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장에서여러분은사용자와웹페이지간상호작용(interaction)하는다이얼로그생성을통
해서 Ext JS 위젯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서로 다른 형태의 다이얼로그를 생성하며,

HTML을수정하고, 페이지꾸미는방법을배우기위해 onReady, MessageBox 및 get 함수를사
용할것이다. 또한아래와같은사항을배운다.

●Ext JS 위젯의설정을쉽게하는방법

●사용자가하고싶은바를알아내기위한다이얼로그의사용

●사용자입력에따른웹페이지의HTML과CSS의동적변경

Ext JS의핵심함수부터알아보자. 1장에주어진예제를살펴보고그것을확장해보겠다. 다음은
이책을공부하는동안프로젝트마다사용될Ext JS의핵심함수들이다.

● Ext.Msg: 애플리케이션스타일의메시지박스를생성하는함수

●환경설정 객체: Ext 위젯의동작형태를정의

● Ext.get: DOM 요소에접근하고조작하는함수

Ext JS의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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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의예제에서는환경설정(config) 객체를사용하여위젯을설정할것이다. 이객체를통해
Ext JS 컴포넌트의외관과동작을결정한다. 이객체는사용된클래스가이용가능한여러가지
옵션에대한내용을제공한다.

예전방식
이전에는미리결정지어진매개변수를가지고함수를호출했었다. 이는곧함수가사용될때마
다매개변수의순서를기억해야했다는것을뜻한다.

var test = new TestFunction(

'three',

'fixed',

'arguments'

);

이러한예전방식의함수사용은많은문제점이있다.

●매개변수의순서를기억하고있어야한다.

●매개변수가나타내고자하는것이무엇인지알수가없다.

●선택적매개변수를다루는것이용이하지않다.

새로운방식 - 환경설정객체
자바스크립트에서객체는이름과값의모음을말한다. 객체상수는문자열처럼아래와같이작
성된다.

var myObject = {

propertyName: 'String value',

otherPropertyName: 3.14159

};

위코드는두개의속성을가진새로운객체를생성하는할당문이다. 변수 myObject가이새로
운객체를참조한다(1장의자바스크립트할당에대한내용을참조).

환경설정객체와의만남



클래스설정을위해객체를사용함으로써더높은수준의유연성을제공한다. 또한충분히연상
가능한속성(property) 이름의사용과이를통한의미전달로, 클래스가어떻게설정되어있는지
역시알수있다. 이로써더이상매개변수의순서는중요하지않게됐다. firstWord가마지막
항목이될수도있고, thirdWorld가첫항목이될수도있다. 즉, 임의순서가될수있다. 함수
에매개변수를전달하는환경설정객체메서드를통해매개변수는더이상특정위치를고집하
지않아도된다.

var test = new TestFunction({

firstWord: 'three',

secondWord: 'fixed',

thirdWord: 'arguments'

});

이메서드는또한함수매개변수의무한확장을가능케한다. 매개변수를줄이거나더하여쓰는
것이간단해진다. 환경설정객체의사용이가져다주는추가적인장점은먼저사용된함수가뒤
에나오는매개변수개수가감에의해손상되지않는다는것이다.

var test = new TestFunction({

secondWord: 'three'

});

var test = new TestFunction({

secondWord: 'three',

fourthWord: 'wow'

});

다음은객체리터럴을사용함에있어기억해야할것들이다.

●리터럴을감싸는중괄호({ }) 한쌍이필요하다. 그안에0개이상의속성이정의될수있다.

●각속성정의는이름/값의쌍으로구성되며, 이름과값은콜론(:)으로구분한다. 일반적인
변수들처럼어떤종류의객체이든지속성은그것에할당된값을참조한다.

●속성들은콤마(,)로구별한다.

●속성값은어떤형의데이터도참조할수있다. 불리언, 배열, 함수, 객체도가능하다.

{

name0: true,

환경설정 객체와의 만남 23



name1: { 

name2: value 2 

}

}

●대괄호([ ])는배열을나타내며, 객체항목들은콤마(,)로구분한다. 그객체안에는어떤형
도넣을수있다.

{

name: [ 'one', true, 3]

}

위배열에대해좀더생각해보자. 배열은각항목에표시된객체의데이터를복사해서가지는
것이아니라, 단지참조할뿐이다.

환경설정객체는무엇인가?

