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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최근의 웹 UI 개발에서 JavaScript와 HTML5, CSS는 필수다. 이들은 개발자에게 다양한 가능

성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이 언어들을 활용한 여러 시스템은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다.

특히, 웹 개발에서 JavaScript는 다른 언어에 비해 사용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언어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JavaScript를 사용하

고 있으며, 그만큼 웹사이트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이 책은 웹을 개발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JavaScript 언어의 입문서다. 입문서라고 언급했

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론적인 기술과 코딩 방식 등을 표준화된 사양을 바탕으로 체계

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웹 개발과 관련된 IT 부서에서 일하는 신입 엔지니어에게도 이 책을 추

천하고 싶다. 물론, JavaScript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도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감사의 말

먼저, 이 책을 번역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자바스크립트 마스터북》은 6년 전에 처음

으로 번역했던 책이라 개인적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그런 애착이 있어서인지 이 책의 번역을 맡

은 후에는 저자인 야마다 요시히로 님께 직접 연락을 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 또한 기뻐하며 

제2판도 국내의 독자들이 많이 읽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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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담당자인 이슬 대리님과 교정을 담당한 이정화 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미숙한 번역을 

교정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모로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장성두 대표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에 앞서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하은, 시온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

다. 사랑한다. 우리 가족!

2017년 7월

일본 동경에서

정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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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JavaScript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초심자들이 배우기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로 예

전부터 많은 사용자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몇 년간은 ‘프로그

래밍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나 사용하는 저속한 언어’, ‘브라우저 간의 호환성이 없어 개발 생

산성이 낮은 언어’, ‘시큐리티 홀의 원인이 되는 언어’ 등 좋지 못한 인상을 갖게 된 불운의 언어

이기도 하다.

이런 JavaScript가 2005년 2월 어댑티브 패스의 제시 제임스 가렛이 한 칼럼(Ajax: A New Approach 

to Web Applications, http://adaptivepath.org/ideas/ajax-new-approach-web-applications/)을 통해 발표

한 Ajax(Asynchronous JavaScript + XML)로 인해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꼭 필요한 언어로 재

평가되었다. Ajax 기술의 등장으로 단순히 웹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으로만 사용되었던 

JavaScript가 높은 유저빌리티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서 재조명된 것이다.

게다가 2000년대 후반에는 HTML5가 순풍을 더했다. HTML5에서는 마크업의 재검토뿐만 아

니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JavaScript API를 대폭 강화하였다. HTML5에 의해 브라우저의 

기본 기능만으로도 실현 가능한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JavaScript의 재등장으로 인해 JavaScript의 프로그래밍 스타일도 많이 변하고 있다. 종래

의 간편한 절차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대규모 코딩에서는 본격적인 객체지

향 방식의 프로그래밍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JavaScript라는 언어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해두고 싶은 분

을 위해 만든 책이다. JavaScript는 좋게 표현하자면 ‘유연한’, 나쁘게 말하자면 ‘애매하고 어설픈’ 

언어다. 남이 만든 코드를 대충 흉내 내는 것만으로도 그럭저럭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어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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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대신에 버그나 보안상의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언어이기도 하다. 본격적으로 마스터하

려면 기초 단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책은 JavaScript 프로그래밍을 새롭게 시작

하려는 분이나 앞으로 실전에서 활용하려는 분들에게 확실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좋은 참고

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빡빡한 스케줄에도 내 무리한 요구들을 조정해준 기술평론사의 편집장님, 옆에서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해준 아내 나미와 부모님, 그리고 관계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야마다 요시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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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리(링크잇)

Java 같은 다른 언어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다른 언어에 익숙했던 분들이 

JavaScript 공부를 시작할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 설명과 함께 핵심 예제 코드가 간

결하게 실려 있어 지루하지 않게 따라 하기 좋습니다. 전체 코드를 다운로드하거나 공식 문서를 

참조하면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박조은(NBT)

JavaScript의 기초 연산부터 서버 측 스크립트와 테스트 코드 작성 등 기본부터 활용까지 다양

한 예제를 통해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문자뿐만 아니라 JavaScript의 기본기를 다

지고자 하는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송재윤(서울대학교)

개인적으로 웹은 JavaScript라는 한 가지 언어만 알아도 80%는 해결되는 세상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Canvas, jQuery, React, Angular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 및 라이브러리를 끄적이

면서 단편적으로 공부했던 JavaScript에 대한 지식이 이 책을 통해 큰 틀 안에서 정리된 느낌입

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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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욱(우아한형제들)

다른 언어를 배우던 분들이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추천할 책입니다. 자

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내용에서 ES6까지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으며, Grunt/
Babel(웹 팩이 없는 것은 아쉽지만)이 필요한 이유와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차게 담고 있어, 현재의 

프론트엔드 스택을 짧게나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차준성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문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입문자에게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언어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나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경험이 없는 분도 예제를 하나씩 따라 

하다 보면 웹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승호(Naver)

자바스크립트의 기초는 물론, 핵심까지 깨알같이 배울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자바스크립

트를 써 보지 않았거나 이제 막 웹 개발에 뛰어든 분에게 추천합니다.

  한홍근(서울옥션블루)

이 책은 자바스크립트 입문자는 물론, 이미 자바스크립트를 배웠더라도 ES6의 변경사항이 궁금

한 분까지 폭넓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누구라도 어

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6년 만에 개정되어 세상에 나온 만큼, 새로 집필된 내용이 충실하

여 다시 한번 좋은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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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여

 동작 확인 환경

이 책의 기술/예제 프로그램은 다음의 환경에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Windows 10 Pro（64bit）

 · Google Chrome 51

 · Internet Explorer 11

 · Firefox 47

 · Microsoft Edge 25

 · Opera 38

 OS X 10.11.3

 · Safari 9.0.3

 예제 코드에 대하여

이 책에서 사용하는 예제 코드는 저자가 운용하는 사이트(http://www.wings.msn.to/)에서 다운로

드할 수 있다.1 예제의 동작을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하기 바란다.

