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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는 웹 개발을 업으로 삼는 우리 곁에 상당히 오래 머물러 있는 언어이다. 사

실, 이 언어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Dynamic HTML 기술과 더불어 정적인 

웹 페이지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

나 간단한 풀다운 메뉴를 구현한다거나, 사용자의 입력 값을 검사하고 적절한 오류 메시지

를 표시하는 등 DOM 객체를 조작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었다.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태생적으로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물론, Windows Script Host 환경의 스크립팅에도 사용할 수 있고, 오래된 ASP라는 마이

크로소프트의 서버 측 스크립트 플랫폼도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했었지만) 웹 브라우저는 여타의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과는 달리 보안으로 인해 여러 제약이 많았다. 특히 그래픽 장치나 

사운드 장치, 또는 네트워크 소켓 등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

이었다(이를 위해 악명 높은 ActiveX를 비롯해 플래시 등의 브라우저 확장 기술이 꽤 오랫동안 사

용됐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특히 HTML5 스펙이 발표되기 시작한 이후로 자바스크립트의 위상

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는 HTML5 

스펙에 힘입어 화면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게 되었고, 오디오나 비디오를 직접 제어할 수

도 있으며, 소켓을 통한 네트워킹도 가능하게 되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기능들이

야말로 게임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아니던가! HTML5와 함께 이제 웹 브라우저도 하

나의 완벽한 게임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기반을 갖게 된 것이다. 

HTML5 스펙이 발표된 후 이를 활용한 다양한 예제와 데모들이 인터넷에 나타나기 시작

했는데, 이들 중 상당 부분이 게임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점은 이미 웹이 게임 플랫폼으로

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그리고 상당한 기대를 받고 있음을 방증하는 부분이라 하

지 않을 수 없다.

옮긴이

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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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HTML5의 새로운 기능들을 모두 소개하지는 않고 하나의 완벽한 게임을 만드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게임의 구현에 필요한 여러 요소를 적절

한 수준의 예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이 책의 예제들을 따라 한다고 해서 당장 플레

이할 수 있는 게임이 뚝딱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게임을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구현해야만 하는 기능들을 대부분 설명하고 있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떠 먹여주기보다는 

밥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의 첫 번째 장과 첫 번째 완성된 예제는 어쩌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그리고 

책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각 장마다 완성된 예제를 실행해보면 왠지 조금씩 부족하고 완성

도도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책은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게임 하나를 완성하는 책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게임을 구현하는데 필

요한 재료들을 설명한 책이다. 결국, 괜찮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책이 설명

하는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책을 통해 게임 개발에 사용되는 다양한 게임 엔진과 더불어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 게임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하나씩 익혀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스

스로 꽤 괜찮은 수준의 웹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여러

분을 웹 게임 개발자로 만들기 위해 쓰인 책이니 말이다. 

웹 게임 개발자로 거듭나고자 하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에게 역자의 서툰 번역이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매번 좋은 책을 번역할 기회를 제공해주시는 제이펍의 장

성두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벌써 13년째 저녁 시간마다, 또는 주말마다 

책을 쓰거나 번역하는 일에 몰두하는 남편과 아빠를 옆에서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아내와 

딸 예린이, 아들 은혁이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3년 8월

역자 장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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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필자는 ‘닌텐도 공인 품질 보증’ 딱지가 붙어 있는, 아직은 스티로폼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일본산 플라스틱 카트리지가 무척이나 재미있는 물건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작은 상자에 그것을 집어넣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놀라운 재미를 선사했던 그 마법 상자

에는 재미와 함께 도전, 발견, 그리고 우정이 모두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서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그 게임들(그리고 그와 유사한 다른 게임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때로는 단 한 명이거나 몇 명의 사람이 만들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팀의 규모는 점점 커졌고, 필자가 지켜본 바 몇 명의 해커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팀에서 시

작된 것이 어느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500억 달러 규모의 비디오 게임 산업으로 성장

했다.

대규모 게임 스튜디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요즘에도 소규모의 독립된 팀들이 게임을 

개발하며 부흥을 이끌고 있다. 이런 노력을 지원하는 수십 개의 유통 플랫폼이 만들어졌

지만, 그리 변변치 못하며 때로는 간과되었던 웹 브라우저 영역처럼 혁신적인 플랫폼은 없

었다. 브라우저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수백 가지의 무료 게임 엔진이 나타났고, 이 엔진들

을 이용하면 심지어 게임 디자이너 혼자서도 인상적이면서도 재미있고, 잠재적인 수익성을 

지닌 게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브라우저와 텍스트 편집기, 그리고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정보들이다. 게임 콘솔을 켜는 것보다는 버튼을 몇 개 더 눌러야 

하지만, 독자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재미있는 것을 만드는 데 이보다 쉬운 방법

도 없다.

자, 그럼 이제 전원을 켜보자.

이반 버차드

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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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진심으로 독자에게 감사한다. 여러분은 내가 쓴 책을 읽고 있다. 그것이 내게는 

매우 가슴 벅찬 일이다. 정말로 감사하다.

피어슨 출판사에서 이 책의 출간을 담당했던 팀, 특히 내가 이 책을 쓸 수 있는 기회와 조

언을 아끼지 않은 로라, 올리비아, 그리고 송린에게 감사한다.

친구들과 이 책을 리뷰해준 존, 리치, 제이슨, 그렉, BBsan, 파스칼, 팀, 그리고 토니에게 

감사한다.

어머니의 삶의 지혜와 아버지의 통찰력에 감사한다. 항상 인내하며 지켜봐 준 에이미에게 

감사한다. 내 게임의 첫 번째 테스터이자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정직하며 쾌활한 그레첸

과 맥스에게 감사한다.

내가 성장하는 동안 사랑하게 되었던 게임을 만들어 준 모든 이들과 90년대에 그 게임들

을 깨는 방법을 알려준 ROM 해킹 커뮤니티의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오픈 소스 기여자들에게도 감사한다. 그들이 이런 놀라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해준 덕

분에 나는 일과 취미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즐길 수 있었다. 특히 내가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에 사용했던 여러 도구를 개발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부록 C 리소스를 참고하기 바

란다).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책은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HTML5 초기

에 웹 게임의 가능성을 전파해준 케시브(옮긴이 Keisiev Norimaki)에게 감사한다.