여러분이CSS, JSON이나자바스크립트객체상수에익숙하다면, 환경설정객체가이들과유사
하다는것을알수있다. 이들의생김새가모두비슷하게생겼기때문이다. 사실 Ext JS 환경설
정객체는자바스크립트상수이다. 따라서이객체는자바스크립트에의해쉽게읽어들여진다.

이것의핵심은데이터를구성하는방법을알려준다는데있다.

예를들어, 예제코드에서환경설정객체부분을보자.

{

title: 'xtrusia',

msg: '스테플러 보셨습니까?',

button: {

yes: true,

no: true,

cancel: true

},

icon: 'xtrusia-icon',

fn: function(btn){

Ext.Msg.alert('클릭해주세요', bt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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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젯과클래스
Ext JS는많은‘위젯(widget)’을가지고있다. 1장에서언급했듯이, 위젯은클래스로구현되어
있다. 이는메시지박스, 그리드, 윈도우, 트리, 폼및사용자인터페이스와관련된모든요소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것들을 대부분‘컴포넌트(component)’라 한다. 또한 개발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 유틸리티및기타기본클래스도있다. 예를들어, onReady 같은메서드는핵심함수중
하나이다. 여기서는 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그리드 같은, 특정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는클래스만을‘위젯’이라한다.

예제만들기
새로운페이지를만들고, 페이지가준비되면다이얼로그를띄워주는코드를넣어보자.

이예제에서는다이얼로그를원하는대로보여주고동작시키기위해약간복잡한환경설정객
체를사용한다.

Ext.onReady(function() {

Ext.Msg.show({

title: 'xtrusia'

msg: '스테플러 보셨습니까?',

button: {

yes: true,

no: true,

cancel: true

}

});

});

이전장에서했듯이, onReady 함수를통해원하는동작을수행하는함수를전달한다. 여기서세
개의요소를가진환경설정객체를통해다이얼로그를설정한다. 그중마지막요소가기본으로
제공되는세개의버튼을보이게하는객체이다.

예제실행결과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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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로그자체는아주간단하지만, 버튼중하나를클릭하면 Ext JS에내장된기능이나타날
것이다. 일반적인데스크톱애플리케이션의다이얼로그처럼예제의다이얼로그도타이틀바를
클릭한상태로드래그할수있다. 또한이다이얼로그를닫으려면우측상단의X 버튼을클릭하
거나사용자가Esc 키를누르거나취소버튼을클릭하면된다.

예제에서쓰인Ext JS 주요함수와컴포넌트에대해자세히살펴보자.

● Ext.onReady: 이전장에서본것으로, 모든도큐먼트가읽혀진후에 (DOM 로딩이끝남) 넘
겨진함수를호출한다.

● Ext.Msg.show: 다이얼로그를다양한방식으로보여주기위해사용되는메서드이다. 이번
예제에서 Ext.Msg 클래스는싱 톤(singleton)으로, 단하나의인스턴스만존재한다. 이는
간단한다이얼로그에서필요로하는모든것들을다룬다. 여기에는 show 말고도공통다이
얼로그로사용되는 prompt, alert 및 wait 같은메서드도있다. 잠시후이것들을살펴볼
것이다.

다이얼로그를띄우기위해사용했던코드를다시한번살펴보자.

Ext.onReady(function() {

Ext.Msg.show({

title: 'xtrusia'

msg: '스테플러 보셨습니까?',

but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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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true,

no: true,

cancel: true

}

});

});

Ext.onReady에익명함수를전달했다.

이익명함수를다시사용할가능성이있다면다음과같이정의하고호출하면될것이다.

var stapler = function() {

Ext.Msg.show({

title: 'xtrusia',

msg: '스테플러 보셨습니까?',

buttons: {

yes: true,

no: true,

cancel: true

}

});

});

Ext.onReady(stapler);

더큰규모의애플리케이션을만든다면익명함수를많이사용하지는않을것이다. 아마위의
예제처럼재사용가능한함수를생성하거나많은함수들로구성된더큰클래스를만들것이다.

이소규모애플리케이션에아이콘과버튼을가미해최대한짜증스럽게만들어보자. 이는아이

위젯에 대해서 27

buttons 설정은 버튼 표시 여부뿐만 아니라 버튼에 표시될 문자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불리언 대신 문자열을 쓰면 그대로 출력된다. 예제에서는 {yes: 'Maybe'} 또는 Ext JS에서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한다. Ext.Msg.YESNO

위젯에대해서



콘에 스타일을 더하고, icon 속성과 fn 속성을 가진 환경설정 객체를 수정하면 된다. 이때 fn

속성은버튼처리함수를참조한다.