예제 코드와 그 외 데이터 파일의 문자 코드는 UTF-8이다. 텍스트 편집기 등으로 편집할 때 문

자 코드를 수정하면 예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문자가 깨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    역주  전체 코드는 도서 앞날개에 소개된 제이펍 Github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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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코드는 Windows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 실행 결과도 Windows의 Google Chrome 환경

에서 실행한 것을 게재했다. 결과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

예제 파일은 다음 규칙에 따라 장 단위로 정리하였다.

 /chapXX
             xxxxx.html 기동 파일

              /scripts
                          xxxxx.js … JavaScript의 소스 코드(.js 파일)
              /scripts_es5
                           xxxxxx.js … 트랜스 컴파일한 소스 코드

위 예제 코드는 .js 파일의 코드이며, 예제를 실행할 때는 같은 이름을 가진 .html 파일에서 시

작하면 된다.

ECMAScript 2015 대응 예제에서는 /scripts 폴더에 원래의 소스 코드를 포함했으며, /scripts_

es5 폴더에 Babel(8.4절)로 트랜스 컴파일한 소스 코드를 포함했다(디폴트로 트랜스 컴파일된 코드

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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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비동기 처리 간단하게 표현하기 ─ Promise 객체 453

 7.5.3  여러 비동기 처리를 병행하여 실행하기   ES2015 

앞의 절에서는 비동기 처리를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여기에서는 여러 비동기 처

리를 병렬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모든 비동기 처리가 성공한 경우에 콜백하기 ─ all 메소드

Promise.all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 비동기 처리를 병렬로 실행하고, 그것이 모두 성공한 경우 

처리를 실행한다.

리스트 7-34 promise_all.js

Promise.all([
  asyncProcess('토크맨'),
  asyncProcess('패널들'),
  asyncProcess('링링')
]).then(
  response => { 
    console.log(response);
  },
  error => {
    console.log(`오류: ${error}`);
  }
);  // 결과: ["입력값: 토크맨", "입력값: 패널들", "입력값: 링링"]

Promise.all 메소드의 구문은 다음과 같다.

구문 Promise.all 메소드

Promise.all (promises)
       promises : 감시할 Promise 객체들(배열)

Promise.all 메소드는 인수 promises에 전달된 모든 Promise 객체가 resolve(성공)한 경우에만 

then 메소드의 성공 콜백을 실행한다(❶). 그때 인수 response에는 모든 Promise에서 전달된 결

과값이 배열로 전달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Promise 객체 중 하나가 reject(실패)한 경우에는 실패 콜백이 호출된다(❷). asyncProcess 함수 

호출(❸)의 인수 중 하나를 비워서 ‘오류 : 입력이 비었다’라는 결과가 반환되는 것도 확인해보자.

❸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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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란?

스레드(thread)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처리의 최소 단위다. ‘실’이라는 뜻의 영어로 일반적인 프로그램

은 이 스레드(실)를 여러 개 합쳐서 하나의 튼튼한 실(기능)을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JavaScript는 싱글 스레드다’라는 의미는 이 스레드가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없다(= 1개의 실에서 동작하

고 있다)는 뜻이다. 싱글 스레드에 반해 여러 개의 스레드를 실행하는 처리를 멀티 스레드 처리라고 한다. 

Web Worker는 JavaScript에 의한 처리를 멀티 스레딩화 하는 방식이다.

N O T E

 7.6.1  워커 구현하기 IE9

그럼 구체적인 예제와 함께 Web Worker의 기초를 이해해보자. 다음은 1~target 범위에서 x의 

배수가 몇 개 있는지 구하는 예제다.

 배수 계산을 Web Worker로 별도의 스레드에 위임하기

우선, 배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한 코드를 워커로 잘라낸다. 워커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는 

JavaScript 코드를 말한다. 워커는 메인의 JavaScript 코드와는 다른 별개의 .js 파일로 준비한다.

리스트 7-36 worker.js

self.addEventListener('message', function(e) { 
  var count = 0;
  for (var i = 1, len = e.data.target; i < len; i++) {  
    if (i % e.data.x === 0) { count++; }
  }
  postMessage(count);
});

message 이벤트는 메인 스레드에서 메시지를 받은(=워커를 기동한) 타이밍 발생한다(❶). 워커의 

처리는 message 이벤트 리스너 안에서 나타내는 것이 기본이다(즉, 볼드체 부분은 워커의 정형적인 

틀이다).

❶❷

1. 아이콘

이 책은 기본적으로 모던 

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9 이상, 

Google Chrome, Microsoft Edge, 

Firefox)에서의 동작을 전제로 한다. 

IE9에서 작동하지 않을 경우  

 IE9 로 나타냈다.

또한 ECMAScript 2015에서 

추가된 기능은   ES2015    

아이콘으로 표시했다.

2. 코드 리스트

예제 코드를 나타낸다. 지면상의 

이유로 이해에 필요한 최소한의 

코드를 발췌해 실었으므로 

전체 코드는 다운로드하여 확인하길 

바란다. 지면 사정상 줄바꿈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콘을 표시했다.

3. 구문

구문은 다음 규칙에 따라 실었다. 

[…]로 묶은 인수는 생략 가능한 

것임을 나타낸다.

reader.readAsText(file[, charset]);
       

4. NOTE

본문의 설명 외에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이나 참고, 추가 정보를 나타낸다.

메소드/함수명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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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Script는 Netscape Communication이 개발한 브라우저 전용의 스크립트 언어다. 개발 초기

에는 LiveScript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당시 주목받고 있던 Java 언어와 많이 닮아 있어서 나중

에 JavaScript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기 쉬운데, Java

와 JavaScript는 언어 사양이 닮긴 했으나 전혀 다른 별개의 언어이며 호환성도 없다는 점을 염

두에 두길 바란다.

JavaScript는 1995년 Netscape Navigator 2.0에 탑재되기 시작해서, 1996년 Internet Explorer 3.0

에 탑재된 이후로 브라우저 표준의 스크립트 언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에는 Google 

Chrome, Firefox, Safari, Microsoft Edge 등 대부분의 주요 브라우저에 탑재되어 있다.

이러한 탄생과정을 거친 JavaScript였으나 그 역사의 굴곡이 평탄했다고만은 할 수 없다. 오히려 

고난과 불우한 긴 세월을 거쳐온 언어라 말할 수 있다.