나의 반항심을 조정해주고 관심을 기울여준 모리스 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깊고 폭넓게 이해하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준 재미슨 박사와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

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해준 하타사 박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말의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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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즐거움을 느끼며 수년간 적당한 수준의 문젯거리

로 골머리를 앓는 데 도움을 준 합창단과 극단의 꼬마들, 동네 양아치들, 별종들, 해커들, 

엔지니어들, 기업가들, 연구자들, 디자이너들, 몽상가들,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사람에게 감사한다. 특히 오랫동안 나를 잘 견뎌준 극단의 꼬마에게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나를 믿어주며 그 이유를 설명해준 모든 사람과 나를 믿지 않는 이유를 설명

해준 모든 사람께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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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게임을 구현할 때는 대부분 특별한 도구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브라우저와 텍스트 

편집기만 준비하면 된다. HTML5 게임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현에 필요한 시

간과 비용이 놀랍도록 경감되어서 요즘에는 몇 시간 혹은 하루 정도면 게임을 구현할 수 

있다. 소규모 게임 개발자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게임 잼(Game Jam)처럼 온라인은 물론 직

접 만나서 빠르게 게임을 개발하는 모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 잼에서 통상적으로 규정하는 게임 개발 시간은 글로벌 게임 잼(Global Game Jam)이

나 러덤 대어(Ludum Dare) 같은 대규모 이벤트들이 규정한 48시간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

나 게임 디자이너들은 (으레)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 잼들은 1시

간 정도 짧은 시간을 규정하기도 한다.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게임 잼을 통해 친모와 

협업이라는 이익은 물론,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게임을 만드는 환경에 자신을 몰아

넣는다. 이는 장단기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되는 기술이다.

‘뭔가를 빨리 만드는 것’은 소규모 게임 개발자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환

경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생산성이라고 표현한다. 좋은 도구를 찾아 학습하는 것은 ‘똑똑하

게 일하는 것’을 잘못 정의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이다. 또한, 실제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과 동일한 설득력을 발휘한다. 특히 ‘도구’의 정의에 수학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이 책은 100가지로 함축한 HTML5 게임 엔진 중에서 최선의 것을 추적한다. 책에서 제시

하는 도구와 다른 도구들을 활용하면 브라우저에서 빠르게 게임을 구현할 수 있다. 이 도

구들은 HTML 문서에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로드하기만 하면 곧바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일부 도구들은 몇 줄의 코드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 책에서 

선택한 도구들은 문서화가 잘 되어 있으며, 커뮤니티 역시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몇몇 게

이책에
대하여



이 책에 대하여

xv

임 엔진은 다른 것들에 비해 규모가 크다. 이 도구들은 모두 게임 개발에 필요한 독특한 

기능들을 제공하며, 이 중 몇 가지만 학습하면 각 도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

을 것이다.

각각의 게임 엔진은 각 장에서 소개하는 게임의 장르와 궁합이 잘 맞는다. 이 책을 따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복잡한 장르의 게임 구현을 위해 더 풍부한 기능을 제공하는 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결국 독자는 새로운 게임 엔진을 학습하거나 직접 만들고

자 할 것이다.

각 게임은 몇 시간 정도면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게임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르의 게임

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은 게임 장르를 기본적인 

요소들로 구분하는데, 이것들을 바탕으로 틀을 마련하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어떤 경우

에는 저자가 몇 가지 장식을 걸어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는 지붕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을 

수도 있고, 벽에 저자가 좋아하는 그림이 걸려 있을 수도 있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뒤뜰을 

만들고, 푹신한 카펫을 깔거나 은행나무를 심어도 좋다. 필요하다면 필자가 그린 그림을 

바꿔도 된다. 필요한 것들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집을 완성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도 좋다. 여러분이 실행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게임이 될 것이다.

책을 다 읽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을 떠올리고 그것을 기능의 목록으로 분류하여 이 

책을 통해 학습했던 도구들을 활용해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또

한, 어떤 기능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에 대한 감각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책이 소개한 도구들을 통해 생산성을 갖추고 게임으로 구현하기에 적당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많은 이들이 좋아하게 될 무언가를 금세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책인가?

여러분이 이 책을 집어든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게임에 취미가 있고 코딩을 하

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 책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책이다. 웹 개발자나 디자이너로서 게임 

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기술, 템플릿 등을 찾고 있었다거나, 자바스크립트 초급 개발자에서 

중급 개발자로 올라서기를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책은 여러분이 찾던 바로 그 책이다. 

플래시, 네이티브 모바일/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혹은 다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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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디자이너나 개발자이자 HTML5/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

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오픈 소스 게임 엔진에 주로 달

린 HTML5 로고 문신을 하거나, 주말 동안 HTML5로 만들어진 마리오64 게임을 아이폰 

네이티브 게임으로 포팅할 수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은 여러분이 찾던 책이 아니다.

이 책의 코딩 규칙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라인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코드가 예제에서 생략되면 말줄임

표(...)를 한 줄 이상 표시하였다. 삭제되거나 변경된 코드 라인의 표시는 그 자리에 (//로 시

작하는)주석과 함께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완전히 새로운 코드 예제에서는 굵은 표시를 

사용하지 않았다.

계속 표시(➥)는 이전 라인에서 코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장 중간에 나타나는 코드는 이렇게 표시한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참고’란에	표시한다.

문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팁’	상자에	표시한다.

‘주의’는 이렇게 표시되며,	확실하지	않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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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각각 한 개의 게임을 구현하

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 개의 부록(A “자바스크립트 기초”, B “품질 관리”, C “리소스” 등)이 제

공된다. 제1장 “퀴즈”에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혹은 기타 도구들에 대해 전혀 지

식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장에서는 부록 A와 1장의 내용을 독자가 

모두 이해했다는 것을 가정한다. 코드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구현

한 도구는 절대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즉, 장르는 복잡도에 따라 적당히 분류되어 있기 때

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나누어진 장르를 통해 얻은 경험이 마지막 장에서 게임을 구현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11장 “한 계단 올라서기”에서는 이 책을 다 읽은 후 독자 여러분이 하고

자 하는 일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가이드는 부록 C에서 완성되는데, 부록 

C는 이 책의 제1장에서 제1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게임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표시한다.

각 게임은 ‘레시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게임을 이해하기 위한 만큼의 

코드와 설명으로 나눌 수 있음은 물론, jsarcade.com에서 제공하는 소스 파일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즉, 모든 레시피가 홍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코드와 상호 보완되

는 폴더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뭔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다음 단계로 건

너뛰고자 한다면 가장 최근의 레시피에서 소개하는 코드를 사용하면 된다. 또한, 각 장이 

끝날 때 이 게임이 어떤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지 보고싶다면 해당 게임의 ‘final’ 디렉터리

를 확인하면 된다.