먼저, 필요한CSS를얘기해보자. 도큐먼트헤드부분의스타일태그에다음과같은코드를삽입
하자.

.xtrusia-icon {

background: url(images/xtrusia-head-icon.png) no-repeat;

}

그리고 위젯 설정을 약간 변경할 것이다. icon 속성에는 위에서 삽입한 CSS 스타일 이름인
‘xtrusia-icon’이라는값을넣을것이다. 또한사용자가다이얼로그의버튼을클릭했을때실
행될함수를포함시켜야한다. 현재이함수는익명의함수를참조하지만, 그속성은어떤클래
스내에정의된다른함수의참조도가능하다. 이경우에는그저사용자가버튼을눌 을때경
고창을띄워주는데에만사용된다. 따라서익명함수로도충분하다.

Ext.Msg.show{

title: 'xtrusia',

msg: '스테플러 보셨습니까?',

button: {

yes: true,

no: true,

cancel: true

},

icon: 'xtrusia-icon',

fn: function(btn) {

Ext.Msg.alert('클릭해주세요.', bt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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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에할당된함수는하나의매개변수(클릭되는버튼의이름)만을갖는다. 그래서사용자가‘예’버
튼을클릭했다면 btn 변수는‘`̀Yes’라는값을갖게된다. 이예제는클릭되는버튼의값을받아
경고창의메시지로그값을전달한다.

지금까지 Ext JS 사용법을알아보기위해사용자에게무언가를묻는다이얼로그를만들어보았
다. 이제는사용자의답을어떻게처리할지를생각해보자. 다이얼로그 fn 요소에함수를덧붙이
고, 각버튼클릭에대한처리방향을결정하자.‘switch’구문은각각의경우에대한처리방식
을관리해준다.

fn: function(btn) {

switch(btn){

case 'yes':  

Ext.Msg.prompt('xtrusia', '어디에 있습니까?');

break;

case 'no':  

Ext.Msg.alert('xtrusia', '화가 난다!');

break;

case 'cancel':

Ext.Msg.wait('표 저장 중...', '파일 복사');

break;

}

}

기능 더하기 29

‘취소’버튼이 눌렸을 때, 오른쪽 상단 코너에‘X’모양 아이콘이 눌렸을 때, 그리고‘Esc’
키가 눌렸을 때 모두 다이얼로그가 취소된다. 이는 Ext JS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으로서 웹 애
플리케이션을 쉽게 작성하도록 도와준다.

기능더하기

아포스트로피를 문자열 내부에 표현하고자 한다면 역 슬래시를 앞에 붙이면 된다. 이는 아포
스트로피가 문자열을 표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 슬래시가 없으면 문자 자체를
의미하는지, 문자열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 역
시 같은 방식으로 쓰인다.



앞서언급한기본제공다이얼로그를되짚어보면, 특정절차에따라환경설정하는데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미리설정된다이얼로그를이용한다. 따라서간단하게필요한경우에사용하기
에좋다.

‘예’를 클릭하면 프롬프트(prompt)를 띄운다. 프롬프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본 요소로서
단일값을입력받게하는명령입력창을말한다.

‘아니오’를클릭하면경고창을띄운다. 이는자바스크립트의 경고(alert) 다이얼로그와유사하
다. 많은사람들이처음자바스크립트를접했을때경고다이얼로그를이용한장난을많이치곤
한다.

‘취소’버튼을클릭하면(또는우측상단의‘X’모양버튼이나 Esc 키를누르면) 진행막대(progress bar)

다이얼로그를사용하여대기메시지를띄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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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사용된진행막대다이얼로그는Ext JS에의해제어되며, 종료시점을정해줘야한다. 그
러나이예제에서는일단계속실행되게두자.