 1.1.1  JavaScript의 역사

1990년대 후반은 초기 JavaScript의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 아래 세 가지 예를 

보자. 

 · 어떤 요소에 마우스포인터를 갖다 놓을 경우 문자열 점멸시키기

 · 상태 바에 문자열 표시하기

 · 페이지 전환 시 페이드인/페이드아웃 등의 트렌지션 효과 적용하기

이처럼 여러 가지 시각적인 효과가 JavaScript에 의해 실현되었던 시기였다.

물론 이러한 사용 방식 중 일부분은 아직도 JavaScript의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페이지의 시각적인 부분과 사용상의 편리성을 향상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에는 이러한 것들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었다. ‘일단 동적인 웹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라는 욕

1.1 JavaScript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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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인해 많은 사람이 JavaScript를 사용하여 과도하게 웹 페이지를 치장하였다. 그 결과, 사용

하기에도 나쁘고 모양새도 안 좋은 웹 페이지가 대량으로 양산되고 말았다.

이러한 과열현상은 그다지 길게 지속되지 못했고 비교적 빠르게 붕괴되었으나 JavaScript는 ‘모양

새가 그다지 안 좋은 웹 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한 언어’, ‘프로그래밍 초보자나 사용하는 저속한 

언어’라는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되는 불우한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또한 그 시기는 각각의 브라우저 벤더가 JavaScript의 기본 장착을 확장했던 시기기도 했다. ‘보

다 눈에 띄고, 보다 멋진 기능을’ 이라는 시대의 유행 속에서 사용하는 유저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브라우저 간의 사양 차이(크로스 브라우저 문제)만 커져갔다. 

그 결과 유저는 각각의 브라우저에 대응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이러한 

불편함은 유저의 발걸음을 JavaScript에서 멀어지게끔 만들었다.

게다가, 때마침 JavaScript의 내부 실정과 관련된 브라우저의 시큐리티 홀(security hole: 안전 취약

점) 문제가 이따금씩 발견되었다는 점 또한 JavaScript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한층 더 정착시키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1.2  JavaScript 부활 ─ Ajax, 그리고 HTML5의 시대

이러한 상황에서 광명의 빛이 비췄으니 바로 2005년 2월의 일이었다. Ajax(Asynchronous Javascript 

+ XML)라는 기술이 등장한 것이다. Ajax란, 한마디로 브라우저상에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과 같은 웹 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이다. HTML, CSS, JavaScript라고 하는 브라우저의 표

준 기술만으로도 리치 콘텐츠(Rich Content)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Ajax 기술은 순식간에 널리 

보급되었다. 

이 시기에는 브라우저 벤더에 의한 기능 확장 경쟁도 사그라들어 호환성 문제도 줄어들었다. 국

제적인 표준화단체인 ECMA(European Computer Manufacturer Association: 유럽 전자계산기 공업회) 

International(1.2절) 하에서 착실하게 표준화를 진행하여 언어로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갔다(표준

화된 JavaScript를 ECMAScript라고 부른다). 이러한 배경이 근간이 되어 JavaScript라는 언어가 재평

가되는 기회가 마침내 도래한 것이다.

또한 Ajax 기술의 보급으로 JavaScript는 드디어 ‘HTML이나 CSS의 표현력을 곁에서 보충만 하

는 간이 언어’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Ajax 기술을 지탱하는 핵심’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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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밍 기법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종래와 같이 함수를 조합하는 방식의 간이

적인 작성 방식만이 아닌, 대규모 개발에도 견뎌낼 수 있는 객체지향적인 작성법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00년대 후반에는 HTML5의 등장으로 이 상황에 순풍을 불어넣었다. HTML5에서는 마

크업 언어로서의 충실성과 함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JavaScript API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

다. HTML5의 권고안 자체는 2014년에 만들어졌지만, 2008년 이후에 릴리즈된 대부분의 브라

우저는 이미 HTML5에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이용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HTML5에서 추가된 주요 JavaScript API

기능 개요

Geolocation API 사용자의 지리적인 위치를 취득한다

Canvas JavaScript로 동적인 이미지를 그린다

File API 로컬의 파일 시스템을 읽고 쓴다

Web Storage 로컬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

Indexed Database 키/값의 세트로 JavaScript의 객체 관리

Web Workers 백그라운드에서 JavaScript를 병렬 실행

Web Sockets 클라이언트-서버 간의 쌍방향 통신을 실시하기 위한 API 

HTML5로 인해 브라우저의 기본적인 기능만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

와 더불어 스마트폰/태블릿PC의 보급에 의해 RIA기술(Flash/Silverlight등)의 쇠퇴, SPA(Single 

Page Application)의 유행 등이 브라우저만으로도 실행 가능한 JavaScript의 인기에 박차를 가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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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SPA(Single Page Application)란 그 이름 그대로 단일 페이지로 구성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처음 한 

번의 액세스로 우선 웹 페이지 전체를 취득하는데, 이후의 웹 페이지 갱신은 기본적으로 JavaScript로 실

시한다. JavaScript만으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는 – 예를 들어, 데이터의 취득/갱신 등 - Ajax 등의 비동기 

통신을 이용하여 구현한다.

클라이언트 서버

①첫 번째 요구

②HTML 페이지 전체에 응답

③웹 페이지의 갱신은 
    Ajax(비동기 통신)으로 요구

Java/Rails/PHP/ASP.NET
등의 서버 기술

⑤JavaScript로 웹 페이지에
    변경을 반영한다

④웹 페이지의 갱신에 필요한 
    데이터에 응답

이벤트
발생

 SPA란?

N O T E

 1.1.3  나쁜 이미지에 대한 오해

본디 JavaScript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대부분 선입관에 따른 오해였다.

예를 들어, ‘JavaScript는 초급자용으로 간단하고 쉽기만 한 언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 중 하나다. JavaScript는 Java나 C#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동일하게 훌륭

한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JavaScript가 ‘Ajax 기술의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는 언어’

로 재검토됨에 따라, 프로그래밍 스타일 자체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종전의 절차적

인 프로그래밍 기법에서 본격적인 객체지향 방식의 코딩스타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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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JavaScript에는 시큐리티 홀이 많다’라는 오해다.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JavaScript의 문제가 아닌 JavaScript를 장착한 브라우저의 문제다. 