만일 1장과 부록 A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코드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부록 B의 

내용을 통해 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책의 활용법

이 책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각 장마다 소스 코드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다운로드 파

일에는 각 레시피에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HTML, CSS, 이미지,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파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 소스 코드 파일은 jsarcade.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소스 코

드는 각 장의 제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장의 디렉터리는 게임 실행에 필요한 전체 소

스 코드와 세 가지 다른 형식의 디렉터리로 구성된다. ‘initial/’ 디렉터리는 게임 실행에 필

요한 최소한의 코드가 들어 있으며, ‘after_recepe<x>/’ 폴더에는 각 레시피를 완료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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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정 ‘체크 포인트’(대부분 각 장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가 제공된다. 따라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한두 페이지의 내용만 다시 이해하면 된다. ‘final/’ 디렉터리는 

한 장의 내용을 마쳤을 때의 완성된 게임 소스 코드가 들어 있다. 각 장의 레시피 디렉터리

에는 index.html 파일이 저장되어 있어,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거나 브라우저에서 열어보

면 디렉터리 이름에 표시된 레시피를 완료한 직후의 게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각 게임의 

최종 버전에 대한 데모는 jsarcade.com에서 볼 수 있으므로 게임을 미리 살펴보고 난 다음

에 무엇을 구현할지 선택할 수도 있다.

모든	게임과	게임	엔진	그리고	기타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은	jsarcade.com과	

출판사	웹	사이트(informit.com/title/9780321898388)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특정 단계는 건너뛸 수도 있지만, 책을 읽어나가는 동안 게임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는 것

을 명심하기 바란다. 무엇이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체크 포인트(after_recipe<x> 

디렉터리)의 코드를 활용하고, 1장과 부록 A의 내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또

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부록 B를 살펴보아도 좋다.

한 장을 마치고 나면 여전히 게임에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부족한 것

이란 특수 효과일 수도, 조금 더 나은 게임 스토리일 수도 있으며, 혹은 보스와의 전투가 

될 수도 있다. 각 장을 마칠 때마다 게임에 추가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보게 될 것이

다. 필자가 제안한 내용이 마음에 들든, 아니면 스스로 다른 아이디어가 있든, 반드시 시도

해보기 바란다.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자신의 컴퓨터에서 실행해보는 순간, 그 게임은 

여러분의 것이다. 제공된 소스 코드는 그저 템플릿일 뿐이며, 얼마든지 수정하고 확장하여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있다. 필자는 그런 노력에 대해 그저 박수를 쳐줄 뿐 여러분이 필자

의 소스 코드를 수정했다고 해서 고소할 생각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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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류의 게임에는 간단한 규칙이 적용된다. 항상 올바른 정답이 있으며, 그 정답은 여러분이 아는 

것일 수도 있고 예측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레스토랑에서의 평범한 저녁부터 대입 수학능력평가

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종류의 게임들은 오늘날의 세계 구석구석에 퍼져 있다. TV 게임은 간혹 사

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곤 한다. 게임에는 간단한 질문과 답변 외에도 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는 일종의 로직을 실행한다. 

만일 왕이 당신에게 용과 싸우고 싶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예’라고 답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단

순하면서도 쉬운 퀴즈다. 어드벤처 게임에서 구멍에 빠지는 것과 RPG 게임에서 그동안 쌓아온 점

수를 몽땅 잃어버리는 것이 동등한 경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규칙과 그에 대한 결과를 프로

그래밍하는 것은 게임의 장르를 막론하고 비슷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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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독자들의 다양한 웹 개발 경험 수준을 고려하여 갓 시작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후로는 내용이 점차 복잡해지겠지

만, 이번 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 될 것이다. 물론, 어딘가에서는 이 책을 

읽기 시작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이곳 1장이 될 수도 있다. 만일 이번 장의 내용이 너무 

쉽게 느껴진다면 얼마든지 지나치거나 건너뛰어도 좋다. 앞으로의 내용들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이다.

이번 장에서 게임의 구현 목적은 세 가지로, 우선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지식은 이 책에

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만일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초가 없다면 부록 A의 “자바스크

립트 기초”를 살펴보기 바란다. 내용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외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를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만 하는 절차가 두 번째 목적이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활용하기 위한 기본 지

식인 파일을 생성, 편집하고, 저장했다 열어보는 과정을 쉽고 반복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패턴을 확립할 것이다.

텍스트 편집기가 없다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이 책의 예제로 제공되는 자바스크립

트와 HTML, CSS 파일을 생성해내고 편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도 무방하

다. 만약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부록 C의 “리소스”를 참고하기 바

란다.

자, 이제 시작해 보자. 텍스트 편집기를 실행하고 quiz/initial/index.html 파일에 예제 1.1

의 코드를 추가한다. 만일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서문에서 소개한 소스 코

드 다운로드 방법을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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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1 HTML의 구조를 보여주는 index.html 파일의 코드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title>퀴즈</title>
    <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main.css”>
  </head>
  <body>
    <h1>퀴즈</h1>
    <div id=”quiz”>
    </div>
  </body>
</html>

HTML은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줄임말로,	오래	전에는	링크(links)를	하이퍼

링크(hyperlinks)라	일컬었으며,	그	외에도	문서	간에	이동	가능한	것들이	하이퍼라는	단

어와	관련되어	있었다.	하이퍼텍스트는	일반	텍스트의	한	종류이나	하이퍼링크를	포함하

는	것이고,	마크업은	약간의	문맥을	추가하기	위해	하이퍼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HTML은	여러	종류의	텍스트를	조합해	서로	연결이	가능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문법	가이드라인의	집합이며,	.html	확장자를	지닌다.

HTML	태그는	꺾쇠	괄호(<와	>)	사이에	나타나는	텍스트이며,	HTML	요소는	여는	태그(<태그>)	

와	닫는	태그(</태그>)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일컫는다.	물론,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도	

HTML	요소에	포함되며,	참고로	‘/’는	닫는	태그에만	사용된다.

예제 코드는 DOCTYPE 선언부터 시작한다. 이 선언은 브라우저로 하여금 자신이 파싱

(parsing)하고 표시할 문서가 HTML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브라우저가 열 수 

있는 파일은 XML 문서부터 오디오 파일과 이미지 등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이 선언을 통

해 지금 처리하는 파일이 보통의 웹 페이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생략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궁금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브라우저마

다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선언이 생략된 문서들은 

효율을 위해 알 수 없는 종류로 구분되기에 이것만으로도 문서의 상단에 선언을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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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다음으로는 <html> 태그가 등장한다. 이 태그는 문서 전체를 감싸는 범용 컨테이너이며, 

예제에서와 같이 주로 <head> 태그와 <body> 태그로 구성된다. 기억할 점은 지금까지 

설명한 세 개의 태그는 모두 슬래시를 사용한 닫는 태그가 존재한다는 점이다(예를 들면,  

</body>). 닫힘 태그를 사용하는 것은 내부에 다른 요소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명

확히 지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head> 태그 내부에는 브라우저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와 사용자 입장에서

는 브라우저 창의 주요 영역에 나타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보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meta> 태그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이 예제에서는 문서에서 

사용할 텍스트의 인코딩 방식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만일 이 태그를 생략한다면 제

한된 범위를 벗어나는 텍스트들은 (비록 그 제한의 범위가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

는 형태로 처리된다. 매일 사용하는 영어로 구성된 대부분의 텍스트들은 올바르게 표시되

겠지만, 전 세계의 문자들 중 어느 일부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자바스크립트 

콘솔(Firebug나 크롬 개발자 도구 등)에서 인코딩 방식을 지정해야 한다는 경고가 발생할 수

도 있다. 따라서 본 책에서는 많은 이유에서 <meta> 태그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각 장별

로 원래 지정되었던 태그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살펴두는 것이 좋다.

