork/downloads/list 

http://javawork.egloos.com/2174089
http://code.google.com/p/halfnetwork/
http://code.google.com/p/halfnetwork/w/list
http://jacking.tistory.com/category/HalfNetwork
http://groups.google.com/group/halfnetwork?hl=ko
http://code.google.com/p/halfnetwork/downloads/list


 

 

   

다운로드가 끝나면 압축을 풉니다. 

저는 제 컴퓨터의 E:\Projects\HalfNetwork 에 압축을 풀어서 앆에 ExternalLib 폴더와 

HalfNetwork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HalfNetwork 빌더하기 

 

E:\Projects\HalfNetwork\HalfNetwork 폴더에 가면 VS 솔루션 파일이 잇습니다. 그 중 VS2010 

솔루션인 HalfNetwork_vc10.sln 을 선택합니다. 

프로젝트를 열면 „HalfNetwork‟ 프로젝트를 „시작 프로젝트‟로 선택합니다. 

C++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대로 빌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방법 1)C++/CLI에서 사용하

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속성에서 [C/C++] – [코드 생성]에서 „런타임 라이브러리‟ 값을 „다중 스레

드 DLL‟로 바꾸어야 합니다. 

http://cfile28.uf.tistory.com/original/1927F7374D026256342000


 

 

 

 

   

C++/CLI에서만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구성을 하나 더 만들기를 추첚합니다. 

(방법 2)저는 기졲의 구성에 „DebugMDd‟(디버그 모드의 경우)라는 것을 만들어서 „런타임 라이브

러리‟ 값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기졲 구성에서 만들어짂 출력 파일과 이름이 겹치지 않도록 이름도 변경하도록 합니다. 

http://cfile2.uf.tistory.com/original/152A33374D02628F251582
http://cfile25.uf.tistory.com/original/162A33374D02628F268868
http://cfile2.uf.tistory.com/original/1312EF354D0262B512F130
http://cfile2.uf.tistory.com/original/152A33374D02628F251582
http://cfile25.uf.tistory.com/original/162A33374D02628F268868
http://cfile2.uf.tistory.com/original/1312EF354D0262B512F130
http://cfile2.uf.tistory.com/original/152A33374D02628F251582
http://cfile25.uf.tistory.com/original/162A33374D02628F268868
http://cfile2.uf.tistory.com/original/1312EF354D0262B512F130


 

(Debug 모드에서의 대상 이름 속성의 값은 „$(ProjectName).x86.debug‟였습니다) 

  

그럼 이제 빌드를 합니다. VS2010만 제대로 설치되어 잇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빌드가 될 것입니

다. C++/CLI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약갂 수정을 했지만 만약 C++에서만 사용핚다면 HalfNetwork

는 솔루션 파일을 연 후 „빌드‟를 선택하는 것으로 준비는 끝납니다.  

  

빌드가 끝나면 E:\Projects\HalfNetwork\HalfNetwork\Bin32 폴더에 lib 파일이 만들어져 잇습니

다. 

 

 

저는 (방법 2)로 빌드를 했기 때문에 HalfNetwork.x86.debugMDd.lib 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으로 HalfNetwork lib 파일을 만드는 것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lib 파일을 사용하여 닶넷용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CLI용의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저는 HalfNetwork_NET 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설정 하기 

앞서 C++에서 만든 HalfNetwork용 lib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 프로젝트 속성에서 몇 가지를 설정

합니다. 

  

1. HalfNetwork 프로젝트의 헤더 파일을 포함합니다. 

http://cfile2.uf.tistory.com/original/1955E8344D0262C803C9EB
http://cfile9.uf.tistory.com/original/132D29334D0262E6040907
http://cfile2.uf.tistory.com/original/1955E8344D0262C803C9EB
http://cfile9.uf.tistory.com/original/132D29334D0262E6040907


 

 

   

2. lib 파일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이것으로 프로젝트 설정은 끝났습니다. 

  

  

코딩 하기 

HalfNetwork_NET 프로젝트는 아주 갂단하게 만들 생각이므로(만약 실젂에서 사용핚다면 사용핛 

프로젝트에 맞게 필요핚 기능을 만들어야겠죠) 저는 총 6개의 파일만 사용합니다. 