즉,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브라우저의 기본 장착도 오랜 세월에 걸쳐 

상당히 안정화되었다. 요즘에는 브라우저 벤더의 시큐리티 의식이 높아져 JavaScript에 관한 시

큐리티 홀 문제는 거의 없어진 상황이다.

또한 ‘JavaScript에는 크로스 브라우저 문제가 있어 개발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오해도 있으나 

이것은 앞서 말한 문제와 동일하게 브라우저의 문제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표준화의 흐

름 하에서 호환성 문제는 확실히 경감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오해들을 제거해보면 JavaScript는 손쉽게 도입할 수 있다는 점과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

다는 점에서 초심자가 학습하기에 적합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Ajax/HTML5의 보급으로 

인해 다시 한번 JavaScript라는 언어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JavaScript는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가 된 것이다. 

 1.1.4  언어로서의 네 가지 특징

이러한 역사를 거쳐온 JavaScript는 언어로서의 특징으로 크게 아래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1) 스크립트 언어다

스크립트 언어란 간편한 코딩을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말한다. 이미 다른 언어를 배

운 적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처음인 사람도 단기간에 배울 수 있다. 또 한편으

론 객체지향적인 구조도 가지고 있어 재이용성과 유지보수성이 풍부한 코드도 기술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

(2) 인터프리터 언어다

인터프리터 언어란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일일이 상세하게 해석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

으로 번역하면서 실행해나가는 언어를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른바 컴파일 언어에 비해 동작

이 느리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컴파일(일괄해석)과 같은 특별한 절

차가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코드를 작성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손쉽게 실행할 수 있

다는 점이 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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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 환경에서 이용 가능하다

JavaScript는 처음부터 브라우저상에서 동작하는 것을 고려해 만든 언어다. 그러나 현재에는 브

라우저 이외에도 여러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JavaScript 또는 JavaScript(ECMAScript)를 기반

으로 만든 언어가 실제로 여러 환경에서 동작하고 있다.

 JavaScript(파생) 언어의 주요 실행 환경

환경 개요

Node.js 서버 측 용도를 중심으로 한 JavaScript 실행 환경

Windows Script Host Windows 환경의 스크립트 실행 환경

Java Platform, Standard Edition Java 언어의 실행 환경

Android/iOS(WebView) 웹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한 내장형 브라우저

JavaScript를 하나 배워두면 이러한 여러 환경에서도 간단히 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 몇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배우는 JavaScript는 엄밀하게 몇 개의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5장까지는 Core  

JavaScript, 이른바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JavaScript로 언어로서의 표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부

분을 다룰 것이다. 브라우저 이외의 환경에서도 JavaScript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특히 제5장

까지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6장에서 다룰 DOM(Document Object Model)은 JavaScript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도큐먼트를 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범용적인 사양이다. 브라우저상에서는 웹 페

이지를 가공/편집하기 위해 자주 이용한다. 제7장에서 취급하는 브라우저 객체는 브라우저상에

서의 조작을 JavaScript로부터 실행하기 위한 기능이다. 모두가 JavaScript로 클라이언트 측 개발

을 진행하는 데 꼭 필요한 지식이다.

이렇듯 JavaScript는 실제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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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AScript란 표준화 단체 ECMA International이 표준화한 JavaScript다. 1997년에 만들

어진 초판부터 개정이 계속되어 현재의 최신판은 2015년 6월에 채택된 제6판, ECMAScript 

2015(ES2015)이다. 에디션 번호를 이용해 ECMAScript 6(ES6)라고도 불린다.

ES2015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class 명령의 도입으로 Java/C#과 같은 클래스 정의가 가능해졌다

 · import/export 명령으로 코드의 모듈화 지원

 · 함수 구문의 개선(애로우 함수(Arrow function), 인수의 기본값, 가변길이 인수 등)

 · let/const 명령에 의한 블록 스코프의 도입

 · for…of 명령에 의한 값의 열거

 · 반복자(Iterator)/생성자(Generator)에 의한 열거 가능한 객체의 조작이 가능

 · 내장형 객체의 확충(Promise, Map/Set, Proxy 등)

 · String/Number/Array 등 기존 내장형 객체도 기능 확장 

수많은 신기능 중에서도 특히 class 명령의 도입은 획기적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JavaScript에

서는 왠지 불편했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비로소 직접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단, ES2015에는 큰 변혁이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 익숙했던 JavaScript의 코드와는 확실히 다른 

모양의 변화가 있다. 또한 모든 브라우저가 ES2015에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적어

도 현시점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대응하고 있는 ES5(제5판) 이전의 문법도 배우면서, 

차이점으로 ES2015의 새로운 문법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에 이전 문법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도 기존 코드를 잘 이해한다면 그 지식은 분명 가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ES2015의 기능은  ES2015  아이콘으로 표시했다. 특히 크게 변화한 객체지향 구문에 

대해서는 절을 분할하여 별도로 해설하였다.

1.2 ECMAScript 2015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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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브라우저별 대응 상황

ECMAScript는 단지 언어 사양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쉽지만 주요 브라우저가 최신 사

양에 완전히 대응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현시점에서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려면 ‘ECMAScript 6 compatibility table(http://kangax.github.io/

compat-table/es6/)’을 추천한다.

 ECMAScript 6 compatibility table

Firefox, Google Chrome, Microsoft Edge 등의 브라우저는 90% 이상의 대응률이지만, Internet 

Explorer11에서는 20% 미만, Safari는 50% 이상의 대응률에 머물러 있어 아직 브라우저마다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시점에서 ES2015를 이용하려면 트랜스 컴파일러의 도움이 필요하다. 트랜스 컴

파일러란 ES2015의 코드를 종래의 ES5 사양의 코드로 변환하기 위한 도구다.

일반 브라우저에서
동작

ES2015의
소스 코드

트랜스 컴파일러

변환 처리 실행

종래의 JavaScript
코드

 트랜스 컴파일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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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ES2015  아이콘이 붙어있는 항목의 코드는 트랜스 컴파일러인 ‘Babel(https://babeljs.io/)’를 

채용하여 ES5 사양으로 변환한 코드로 동작을 검증하였다. Babel의 설치에 대해서는 8.4절에서 

다루겠다(배포 예제에서는 변환된 코드를 등록하였으므로 그대로 실행하려면 Babel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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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에 표준으로 탑재되어 있는 개발자 도구는 JavaScript/스타일 시트의 개발에 반드시 필

요한 강력한 도구다. 이 책의 학습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용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주요 기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도 있겠지만, 뒷

장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므로 우선 도구의 개요를 대략적으로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맘 편히 읽

어 나가길 바란다.