<title> 태그는 브라우저의 최상단(브라우저에 따라 다르다. 어떤 브라우저는 제목 표시줄에, 어

떤 브라우저는 탭에 나타날 수도 있으며, 두 군데 모두 나타날 수도 있다.)에 나타날 텍스트를 지

정하는 태그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이 단축 링크와 즐겨찾기에 페이지를 ‘한눈에 알 수 있

도록’ 제공하는 목적으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사용한 <link> 태그에는 rel 특성이 stylesheet로, type 특성에는 css 파일로 지

정되어 있으며, href 특성에서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할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고 있다. 

이 경로는 (예제처럼 파일명만 지정되어 있다면) index.html과 동일한 디렉터리에 지정된 파일

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태그는 주로 외부 스타일 시트(CSS 파일)를 연결하기 위

해 사용되며, 경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link> 태그

에 대해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meta> 태그와 마찬가지로 이 태그 역시 (</link>와 같은) 

닫는 태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요소를 품을 수 있는 컨테이너처럼 동작하지 

않는 태그에는 굳이 닫는 태그가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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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태그로 이동해보면 두 개의 중첩된 요소가 정의되어 있다. 첫 번째는 제목(<h1>) 

태그이며, 이 태그에는 다른 텍스트보다 크게 보여질 텍스트를 위한 기본적인 스타일이 미

리 정의되어 있다. 이어서 <div> 태그는 여러 마크업 정보들을 조직화하는 대표적인 컨테

이너 요소다. 예제의 경우 이 <div> 태그는 태그 이름과는 별개로 id 특성을 가지고 있으

며, CSS 스타일(예를 들면, 새로운 색상이나 글꼴 크기를 지정하는 등)을 지정하며 자바스크립

트 동작(예를 들면, 클릭했을 때 페이지를 뒤집는 등)을 지정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 class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직 <div> 태그에는 아무런 요소도 추가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추가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파

일을 index.html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실행해보자. 그런 다음, 브라우저

의 URL 표시줄에 파일의 경로를 입력하거나, 데스크톱에서 URL 표시줄로 파일을 드래그

하거나, 혹은 파일을 더블클릭하자.

브라우저가 파일을 열면 그림 1.1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title> 태그

에 지정한 ‘퀴즈’라는 텍스트가 탭에 표시된다.

그림 1.1 크롬 브라우저에서 HTML 파일을 열어본 모습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둘 다 다운로드하기 바란다. 

이 두 브라우저는 HTML5 게임을 개발하는 동안 서로 다른 이슈들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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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 브라우저를 모두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 책을 진행하는 중에 두 브라우저는 서로를 

완벽히 대체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제 <div> 태그로 들어가 예제 1.2에서 굵게 표시된 부분의 코드를 index.html 파일에 

추가하여 몇 가지 질문을 추가해보자. 이 예제는 그리 길지는 않으나 반복적인 코드로 작

성되어 있다. 코드를 직접 입력하는 시간을 벌고 싶다면 quiz/after_recep1/index.html 파

일에서 코드를 복사해도 무방하다.

예제 1.2 퀴즈에 추가될 질문들

...
<div id=”quiz”>
  <div id=”question1”>
    <div class=”question”>웹 사이트를 구축할 때 주로 사용하는 파일 타입이 아닌 것은?</div>
    <input type=”radio” name=”question1” value=”a”/>
    <label>.html</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1” value=”b”/>
    <label>.exe</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1” value=”c”/>
    <label>.js</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1” value=”d”/>
    <label>.css</label>
  </div>
  <br />
  <div id=”question2”>
    <div class=”question”>자바스크립트 객체는 어떤 문자로 래핑되는가?</div>
    <input type=”radio” name=”question2” value=”a”/>
    <label>[]</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2” value=”b”/>
    <label>;;</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2” value=”c”/>
    <label>{}</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2” value=”d”/>
    <label>()</label>
  </div>
  <br />
  <div id=”question3”>
    <div class=”question”>다음 중 두더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단어는?</div>
    <input type=”radio” name=”question3” value=”a”/>
    <label>닥치는 대로 먹는</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3” value=”b”/>
    <label>사랑스러운</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3” value=”c”/>
    <label>내쫓아야 하는</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3” value=”d”/>
    <label>상기 보기가 모두 해당</label>
  </div>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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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question4”>
    <div class=”question”>일본어 “か”의 발음은?</div>
    <input type=”radio” name=”question4” value=”a”/>
    <label>ka</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4” value=”b”/>
    <label>ko</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4” value=”c”/>
    <label>ke</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4” value=”d”/>
    <label>ki</label>
  </div>
  <br />
  <div id=”question5”>
    <div class=”question”>다음 중 지구의 중력 수치를 구하는 공식은?</div>
    <input type=”radio” name=”question5” value=”a”/>
    <label>10m/s^2</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5” value=”b”/>
    <label>.809m/s^2</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5” value=”c”/>
    <label>9.81m/s^2</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5” value=”d”/>
    <label>84.4m/s^2</label>
  </div>
  <br />
  <div id=”question6”>
    <div class=”question”>십진수 45를 이진수로 바꾸면 얼마일까?</div>
    <input type=”radio” name=”question6” value=”a”/>
    <label>101101</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6” value=”b”/>
    <label>110011</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6” value=”c”/>
    <label>011101</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6” value=”d”/>
    <label>101011</label>
  </div>
  <br />
  <div id=”question7”>
    <div class=”question”>4 << 2 = ?</div>
    <input type=”radio” name=”question7” value=”a”/>
    <label>16</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7” value=”b”/>
    <label>4</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7” value=”c”/>
    <label>2</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7” value=”d”/>
    <label>8</label>
  </div>
  <br />
  <div id=”question8”>
    <div class=”question”>직각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알 때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div>
    <input type=”radio” name=”question8” value=”a”/>
    <label>Pi*Radius^2</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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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 type=”radio” name=”question8” value=”b”/>
    <label>피타고라스의 정리</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8” value=”c”/>
    <label>계산기를 사용한다?</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8” value=”d”/>
    <label>Sin(side1 + side2)</label>
  </div>
  <br />
  <div id=”question9”>
    <div class=”question”>참 혹은 거짓: 모든 게임은 최소한 초당 60프레임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div>
    <input type=”radio” name=”question9” value=”a”/>
    <label>참</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9” value=”b”/>
    <label>거짓</label>
  </div>
  <br />
  <div id=”question10”>
    <div class=”question”>서버를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div>
    <input type=”radio” name=”question10” value=”a”/>
    <label>코드를 감출 수 있다.</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10” value=”b”/>
    <label>적절한 성능의 게임을 구현할 수 있다.</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10” value=”c”/>
    <label>사용자들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label>
    <input type=”radio” name=”question10” value=”d”/>
    <label>상기 보기가 모두 해당</label>
  </div>
</div>
...