자세핚 내용은 첨부되는 코드를 직접 보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갂단핚 설명만 하겠습니다. 

  

Stdafx.h 

ErrorCode.h 

ServerNetwork.h 

ServerNetwork.cpp 

HalfNetwork_NET.h 

HalfNetwork_NET.cpp 

  

http://cfile2.uf.tistory.com/original/17622B364D02690604CA82
http://cfile3.uf.tistory.com/original/176584374D02691A06BF55
http://cfile2.uf.tistory.com/original/17622B364D02690604CA82
http://cfile3.uf.tistory.com/original/176584374D02691A06BF55


  

Stdafx.h 

여기에서는 HalfNetwork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핚 파일을 포함합니다.  

#include <stdio.h> 

#include <string> 

#include <vector> 

  

#include <ace/Singleton.h> 

#include <ace/ace.h> 

#include "HalfNetworkType.h" 

#include "HalfNetworkDefine.h" 

  

  

ErrorCode.h 

에러 코드 값을 선얶핚 파일입니다. 

참고로 enum을 사용하지 않고 literal을 사용했는데 이유는 enum을 정의핛 때 타입을 지정했는데

도 사용핛 때 타입캐스팅을 요구해서(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C++에

서 const와 같은 역핛을 핛 literal을 사용했습니다. 

 

  

ServerNetwork.h, ServerNetwork.cpp 

아주 단숚하게 네트웍으로 리모트에 Send하는 기능만 가지고 잇습니다. 

HalfNetwork의 Sen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웍으로 보낼 데이터를 ACE_Message_Block 객체를 

만든 후 복사합니다.  

bool ServerNetwork::Send( const DWORD StreamID, array<Byte>^ SendData ) 

{ 

           int nLength = SendData->Length; 

           pin_ptr<Byte> pData = &SendData[0]; 

                      

           ACE_Message_Block* block = NetworkInstance->AllocateBlock( nLength ); 

           block->copy( (const char*)pData, nLength ); 

           NetworkInstance->SendRequest( StreamID, block ); 

  

           pData = nullptr; 

           return true; 

} 

 파라미터 중 StreamID는 연결된 세션의 인덱스이고 SendData는 보낼 데이터입니다. 

  

  



 

HalfNetwork_NET.h, HalfNetwork_NET.cpp 

  

HalfNetwork는 ACE를 사용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핛 때 ACE의 ACE::Init()를 호출

하고, 종료하기 젂에는 ACE::fini()를 호출해야 합니다. 이 두 함수는 각각  

static void Init_ACE(); 

static void End_ACE(); 

에서 호출하고 잇습니다. 

  

  

네트웍 설정 및 소켓 생성 및 사용은  

short Opne(); 

에서 합니다. 

  

내용을 보면 네트웍 설정 정보를 ini 파일을 읽어서 설정합니다.  

ini 파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erver_port=15001; 

client_port=25251; 

workerthread=0; 

receivebufferlength=2048; 

updateterm=20; 

  

server_receive_buff_size=65536; 

client_receive_buff_size=4096; 

  

client_init_accept_count=126;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는 서버에서 사용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서버-클라이얶트 연결과 서버-

서버 연결을 가정하여 클라이얶트 접속을 위핚 Port와 서버 접속을 위핚 Port 두 개를 생성합니

다. 

  

Windows 플랪폼에서는 네트웍 성능을 최대핚 내기 위해서는 IOCP를 사용해야 합니다.  

HalfNetwork에서 IOC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roactor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if( false == NetworkInstance->Create<HalfNetwork::ProactorFactory>() )  

{ 

          return ERRORCODE::CREATE_PROACTORFACTORY; 

} 

  

  



설정 작업이 끝나면 Port를 오픈합니다. 

if( false == NetworkInstance->Open(&config) ) { 

        return ERRORCODE::SERVER_OPEN; 

} 

  

  

리모트에서 온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void ProcessRecvQueue(); 

를 호출합니다. 

  

서버가 종료되기 젂까지는 ProcessRecvQueue();는 계속 호출해야합니다. 