 1.3.1  개발자 도구 시작하기

우선 주요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Developer Tool)를 시작하는 방법부터 설명하겠다.

 브라우저별 개발자 도구 시작 방법

브라우저 시작 방법

Google Chrome [Google Chrome의 설정]-[도구 더 보기]-[개발자 도구]

Microsoft Edge [설정]-[F12 개발자 도구]

Internet Explorer [도구]-[F12 개발자 도구]

Firefox [파이어 폭스의 메뉴]-[개발자 도구]-[개발 도구 표시]

Opera [도구]-[고급 설정]-[개발자 도구]

Safari [개발자용]-[웹 속성 보기]

1.3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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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Chrome의 개발자 도구

예를 들어 아래의 표는 Google Chrome의 개발자 도구 메뉴 리스트다.

 Google Chrome 개발자 도구의 메뉴

메뉴 개요

*Elements HTML/CSS의 상태 확인

*Network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통신 추적

*Sources 스크립트의 디버그(브레이크 포인트 설치 및 변수 감시 등)

Timeline 성능 측정

Profiles JavaScript에서 사용하고 있는 CPU/메모리 등의 정보를 수집

*Application 쿠키/스토리지 등의 내용 확인

Audits 웹 페이지를 분석하여 최적화를 위한 힌트를 리스트로 표시 

*Console 콘솔(변수 정보의 확인, 에러 메시지 표시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JavaScript 개발에 자주 이용하는 항목(“*”표시

가 되어 있는 것)에 관해 설명하겠다.

참고로 다음의 내용은 Google Chrome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브라우저에도 대체로 동

일한 기능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기능으로 이해해서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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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HTML/CSS의 소스 확인하기 ─ [Elements] 탭

[Elements] 탭에서는 HTML의 소스를 트리 구조로 표시할 수 있다. 흔히 사용하는 ‘페이지 소

스 보기’와는 달리, JavaScript로 동적으로 조작한 결과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의 실

행 결과를 확인할 때 유효하다.

 [Elements] 탭의 소스 확인

 (Select an element in the page to inspect it)을 선택하면 웹 페이지의 영역을 선택함으로써 대응

하는 소스가 선택 상태가 되며, 오른쪽의 [Styles] 페인(pene)에서는 그 요소에 적용된 스타일을 

확인할 수도 있다. 소스나 스타일을 편집하면 브라우저에도 즉시 결과가 반영되므로 최종적인 

스타일 조절에도 편리하다.

 1.3.3  통신 상황 추적하기 ─ [Network] 탭

[Network] 탭을 사용함으로써 브라우저상에서 발생한 통신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Ajax(7.4절)

에 의해 발생한 비동기 통신은 표로 나타내기 어려우므로 좀처럼 문제를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

나 [Network] 탭을 이용하면 올바른 요청을 보내고 있는지, 의도한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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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 탭에 의한 통신 감시

오른쪽의 Waterfall에서는 다운로드에 걸린 시간도 표시되므로 표시할 때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요소를 찾을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상세한 통신 내용은 각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비동기 통신에서는 Headers(요청/
응답 헤더), Response(응답 본문) 등을 체크하는 경우가 많다.

 [Network] 탭(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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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스크립트 디버그하기 ─ [Sources] 탭

JavaScript를 이용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Sources] 탭이다. [Sources] 탭에서는 코드 왼쪽

의 행 번호를 클릭하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다. 브레이크 포인트란 실행 중에 스크립

트를 일시 정지시키기 위한 기능, 또는 정지시킨 포인트를 말한다. 디버그 시에는 브레이크 포인

트로 중단하고 그 시점에서 스크립트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 기본이다.

 [Sources] 탭에서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처리가 멈추면 위와 같이 해당 행이 반전한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페인의 

[Watch]에서는 그 시점의 변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감시하고 싶은 변수/식을 (Add express)

로 추가할 수 있다.

브레이크 포인트로는 아래의 표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여 행 단위로 코드를 진행할 수 있다(이것

을 스텝 실행이라고 한다). 스텝 실행으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세한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

 스텝 실행을 위한 버튼

버튼 개요

스텝 인(1행 단위로 실행)

스텝 오버(1행 단위로 실행. 단, 함수가 있는 경우에도 이것을 실행해서 다음 행으로 진행하게 된다)

스텝 아웃(현재의 함수가 호출된 곳까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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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실행을 멈추고 일반적인 실행으로 되돌아오려면 (Resume Script execution) 버튼을 클릭

한다.

압축된 코드를 읽기 쉽게 정형화하기

요즘은 다운로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응답할 때 JavaScript/CSS의 코드를 압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8.3.1절). 단 압축된 코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Sources] 탭 아래의 (Pretty print) 버튼을 클릭하면 코드의 개행/들여쓰기가 된 알기 쉬운 형

식의 코드로 정리해준다.

 압축된 코드를 정리하여 읽기 쉬운 형식으로 바꿔준다

N O T E

 1.3.5  스토리지/쿠키 내용 확인하기 ─ [Application] 탭

[Application] 탭에서는 현재의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파일 이외에도 스토리지(7.3절)/쿠키를 확인

할 수 있다. 리스크로부터 값을 추가/편집/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쿠키/스토리지의 내용을 리스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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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Application] 탭은 Chrome51 이전에는 [Resource] 탭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Chrome51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길 바란다.

 1.3.6  로그 확인/객체 조작 등의 만능 도구 ─ [Console] 탭

[Source] 탭과 마찬가지로 JavaScript의 디버그에 [Console] 탭은 필수적인 기능이다. [Console] 탭

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다.

 [Console] 탭

(1) 오류 메시지나 로그 확인하기

첫째, 오류 메시지나 로그의 확인이다. 예제를 동작시킬 때는 무조건 개발자 도구를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도구 오른쪽 위편에 (xx Errors)처럼 표시되어 있다면, 우선 [Console] 

탭에서 오류 메시지를 확인해볼 것을 추천한다.