이 퀴즈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여주는 질문들은 모두 같은 구조로 만들어졌지만, 서로 다른 

질문의 번호 식별자와 다른 질문 및 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생각의 범위를 첫 번

째 질문으로만 좁혀보자. 첫 번째 질문은 <div> 태그의 id 특성에 question1이라는 값이 지

정되어 있으며, 이 유일한 식별자는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 <div> 태그는 전체 질문과 보

기 항목들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또 다른 <div> 태그는 질문을 표현한 문자열을 가졌고, 

이 <div> 태그는 class 특성에 question이라는 값이 지정되어 있다. class 특성은 태그 이름

(예를 들면, <div>), 혹은 id 특성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요소를 참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로 활용할 수 있다. class 특성과 id 특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id 특성은 요소별로 유일한 

값을 가져야 하지만 class 특성 값은 서로 다른 요소들 간에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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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input> 태그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type=“radio” 특성은 이 요소가 

라디오 버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혹시 요소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르겠다면 그림 1.2를 

참고하기 바란다. 두 번째 name 특성은 동일한 질문에 대한 보기들 중에서는 유일해야만 

한다. value 특성의 값은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필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HTML 폼 제

출 기능을 통해 전달된다. 예제에서는 폼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와 요소의 

값들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페이지에 답변한 내용을 검사할 것이다. 이 입력 태그는 />로 

끝나는 세 번째 형식의 요소다. 즉, />가 닫는 태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label> 태그는 입력 요소의 바깥에 위치한 텍스트를 위한 요소다. 이 태그의 주요 기능

은 입력 요소가 클릭되었을 때 클릭된 요소에 해당하는 텍스트로 포커스를 지정하는 것이

다. 이번 예제에서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만일 이 기능을 이용해보고 싶다면 각각의 

보기 항목에 id=“question-10-answer-b”처럼 유일한 값을 id 특성에 지정하고, 이 보기 

항목에 해당하는 레이블의 for 특성을 <label for=“question-10-answer-b”>와 같이 지정

하면 된다.

각 질문 사이에는 줄바꿈 태그(<br />)가 닫는 태그를 생략한 채 사용되고 있다. 줄바꿈 태

그는 요소들 사이에 수직으로 공간을 삽입한다. 삽입되는 공간의 크기는 브라우저마다 서

로 다르기에 레이아웃에 문제가 생긴다면 (예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 그런 문제가 

생긴다.) CSS 스타일을 이용하여 공간을 추가해야만 한다.

모든 사항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파일을 저장한 뒤 브라우저를 통해 열어보면, 그림 1.2와 

같은 화면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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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퀴즈를 숨기거나 보여지게 하기

게임에는 종종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숨어있다. 예를 들자면, 잠금을 해제하면 

보이는 문자나 보조 임무, 혹은 마찬가지로 잠금을 해제하면 나타나는 새로운 레벨 등이 

그것이다. 이번 예제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질문을 잠금 해제하도록 할 수 있다. 언뜻 봐

서는 다시 이전 과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는 여러분이 페이지에 

노출한 콘텐츠가 너무 단순하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마리오 

게임의 모든 레벨을 한 번에 플레이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안 그런가? 만일 이 퀴즈 예

제가 10개가 아닌 100개의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질문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은 모

든 레벨을 한 번에 노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콘텐츠의 일부를 감출 수 있을까? 질문들을 별도의 페이지로 분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야 있겠지만, 간단히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CSS 파일을 추가하

여 전체 콘텐츠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 main.css라는 이름의 새로운 

파일에 예제 1.3의 코드를 작성하여 index.html 파일과 동일한 디렉터리에 저장하자.

예제 1.3 콘텐츠를 숨기기 위한 main.css 파일

#quiz {
  display: none;
}
body {
  margin-left: 5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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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퀴즈 예제의 질문과 보기들

#quiz는 div와 같은 컨테이너 요소 중 id 특성에 quiz라는 값이 지정된 모든 요소를 의미

한다. display:none 값은 div 요소 중 id 특성에 quiz라는 값이 지정된 모든 요소를 보이지 

않도록 만든다. 만약 id 특성에 another-quiz라는 값을 지정한 요소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스타일 선택기(Selector)는 #another-quiz처럼 지정하면 된다. 또한, class 특성 값이 quiz

인 요소들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이 경우에는 # 기호 대신 마침표 기호를 이용하여 .quiz

처럼 지정해야 한다.

태그 기반의 선택기는 아무런 기호를 더하지 않고 태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 따라

서 body 태그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마침표나 # 기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margin-left: 

50px; 값은 페이지를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다음으로는 이 예제에서 사용한 두 가

지 스타일 블록의 형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선택기를 지정한 후 여는 중괄호가 나타

난다. 그런 후 스타일 정보가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닫는 중괄호가 나타난다. 스타일 정보

의 형식은 왼쪽에 CSS 속성 이름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콜론을 입력한 후 CSS 속성에 지

정할 값이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줄을 종료하는 세미콜론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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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웹 개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법이 다소 난해해 보일 것이다. 특히, 

HTML 태그가 쌍을 이루며 id와 class를 비롯한 많은 특성들이 한꺼번에 소개되었기에 더

욱 그럴 것이다. 좋은 소식은 이제 여러분은 CSS와 HTML의 기초를 터득했다는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특성과 선택기가 소개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내용과 동일하다. 

간단히 말해, 여러분이 실수를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마침표 대신 # 기호를 사용했다거나, 

문장 끝의 세미콜론이나 닫는 중괄호를 빠뜨렸다거나, 오타를 입력한 정도일 것이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도 종종 겪는 실수다. 뭔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느긋하게 지금

까지 작성한 코드를 꼼꼼히 읽어보길 바란다.

지금까지의 작업을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index.html 파일을 열어보면, 그림 1.1과 동일

한 화면이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번 예제는 body 태그에 지정한 스타일 때문에 약간 오른

쪽으로 이동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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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질문들이 사라졌으므로 이들을 다시 보이도록 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각 장

의 마지막에 추가하게 될 패키지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패키지를 추가

할 때마다 질문이 다시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

패키지가 로드되었는지를 확인하기에 앞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먼

저 확인해보자. index.html 파일 하단에 예제 1.4에서 굵게 표시된 코드를 추가하자.