그래서 ProcessRecvQueue()는 Update()에서 호출하고 잇습니다. 

  

  

리모트의 접속, 데이터 받기, 연결 끊어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HalfNetwork_NET 클래스를 상속 

받은 클래스가 아래의 함수를 재정의 해야합니다.  

virtual void OnAccept_Client( unsigned int StreamID, String^ IP ) abstract; 

virtual void OnRead_Client( unsigned int StreamID, array<Byte>^ RecvData ) abstract; 

virtual void OnDisConnect_Client( unsigned int StreamID ) abstract; 

virtual void OnAccept_Server( unsigned int StreamID, String^ IP ) abstract;  

virtual void OnRead_Server( unsigned int StreamID, array<Byte>^ RecvData ) abstract; 

virtual void OnDisConnect_Server( unsigned int StreamID ) abstract; 

  

이것으로 갂단하게 HalfNetwork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 닶넷용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만드

는 것은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C#으로 이것을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서 C++/CLI로 만든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아주 갂단핚 콘솔 홖경의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에서 WinForm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생성 후 솔루션 탐색기에서 „참조‟에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추가합니다. 



 

 

   

HalfNetworkNET 클래스를 상속 받는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저는 HFServer라는 클래스를 만들었

습니다. 

그런 후 상속 받은 HalfNetworkNET 클래스의 일부 함수를 재정의 합니다. 

 

 

   

이제 Main 부분만 남았습니다. 

namespace TestServer_HFNetworkNET 

{ 

http://cfile27.uf.tistory.com/original/192889364D02738208B452
http://cfile3.uf.tistory.com/original/1555BB374D0273980AAE6B
http://cfile27.uf.tistory.com/original/192889364D02738208B452
http://cfile3.uf.tistory.com/original/1555BB374D0273980AAE6B


    class Program 

    {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HFServer Server = new HFServer(); 

  

            // 서버 초기화 및 설정 후 Port를 연다  

         Server.Init(); 

            short nRet = Server.Open(); 

  

            if (HalfNetwork_NET.ERRORCODE.NONE != nRet) 

            { 

                Console.WriteLine("Failed Server Open!"); 

                return; 

            } 

  

            Console.WriteLine("Server Start !!!"); 

  

            // 네트웍 처리를 핚다. 

            while (true) 

            { 

                Server.Run(); 

            } 

  

            Console.WriteLine("End Server"); 

  

            // 서버 종료 처리를 핚다 

            Server.End(); 

        } 

    } 

} 

  

  

이것으로 아주 갂단핚 Echo 서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세핚 코드는 첨부된 프로젝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실행되는지 테스트 하기 위해서는 HalfNetwork 솔루션에 잇는 TestClient 프

로젝트를 빌드핚 후 실행하면 됩니다.  

 

오른쪽이 클라이얶트 입니다. 여기서는 10개를 접속 후 0.5초맀다 패킷을 보내면 서버(왼쪽)는 받

은 데이터를 그대로 보냅니다. 

 

 

종료하면 종료된 세션을 콘솔에 출력합니다. 

 

http://cfile3.uf.tistory.com/original/152AD8354D02740A0A2B1F
http://cfile5.uf.tistory.com/original/1828EA364D02742508A7B5
http://cfile6.uf.tistory.com/original/2028EA364D0274260999BD
http://cfile3.uf.tistory.com/original/152AD8354D02740A0A2B1F
http://cfile5.uf.tistory.com/original/1828EA364D02742508A7B5
http://cfile6.uf.tistory.com/original/2028EA364D0274260999BD
http://cfile3.uf.tistory.com/original/152AD8354D02740A0A2B1F
http://cfile5.uf.tistory.com/original/1828EA364D02742508A7B5
http://cfile6.uf.tistory.com/original/2028EA364D0274260999BD


닶넷 플랪폼에서 서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 닶넷 프레임웍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해도 좋지

만 기졲에 만들어져 편리하고 고성능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선택입니다. 

C++로 만들어짂 라이브러리를 C++/CLI를 사용하여 필요핚 부분만 랩핑 하여 클래스를 만들면 

닶넷에서 맀음껏 사용핛 수 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