또한, console.log 메소드(7.2.1절)로 출력한 로그 정보도 콘솔로 확인 가능하다. [Sources] 탭을 

이용할 필요도 없이 간단한 변수의 확인 등은 이것이 편리하다.

(2) 대화식으로 코드 실행하기 

둘째, 콘솔에서는 대화적으로 JavaScript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etElementById 

메소드(6.2.1절)로 지정된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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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솔상에서 JavaScript의 코드 실행하기

JavaScript를 배울 때 도움이 되는 사이트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울 때 책은 물론이고,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다양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다. 

이 단락에서는 JavaScript 프로그래밍을 실시할 때 도움이 되는 몇 개의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1. Mozilla Developer Center (https://developer.mozilla.org/ko/docs/Web/JavaScript)

JavaScript의 기본적인 튜토리얼부터 개별 객체에 관한 레퍼런스가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다. 한국어 번역

이 있긴 하지만 페이지에 따라 영어판의 내용과 다른 부분도 있다. 한국어판은 가볍게 참고하는 식으로 하

고 가능하다면 영어판을 참고할 것을 추천한다.

2. ECMAScript 2015 Language Specification (http://www.ecma-international.org/ecma-262/6.0/)

JavaScript의 표준 규격인 ECMAScript의 사양서다. 내용은 좀 난해하지만 JavaScript를 한 번 배운 다음 이

러한 바이블서를 봄으로써 이해를 한층 더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C o l u 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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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Script의 발전상을 파악했으니 이번 장부터는 실제 JavaScript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

해보자.

기본적인 구문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

다. 단순히 해설을 읽는 것만 아니라, 직접 코드를 타이핑하여 실제로 브라우저상에서 액세스해

보길 바란다. 그 과정을 통해 분명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다양한 발견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2.1.1  JavaScript로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표기하기

우선 JavaScript로 아주 기본적인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해보자. 혹

시 ‘이런 기초적인 걸 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기본을 탄

탄히 다지겠다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은 간단한 코드를 가지고 기본 구문과 실행 방법을 확실히 

익혀보도록 하자.

(1) 새 코드 작성하기

에디터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여 리스트의 코드를 입력한다.

리스트 2-01 hello.html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
<title>자바스크립트 마스터북</title>
</head>
<body>
<script type="text/javascript">    
// window.alert은 지정된 문자열을 대화상자로 표시하기 위한 명령이다

window.alert('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문장 끝에 세미콜론을 넣는다

</script>

스크립트 블록

2.1 JavaScript의 기본적인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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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cript>JavaScript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noscript>  JavaScript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body>
</html>

사용할 에디터는 무엇이든 상관없다. 이 책에서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Visual Studio 

Code(https://code.visualstudio.com/)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Sublime Text(http://www.

sublimetext.com/), Atom(https://atom.io/) 등이 유력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물론 Windows 표준으

로 내장되어 있는 ‘메모장’을 이용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익숙한 에디터(또는 통합 개발 환경)

를 이용하면 된다는 점이다.

(2) 작성한 코드 저장하기

작성한 코드는 임의의 폴더에 hello.html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한다.

“UTF-8” 을 선택

 Visual Studio Code의 메인 화면

이 책에서는 .html 파일/.js 파일/.css 파일을 비롯해 일련의 파일에서 문자 코드를 UTF-8로 통일

하고 있다. UTF-8은 국제화 대응에도 우수하고 HTML5를 비롯한 여러 기술에서 추천되고 있

는 문자 코드다.

다른 문자 코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특히 Ajax 통신(7.4절) 등에서 외부 서비스와 연동

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장애와 문자 깨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문자 

코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모든 파일을 UTF-8로 통일해둘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https://code.visualstudio.com/
https://ato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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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Studio Code라면 에디터의 오른쪽 아래편의 상태 바에서 문자 코드를 변경할 수 있다.

(3) 브라우저에서 동작 확인하기

탐색기에서 hello.html을 더블 클릭한다. 다음과 같이 대화상자가 표시되면 올바르게 동작한 것

이다.

 hello.html의 실행 결과 

대화상자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자 도구에서 에러를 확인해보자.

10행에서 오류 발생

 개발자 도구에서 오류 표시

콘솔에서는 문제가 있는 행의 수도 표시되므로 해당 행과 그 전후에 대해서 다음의 관점으로 

재확인해보길 바란다.

1. 스펠링에 문제가 없는가(특히 <script> 요소 안에는 주의가 필요)

2. 한국어(여기에서는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이외의 부분은 모두 반각 문자로 기술하고 있는가

3. 파일의 문자 코드가 틀리지는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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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번과 관련해서는 세미콜론, 쿼트(‘), 스페이스 등이 전각/반각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첫 JavaScript 코드를 올바로 실행할 수 있었는가? 다음에는 지금부터 학습을 진행할 때 최소한

으로 알아두어야 할 기본 문법과 규칙에 대해 설명하겠다.

 2.1.2  JavaScript를 HTML 파일 안에 집어넣기 ─ <script> 요소

JavaScript 코드를 HTML 파일에 집어넣으려면 <script> 요소를 사용하면 된다.

구문 <script> 요소

<script type="text/javascript">
JavaScript코드

</script>

type 속성은 스크립트의 종류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text/javascript] 이외를 지정하는 일은 없

다. HTML5에서는 [text/javascript]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으므로 생략해도 된다.

여기에서는 [window.alert]라는 명령으로 지정된 문자열을 대화상자에 표시한다. 간단한 텍스트

를 출력할 때 많이 이용하는 명령이다.

 <script> 요소를 기술하는 장소

<script> 요소를 기술하는 장소는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body> 요소의 안 (임의의 위치)

<script> 요소에서의 처리 결과를 웹 페이지에 직접 출력하기 위해서 이용한다. 예전에는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기술 방식이었지만, 콘텐츠와 코드가 혼재하는 것은 웹 페이지의 가독성/보수

성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용

하지 말아야 한다. 