예제 1.4 첫 번째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추가하기

...
    <script src=”game.js”></script>
  </body>
</html>

이 코드는 game.js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로드한다. 그 다음으로는 이 파일을 생성해야 한

다. game.js라는 이름의 파일을 main.css 파일과 index.html 파일이 저장된 디렉터리에 생

성하고 예제 1.5의 코드를 입력하자.

예제 1.5 game.js 파일의 코드

alert(‘안녕하세요’);
console.log(‘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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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드는 지정된 문장을 두 군데에 출력한다. index.html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열어보면 

먼저 경고 창에 이 문장이 나타난다. 두 번째 줄의 console.log 메서드는 웹 페이지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인 자바스크립트 콘솔에 출력한다. 자바스크립트 콘솔을 실행하는 방

법에 대해서는 부록 B “품질 관리”를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까지 문제없이 진행되었다면 다음으로 jQuery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보자. 이 라이브

러리를 가져오려면 jquery.com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 라이브러

리를 어떻게 여러분의 컴퓨터로 옮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면 된다. 필자는 웹 페이지에서 

가장 크고 번쩍이는 버튼을 클릭하여 텍스트로 된 소스 코드가 보여지는 페이지로 이동했

다. 그런 후 소스 코드를 복사하여 jquery.js라는 새로운 파일에 붙여넣고 저장했다.

이 웹 사이트는 소스 코드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제공한다. 어떤 방

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지만, 일단 다운로드한 소스 코드는 반드시 올

바른 디렉터리에 저장해야만 한다(index.html, main.css 그리고 game.js 파일이 저장된 것과 동

일한 디렉터리여야 한다).

파일을 올바른 디렉터리에 생성했으면 index.html 파일에 예제 1.6에서 굵게 표시한 코드

를 추가하자.

예제 1.6 jQuery 라이브러리를 index.html 파일에 추가하는 코드

...
    <script src=”jquery.js”></script>
    <script src=”game.js”></script>
  </body>
</html>

만일 파일명으로 jquery.js가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면, 파일을 올바르게 로드하기 위

해서는 로드할 파일의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에 앞서 CSS 파일을 조금 조정해보자. 우리가 앞서 CSS 파일을 처음 

만들 때는 다소 적극적이었다. 이번에는 전체 퀴즈를 숨기는 대신 예제 1.7의 코드를 이용

하여 각각의 질문들만 숨기도록 수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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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7 퀴즈가 아닌 질문만 숨기도록 수정된 코드

body {
  margin-left: 50px;
}
#question1, #question2, #question3, #question4, #question5,
#question6, #question7, #question8, #question9, #question10 {
  display: none;
}

이 예제에서는 앞서 작성했던 #quiz라는 ID 선택기를 삭제하고 콤마로 구분된 ID 선택기

로 대체했다. 물론, 이 방법 외에 질문 요소들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하나의 class 특성 값

을 정의하고 # 기호 대신 마침표 기호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기를 나열하는 지금 

이 방법이 인식하기에는 훨씬 편하다.

이제 CSS를 콘텐츠의 일부를 숨기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jQuery는 이 숨겨진 질문들

을 잠금 해제하는 좋은 놈으로 사용해보도록 하자. 숨겨진 질문들을 보이게 하려면 game.

js 파일의 소스를 예제 1.8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앞서 작성했던 내용을 아래의 코드로 교

체하자.

예제 1.8 jQuery 라이브러리가 로드되면 첫 번째 질문이 보이도록 하는 코드

if (jQuery) {
  $(“#question1”).show();
};

첫 번째 줄에서는 jQuery 라이브러리가 로드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일 라이브러리가 로드

되었다면 두 번째 줄이 실행된다. 여기서는 jQuery가 제공하는 $ 함수에 #question1이라는 

CSS 선택기를 따옴표와 괄호로 둘러싸서 전달한다. 그런 후 jQuery의 show 함수를 호출

하여 첫 번째 질문 요소에 지정된 display:none 값을 display:block 값으로 변경한다.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 index.html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열어보면 첫 번째 질문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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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b Game Developer’s Cookbook

레시피: 쇼핑 목록

이번 레시피에서는 총 9개의 파일을 페이지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 아마도 여러분은 파

일을 로드할 수 있다면 결국엔 다시 보여줄 질문들을 굳이 왜 숨겨둬야 하는지 궁금할 것

이다.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그것들을 다른 파일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는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경험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찾고, 그것에서 필요한 지식을 얻는 방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몇몇 프

로젝트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정작 여러분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거인의 힘을 빌려’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는 방법

이다. 게다가 이번 섹션은 여러분에게 나중에 어떤 파일들을 사용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즉, 여러분이 외부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고 버전 관

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내용은 그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물론, 이전 레시피를 한 번 훑어보거나 그냥 건너뛰어도 무방

하다.

아래	나열한	것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구인	동시에	이	책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구

들이다.

1.  jquery.js:	이	파일은	이미	가지고	있다.	해당	라이브러리는	여러	장에	걸쳐	사용되며,	페이

지	요소를	쉽게	탐색하고	조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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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이번 장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모두 갖추었다. 특히, jQuery 라

이브러리를 잘 챙기고, 그 외 다른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간혹 스스로

를 도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록 C “리소스”에서 소개하는 모든 라이브러리들을 

각각의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미리 다운로드받아 두어도 된다. 아니면 소스 파일의 after_

recipe4 폴더에 모아져 있는 파일들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단지 이 파일들을 index.html 

파일과 동일한 디렉터리에 저장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자.

2.  impress.js:	제3장	“파티”에서는	이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파워포인트	같은)	프레젠테

이션	도구를	게임	엔진으로	활용하여	게임을	구성하는	“페이지”들을	조작한다.

3.  atom.js:	소스	코드를	압축하지	않고도	불과	203줄의	커피스크립트	코드만으로	구현

된	이	도구는	가장	가벼운	게임	엔진	중	하나다.	이것은	파티	게임을	구현할	때	사용한다.	

4.  easel.js:	이	도구는	퍼즐	게임에서	퍼즐	요소들을	그릴	때	사용할	캔버스	API에	몇	가지	

멋진	인터페이스를	추가로	제공해준다.

5. melon.js:	이	도구는	제5장	“플랫폼	게임”에서	엔진으로	사용한다.

6.  yabble.js:	격투	게임을	개발할	때	‘game.js’	게임	엔진(이름은	똑같지만	앞서	작성했던	것

과는	다른	것이므로	혼동하지	말기를	바란다)을	로드하기	위해	사용할	도구다.

7.  jquery.gamequery.js:	이	도구는	jQuery	라이브러리의	플러그인으로,	역시	게임	엔진이

다.	스크롤	형식의	슈팅	게임을	만들	때	사용한다.	