(2) <body> 요소의 안 (</body> 직전)

일반적으로 브라우저에서는 스크립트의 로딩이나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화면 갱신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로딩이나 실행에 시간이 걸리는 스크립트인 경우, 그만큼 화면 갱신이 지

연되고 만다. 특히 거대한 스크립트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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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점을 고려한 웹 페이지의 고속화 방법으로, 웹 페이지의 말미(</body> 직전)에 <script> 

태그를 배치하는 일이 많다. 이로 인해 웹 페이지의 화면 갱신을 끝낸 후 조용히 스크립트를 로

딩/실행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보이는 화면 갱신 속도가 개선된다.

일반적으로 JavaScript로 하는 처리는 웹 페이지가 모두 준비된 후에 실시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장애도 거의 없다.

(3) </head> 요소의 안

단, (2)로 처리할 수 없는 케이스도 있다. JavaScript에서는 ‘함수(제4장)를 호출하기 위한 <script> 

요소보다 함수 정의를 위한 <script> 요소를 먼저 기술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물론 

함수의 정의와 호출이 하나의 <script> 태그에 같이 있어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body> 요소 내에서 

호출할 필요가 있는 함수는 <head> 요소 내에서 미리 로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크립트에서 스타일 시트를 출력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본문의 출력보다 미리 <head> 요

소 내에서 <script> 요소를 기술해야 한다.

일단은 (2)의 패턴을 기본으로 하고, 그래도 잘 안될 경우에는 (3)을 이용하는 식으로 이해해두

라(이 책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따른다). 반복하지만 (1)을 사용하는 상황은 외부에 위젯을 넣을 때

와 같이 예외의 상황일 때다. (1)을 사용하고 싶다면 우선 다른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실행 결과를 문서 내에 포함시키고 싶다 
→ <body> 요소 내에 기술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
<title>JavaScript...</title>
</head>
<body>
    …임의의 콘텐츠…
<script type="text/javascript">

    ...JavaScript의 코드...

</script>
    …임의의 콘텐츠…
</body>
</html>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
<title>JavaScript...</title>
</head>
<body>
  
  …임의의 콘텐츠…

<script type="text/javascript">

    ...JavaScript의 코드...

</script>
</body>
</html>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
<title>JavaScript...</title>
<script type="text/javascript">

    ...JavaScript의 코드...

</script>
</head>
<body>
    …임의의 콘텐츠…
</body>
</html>

웹 페이지를 조작하는 코드를
정의하고 싶다 
→ </body> 요소 직전에 기술

<body> 요소 안에서 직접 호출하기
위한 함수를 정의하고 싶다 
→ <head> 요소 안에 기술

 <script> 요소의 기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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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script> 요소는 .html 파일 안에서 몇 번이고 기술되어도 상관없다. 이는 웹 페이지를 

해석할 때 최종적으로 <script> 태그를 모두 하나로 합쳐서 해석하기 때문이다.

 외부 스크립트 임포트하기

JavaScript 코드는 별도의 외부 파일로도 정의가 가능하다.

구문 <script> 요소 (외부 파일화)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path" [charset="encoding "]>
</script>
         path : 스크립트 파일의 경로

         encoding : 스크립트 파일에서 이용하고 있는 문자 코드

예를 들면 앞의 리스트 2-01은 아래와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리스트 2-02 hello_ex.html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
<title>자바스크립트 마스터북</title>
</head>
<body>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scripts/hello_ex.js"></script>
<noscript>JavaScript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noscript>
</body>
</html>

리스트 2-03 hello_ex.js

// window.alert는 지정한 문자열을 대화상자로 표시하는 명령이다.
window.alert('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외부 파일화에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 레이아웃과 스크립트를 분할함으로써 코드를 재이용하기 쉽다.

 · 스크립트를 외부 파일화함으로써 HTML 파일 자체를 파악하기 쉬워진다.

이러한 이유로 본격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는 될 수 있는 한 JavaScript를 외부 파일화해야 

한다. 단 실제 코드 부분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외부 파일화하는 편이 오히려 전체 코드를 장황

하게 만들 수도 있다(이로 인해 오히려 불편해짐). 그러한 경우에는 앞에서 기술했듯이 페이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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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표기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상황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예제의 기동 파일

다음 절 이후의 예제에서도 원칙적으로 JavaScript의 코드는 외부 파일화하고 있다. 지면상의 이유로 예제

는 .js 파일만을 게재하고 있는데, 기동 파일은 동일한 이름의 .html 파일이 되므로 유념하길 바란다. 

.html 파일 및 전체 코드는 저자의 서포트 사이트(http://www.wings.msn.to/)에서 다운로드하여 참조하길 

바란다.1

N O T E

 외부 스크립트와 인라인 스크립트를 병용하는 경우에 주의할 점

외부 스크립트와 인라인 스크립트를 병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기술은 할 수 없으므로 주의

하기 바란다.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lib.js">
window.alert('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 무시된다

</script>

src 속성을 지정한 경우 <script> 요소 안의 콘텐츠는 무시되기 때문이다. 만일 외부 스크립트와 

인라인 스크립트를 병용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script> 요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lib.js"></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window.alert('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script>

 JavaScript 기능이 무효인 환경에서 대체 콘텐츠 표시하게 하기 ─ <noscript> 요소

브라우저에서는 JavaScript의 기능을 유저가 원하는 대로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런 경우 표시해야 

할 대체 콘텐츠를 나타내는 것이 <noscript> 요소다.

본래 웹 페이지 개발자는 JavaScript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웹 페이지를 디자인해야 한다. 그러나 ‘웹 페이지의 구조상 어떻게 해서라도 Java Script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JavaScript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액세스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를 메시

지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웹 페이지의 링크를 표시할 수도 있다.

1    역주  전체 코드는 도서의 앞날개에 소개된 제이펍 Githu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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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 2-01을 JavaScript 무효의 환경에서 실행한 결과

예를 들어 Google Chrome 56 환경에서 JavaScript 기능을 무효로 하려면 (Google Chrome의 설

정) 버튼 - [설정]을 선택한다. [설정] 화면을 열었다면 [고급 설정 표시] 링크를 클릭하여 상세 표

시한 후 [개인정보]의 [콘텐츠 설정…]을 클릭한다.