8.  jaws.js:	이	도구는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게임	엔진으로,	(약간은	구식의	삼각

법을	이용하여)	일인칭	슈팅	게임을	구현할	때	사용한다.	

9.  enchant.js:	일본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이	게임	엔진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모바일

에	대한	지원도	훌륭하다.	이	도구는	제9장	“RPG”에서	활용한다.	

10.  crafty.js:	이	도구는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게임	엔진으로,	RTS를	구현할	때	사용한다		

(만일	필자에게	하나의	게임	엔진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	엔진을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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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든 필요한 파일을 모두 준비했다면 파일 시스템의 모습은 그림 1.3과 같을 것

이다.

이곳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추가하기 위해 index.html 파일의 하단에 

예제 1.9에서 굵게 표시된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자.

예제 1.9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파일 추가하기

    <script src="jquery.js"></script>
    <script src="impress.js"></script>
    <!-- atom 라이브러리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 -->
    <canvas></canvas>
    <script src=”atom.js”></script>
    <script src=”easel.js”></script>

부록	C를	살펴봤다면	이	파일들을	Github에서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Github에서	파일을	얻으려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전

체	프로젝트의	소스를	zip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압축을	해제하고	필요한	파일을	사용하

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프로젝트	소스	파일들을	탐색하여	필요한	파일을	클릭하고,	소스	코드가	

나타나면	그것을	복사하여	여러분의	컴퓨터에	새로운	파일로	붙여넣는	방법이다.	다소	복

잡해	보이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지금이나	나중을	위한다면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바로	git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프로젝트의	복사본을	

다운로드한	후	필요한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디렉터리에서	곧바로	작업을	시작하

거나	파일을	필요한	곳으로	복사하여	사용하면	된다.

git은	“버전	관리	시스템”의	일종으로	여러분이	파일에	변경한	내용을	추적한다.	Github

는	git을	사용하는	사람들(다양한	언어로	개발하는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프로젝트를	찾

거나	관리하기	위한	웹	사이트다.	필자는	이	방법을	강력히	권장한다.	git을	설치하는	방법

은	http://help.github.com/articles/set-up-git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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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 src=”melon.js”></script>
    <script src=”yabble.js”></script>
    <script src=”jquery.gamequery.js”></script>
    <script src=”jaws.js”></script>
    <script src=”enchant.js”></script>
    <script src=”crafty.js”></script>
    <script src=”game.js”></script>
  </body>
</html>

그림 1.3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저장된 폴더의 모습

index.html 파일에서 참조하는 파일의 이름이 실제로 존재하는 파일의 이름과 동일한

지 다시 한 번 확인하자. HTML 파일에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참조하는 과정은 주로  

<script> 태그를 이용한 간단한 방식을 따른다. 이 섹션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canvas> 요소가 atom.js 파일을 참조하는 위쪽에 <!-- --> 주석과 함께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canvas> 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을 생략하면 atom.js가 동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게임 엔진들은 엔진을 사용할 때 초기화 함수를 호출하거나 해

당 엔진이 사용할 <canvas> 요소를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atom.js는 자신이 참조되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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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캔버스 요소를 탐색한다. 이런 동작을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원하는 대

로 해주는 것이 낫다. <!-- -->는 HTML의 주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나 혹은 다

른 사람이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한 것이며, 브라우저는 이 주석을 그냥 

무시하게 된다. 다만, HTML 페이지에서 “소스 보기” 기능을 통해 누구든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부록 B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game.js 파일에서 나머지 질문들이 나타나게 해보자. 그러려면 game.js 파일에 

예제 1.10에서 굵게 표시된 코드를 추가하면 된다.

예제 1.10 나머지 질문들을 보이게 하는 코드

if(jQuery){
  $("#question1").show();
};
if(impress){
  $("#question2").show();
};
if(atom){
  $("#question3").show();
};
if(createjs){
  $("#question4").show();
};
if(me){
  $("#question5").show();
};
if(require){
  $("#question6").show();
};
if($().playground){
  $("#question7").show();
};
if(jaws){
  $("#question8").show();
};
if(enchant){
  $("#question9").show();
};
if(Crafty){
  $("#question10").sh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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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jQuer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자바 스크립

트 파일을 참조하게 되면, 대부분 그 즉시 어떤 객체에 액세스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점

이다. 그러나 이처럼 동작하지 않는 부분이 한 곳이 있는데 바로 7번째 질문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gameQuery 라이브러리는 jQuery 라이브러리의 플러그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jQuery를 통해 자신의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스스로 어떤 객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

문에 jQuery 라이브러리의 $() 함수에 playground 함수를 정의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당신이 작성한 코드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작성하는	코드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며	코드를	작

성한다.	이러한	의도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의도’로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코

드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표현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의미는	아

니다.	어떤	라이선스는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기도	하고,	어떤	라이선스는	단순히	나중에	

재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라이선스의	모든	의

미를	설명하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이런	프로젝트들의	라이선스를	읽

어보거나	Creative	Commons,	GPS,	BSD	그리고	MIT	라이선스에	대해	읽어보면,	사람

들이	오픈	소스	형태로	작업한	결과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이미지,	사운드	파일은	물론	다른	종류의	파일에도	적용된다.

파일을	저장하고	index.html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열어보면,	질문의	목록을	볼	수	있지만	

아무것도	클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추가한	캔버스	요소

가	전체	페이지	영역으로	삐져나와	여러분의	마우스	클릭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

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제	1.11에서	굵게	표시된	부분을	main.

css	파일에	추가해야	한다.

예제 1.11 main.css 파일에서 캔버스 요소를 숨기기 위한 코드

body{
  margin-left:50px;
}
#question1, #question2, #question3, #question4, #ques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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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6, #question7, #question8, #question9, #question10{
  display:none;
}
canvas{
  display: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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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정답 확인하기

질문에 대한 올바른 정답을 알아내기 위해 정답에 해당하는 요소에 ‘correct’라는 클래스

를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구현도 쉽지만 플레이어가 정답을 알아내기에도 너

무 쉬운 방법이다. 때문에 여러분이 이 파일들에 작성한 주석을 비롯한 모든 코드는 사용

자에게 쉽게 노출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정답을 모를 때 소스 코드 보기를 통해 쉽게 정

답을 알아낼 수 있다. 프로그래밍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없고 프로

그래밍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정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려면, 정답을 식별하기 위한 

해싱 함수를 구현해야 한다.

해싱	함수(hashing	function)는 한 값을 전달받아 다른 값을 출력하는 함수다. 해싱 함수의 

내구성은 첫 번째 값으로 두 번째의 ‘해시된’ 값을 얼마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정답일 경우에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타일을 만들어보자. main.css에 예제 1.12에 굵게 표시된 코드를 추가한다.