그러면 [콘텐츠 설정] 대화상자가 열리므로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사이트에서 자바스크립트 실

행 허용 안 함]을 선택한다.

 [콘텐츠 설정] 대화상자

 Anchor 태그에 스크립트 집어넣기 ─ JavaScript 의사 프로토콜

<script> 요소에 기술하는 것 이외에도 Anchor 태크의 href 속성에 ‘JavaScript:~’의 형식으로 스

크립트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러한 기법을 JavaScript 의사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a href="JavaScript:스크립트 코드" > 링크 텍스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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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링크 클릭 시, 대화상자를 표시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면 된다.

리스트 2-04 protocol.html

<a href="JavaScript:window.alert('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대화상자 표시</a>

           

 링크를 클릭하면 대화상자가 표시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그리 크지 않은 스크립트를 집어넣는 기법이지만, 의외로 자주 사용되므로 확

실히 기억해두길 바란다.

이벤트 핸들러

이외에도 웹 페이지상의 특정 요소(버튼이나 텍스트 상자, 이미지 등)에 대해 이벤트 핸들러로서 스크립트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제6장에서 기술하겠다.

N O T E

 2.1.3  문장의 규칙

JavaScript의 코드는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문장(Statem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스트 2-01을 

예로 들면 window.alert(‘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가 하나의 문장이다.

문장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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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장의 맨 끝에 세미콜론(;)을 붙인다

세미콜론을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문장의 단락이 불명확해지므로 일반적으로 좋은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미콜론은 생략하지 않는 기술 방식을 사

용하길 바란다.

window.alert('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에러는 아니지만, 비추천!

(2) 문장 도중에 공백이나 개행, 탭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

하나의 문장이 긴 경우, 문장 도중에 적절한 개행이나 인덴트(탭/공백)를 넣어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내용은 올바른 JavaScript 코드다.

window.
  alert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물론 위의 경우는 개행을 추가해 오히려 코드가 장황해지기만 했을 뿐 별다른 의미는 없어 보인

다. 그러나 좀 더 긴 문장의 경우에는 적당한 부분에서 줄을 바꿔줌으로써 코드를 읽기 쉽게 할 

수 있다.

단, 개행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미가 있는 단어(키워드)나 기호의 뒤에서만 가능하다. 예

를 들어 다음의 코드에서는 window라는 단어의 중간에서 줄을 바꾸었으므로 오류가 된다.

win
dow.alert('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또한, 문맥에 따라 개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도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4.2.1

절을 참고하길 바란다.

(3) 대문자/소문자가 엄밀히 구별된다

JavaScript의 문장은 꽤 유연하게 작성 가능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대문자와 소

문자가 엄밀하게 구별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기술은 불가하다.

window.Alert('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CHAPTER 2 기본적인 작성법 익히기 30

[alert]와 [Alert]는 각각 별개의 명령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스펠링은 틀리지 않았으나 대문자/
소문자의 차이로 오류가 된다’라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오류 중 하나이므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자.

 참고: 복수의 문장을 단일행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비추천)

세미콜론으로 문장의 종료를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의 행에 복수의 문장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

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다음의 소스는 올바른 JavaScript 코드다.

window.alert('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window.alert('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단, 이러한 기술법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디버거 등에 의한 코드의 추적이 어려워지

기 때문이다. 브라우저 부속의 개발자 도구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디버거에서는 코드를 행 단위

로 실시하는 스텝 실행이라는 기능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1행에 복수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

으면, 도구에 따라 문장 단위로의 추적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문장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1

행에는 1문장을 쓴다’라는 것이 철칙이다.

 2.1.4  주석 삽입하기

주석(Comment)이란, 말 그대로 스크립트의 동작에는 상관없는 메모와 같은 정보를 말한다.

자기 자신이 기술한 코드라고 해도 시간이 경과하면 어떠한 목적을 위해 작성했는지 좀처럼 기

억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이해한다는 것은 대부

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코드의 요소요소에 주석을 남겨둔다면 그 코드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 그 개요를 파악하기 쉬울 것이다. 특히 장기적인 유지보

수를 전제로 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주석의 기술은 필수다.

JavaScript에서는 주석을 기술하기 위한 세 가지 기법이 준비되어 있다.

 JavaScript의 주석 구문

기법 개요

// comment 단일행 주석. ‘//’부터 해당 행의 끝까지를 주석으로 본다.

/* comment */ 복수행 주석. ‘/*~*/’으로 둘러싸인 블록을 주석으로 본다.

/** comment */ 문서화 주석. ‘/**~*/’으로 둘러싸인 블록을 주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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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 주석은 좀 특수한 주석이므로 8.2.1절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아래는 남은 2개의 주석 구

문을 이용한 예다.

리스트 2-05 comment.html

// 이것은 주석이다.
/* 복수행에 걸친

   주석이다. */

또한 주석은 특정 문장을 무효로 만들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의 문장은 주

석으로 인식되어 실행되지 않는다.

// window.alert('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 
window.alert('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

이렇게 명령문을 주석화(무효화)하는 것을 코멘트 아웃(Comment Out), 주석 처리를 제거하여 다시 

코드를 유효화하는 것을 코멘트 인(Comment In)이라고 한다. 이는 디버깅 시에 유효한 수단이므

로 기억해두면 좋다.

 단일행 주석인가? 복수행 주석인가?

‘//’을 늘어 놓으면 여러 행을 코멘트 아웃할 수 있으며, ‘/*~*/’로 단일행을 코멘트 아웃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리스트 2-06 comment.html

// 여러 행을

// 코멘트 아웃한다

/* 행을 코멘트 아웃해도 상관없다. */

그렇다면 결국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단일행 주석의 ‘//’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는 그 성질상 중첩해서 사용할 수 없다. /*~*/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코드를 재차 /*~*/로 

코멘트 아웃하는 경우 문법 오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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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복수행 주석의 종료를 나타내는 ‘*/’는 정규 표현 리터럴(3.5.1절) 안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코드라면 파란색의 부분에서 종료했다고 인식해버린다(물론 이것은 의도했

던 동작이 아니다).

/*
var result = str.match(/[0-9]*/);
*/ 

코드의 의미는 현시점에서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우선 “주석은 ‘//’를 우선

해서 이용한다”라고 기억해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