예제 1.12 게임을 완료했을 때 적용될 main.css 파일의 스타일

body{ 
  margin-left:50px;
}
#question1, #question2, #question3, #question4, #question5,
#question6, #question7, #question8, #question9, #question10{
  display:none; 
}
canvas{
  display:none;
}
.correct{
  background-color:#24399f; 
  color:wh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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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타일은 correct라는 이름의 클래스에 배경을 파란색으로 지정하고 글꼴 색은 흰색으

로 설정한다. 이제 플레이어가 승리했을 때 이 클래스를 추가하면 된다. 사람이라면 유치

원을 다닐 때나 그보다 더 어리다 하더라도 흰색이라는 존재에 대해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24399f라는 색은 사람 사이의 대화는 물론 심지어 대학 수업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RGB(Red Green Blue) 색상을 표현한 값이다. 처음 두 자리 숫

자는 빨간색을 결정하며, 가운데 두 값은 녹색, 마지막 두 값은 파란색을 의미한다.

하지만 잠깐, 마지막 숫자가 “f”처럼 보인다. 저것은 숫자가 아니지 않나. 지금까지 10진수

만 사용해왔다면 맞는 말이다. 또한, 10진수만 사용한다면 각 색상 타입에 대해 100(0-9, 

0-9 또는 10 × 10)이라는 값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범위의 값이 웹

에서의 색상 표현에는 충분치 않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RGB 값에 256가지 

(16 × 16)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16진수를 사용하고 있다. 색상을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에

도 한계는 있지만, 그 대신 흰색은 #ffffff로, 검은색은 #000000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

나 언젠가부터 누군가 이 색상이 너무 많다고 결정하는 바람에 이제는 세 자리 16진수 값

(빨강, 초록, 파랑을 각각 한 개의 숫자로 표현)을 사용하여 #000이나 #fff처럼 표현할 수도 있

게 되었다.

CSS 코드 수정을 완료했으면 이제 index.html 파일을 조금 더 수정해보자. body 태그의 

여는 태그를 예제 1.13에서 굵게 표시한 부분처럼 수정해보자.

예제 1.13 index.html 파일의 Body 태그에 onclick 핸들러 추가하기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title>퀴즈</title>
    <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main.css">
  </head>
<body onclick="checkAnswers();">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body> 태그 대신, 따옴표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표현한 

문자열을 가진 onclick 특성을 추가하였다. “문자열”이라는 표현이 혼란스럽다면 부록 A를 

읽어보기 바란다. 이 onclick 핸들러에 작성된 문자열의 의미는 사용자가 페이지에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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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떤 요소 중 하나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checkAnswers 함수를 실행하라는 뜻이다. 다

만, 함수를 호출할 때 주의할 것은 괄호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만일 괄호를 생략하면 함수

를 참조만 할 뿐 호출하지는 않는다,

이제 이번 장의 마지막 예제인 1.14를 통해 이 함수가 호출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 굵게 표시된 코드는 game.js 파일의 상단에서 jQuery 라이브러리를 검사하

는 코드와 1번 질문을 보이게 하는 코드 사이에 위치한다.

예제 1.14 올바른 정답을 검사하는 코드

if(jQuery){
  var checkAnswers = function() {
    var answerString = "";
    var answers = $(":checked");
    answers.each(function(i) {
      answerString = answerString + answers[i].value;
    });
    $(":checked").each(function(i) {
      var answerString = answerString + answers[i].value;
    });
    checkIfCorrect(answerString);
  };

  var checkIfCorrect = function(theString) {
    if(parseInt(theString, 16) === 811124566973) {
      $("body").addClass("correct");
      $("h1").text("승리했습니다!");
      $("canvas").show();
    }
  };

  $("#question1").show();
}
...

이번 예제에는 두 개의 함수가 굵게 표시되어 있다. 첫 번째 함수인 checkAnswers 함수는 

빈 문자열 변수를 선언하며, 앞으로 이 변수에 값을 더하게 된다. 그런 후, 라디오 버튼에

서 클릭된 값들을 이 문자열 변수에 (순서대로) 덧붙인다. 반복문이 종료되면 두 번째 함수

인 checkIfCorrect 함수를 호출하여 문자열이 긴 숫자와 동일한 값을 갖는지를 확인한다. 

그런데 왜 이 숫자를 사용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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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CSS 색상 값은 0부터 f 사이의 범위 내의 값으로 구성되는 16진수 값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a부터 d까지의 범위를 갖는 각 응답 항목의 값 역시 유효한 16진수 숫자라는 것을 의

미한다(a부터 d를 10부터 13까지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이 값들을 연속해서 늘어

놓은 것이며, 긴 숫자는 이 16진수 문자열을 10진수로 표현한 값이다. 

두 값이 일치한다면 ‘correct’라는 클래스를 body 요소에 추가하여 배경색과 글자 색이 바

뀌게 한다. 그런 후, h1 태그에 지정되었던 “퀴즈”라는 단어를 “승리했습니다!”로 변경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화면에 마우스 입력에 방해가 되어 숨겨두었던 캔버스 요소를 다

시 나타나게 한다. 하지만 사실 이 방법보다는 jQuery의 disable 함수를 이용하여 요소들

을 비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만, 예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활용 방안도 없었던 

캔버스 태그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숨겨뒀던 캔버스를 다시 보이도록 한 것이다. 이 캔버

스 요소는 나중에 atom.js를 이용하여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던 요소에서 퀴즈의 질문이 

제공되는 영역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대로 만들어진 index.html 파일을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통해 열어보

면 그림 1.4와 같은 화면을 보게 된다.

그림 1.4 모든 답변이 정답일 때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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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번 장에서 우리는 이 책의 각 장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 간단한 퀴즈 게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질문들을 

잠금 해제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구현하기도 했다. 더불어 정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16진수 값을 10진수로 변환하는 해싱 함수도 구현했다.

이 게임을 구현하면서 HTML/CSS/jQuery, git 그리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기본

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 책의 남은 내용을 공부하면서 사용하게 될 몇 가지 게임 엔진

과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했다.

이 퀴즈 게임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면 첫 번째 페이지의 질문들에 대한 정답을 모두 맞

췄을 때만 볼 수 있는 두 번째 페이지를 생성 가능한지 고려해보기를 바란다. 제2장에서는 

정보를 동적으로 피하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영감을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아니면 캔버스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게임을 끝내고 다른 게임을 구현해도 된

다. 어쨌든 atom.js는 이 캔버스를 계속 참조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3장 “파티”를 읽고 돌

아오길 기다릴 것이다.

만약 이번 장의 내용이 어려웠다면 시간을 내어 부록 A를 읽어보기 바란다. 또한,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고 너무 낙담할 필요도 없다. 2장부터는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제6장 “격투 

게임”에서는 아마도 손가락에 격투용 무기를 끼워야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