다이얼로그의사용자응답을바탕으로하여페이지에어떤동작을하게할수있다.‘예’버튼
클릭에대한 switch 구문을추가해보겠다.‘예’버튼이클릭되었을때실행되는프롬프트함수
는세번째매개변수를다룬다. 이함수가프롬프트다이얼로그에입력된값이‘the office’와
같은지체크한다. 값이같으면페이지의 DIV에그문구를써주고, 다르면기본문구Dull Work

를써준다. 또한그 DIV에‘Swingline’이라는배경이미지를설정한다.

case 'yes':  

Ext.Msg.prompt('xtrusia', '어디에 있습니까?', function(btn, txt)

{  

if (txt.toLowerCase() == 'the office') {

Ext.get('my_id').dom.innerHTML = 'Dull work';

}else{

Ext.get('my_id').dom.innerHTML = t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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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포커스나 탭(Tab) 키 순서는 Ext JS에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확인’이나‘예’버튼을
기본 버튼으로 한다. 그래서 키보드의 엔터(Enter) 키를 누르면 해당 버튼에 내정된 동작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탭 키를 누르면 다이얼로그의 다른 항목으로 포커스가 옮겨간다.

예제: 불사르기



Ext.DomHelper.applyStyles('my_id', {

background: 'transparent

url(image/stapler.png) 50% 50% no-repeat'

});

});

break;

사용자가프롬프트박스에‘the office’라고입력하면, 결과는다음그림과같아진다.

‘아니오(no)’일경우에는경고메시지를띄워준다.‘아니오’버튼이클릭되었을때는도큐먼트
를꾸며준다.

case 'no':  

Ext.Msg.alert('xtrusia', '화가 난다!',

function() {

Ext.DomHelper.applyStyles('my_id', {

'background': 'transparent

url(imges/fire.png) 0 100% repeat-x'

});

Ext.DomHelper.applyStyles(Ext.getBody(), {

'background-color': '#FF0000'

});  

Ext.getBody().highlight('FFCC00', {

endColor: 'FF0000', duration: 6

});

});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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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get이 다해준다
Ext JS에는 DOM을읽거나조작할수있도록하는많은함수들을제공한다. 이는 Ext의핵심
라이브러리로서이들중 get의사용빈도가높다.

var myDiv = Ext.get('my_id');

‘my_id’라는식별자(ID)와다종브라우저호환DOM 접근메서드를가지고있는 Ext.Element

객체를 통해 도큐먼트 내의 요소(element)에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보면, body

요소를찾아서효과를적용하는 getBody를사용하고있다. 그부분을다음의예제로바꾸자. 주
의해야할점은‘my_id’라는 id 요소를넣어줘야한다.

<div id='my_id' style='width:200px; height:200px;'>test</div>

도큐먼트 body 부분에위코드를넣고 body 대신참조하게하여효과를변경한다면, 생성한
my_id div에만효과가나타날것이다.

Ext.get('my_id').highlight('FF0000', { 

endColor:'0000FF', duration: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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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에서위예제를열어보자. body 전체의색상이변한도큐먼트가아니라 200픽셀의박
스색상이변해있는것을보게될것이다.

기억해둬야할것은DOM 요소 ID는유일해야한다는것이다. 일단 my_id가사용되면도큐먼
트에서같은 ID를다시사용할수없다. 도큐먼트에서같은 ID가중복되면예측하지못한결과
를보게될것이다. 위젯을생성하면해당위젯의 ID는Ext JS가모두관리해준다. 이값을여러
분이지정하기는힘들다. 다만, HTML 요소를미리정의해놓고그위에 Ext JS 컴포넌트를적
용시키는겹치기 기법(scaffolding)을사용하는경우에는예외이다.

메모리사용최소화
요소를반복적으로사용하지않는다면, Ext.get이요소검색을최적화하기위해사용하는캐시
메커니즘을피할수있다. 또한간단한작업(tasks) 수행을위해‘flyweight’1⃞라불리는것을사
용할수있다. 이것은브라우저메모리에캐시되었지만다시사용하지않을요소로인해정체되
는일이없도록함으로써속도를높인다.

좀전에사용했던것과같은하이라이트효과대신 flyweight 사용으로고칠수있다.

Ext.fly('my_id').highlight('FF0000', { 

endColor: '0000FF', 

duration: 3

});

이것은단한번사용하는코드에유용하다. 그래서요소를다시참조하지않는다. flywieght는
호출될때마다같은메모리를재사용한다.

flyweight는변수에저장되지않고다시사용되지않는다. 다음은 flyweight의잘못된사용을
보여주는예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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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큐먼트에 ID가 중복되면 브라우저의 좌측 상단 코너에 위젯이 항상 나타나는 등의 이상 반
응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ID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옮긴이 flyweight란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으로, 유사한 다른 객체와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
하는 객체이다.



var my_id = Ext.fly('my_id');

Ext.fly('another_id');

my_id.highlight('FF0000', {endColor:'0000FF', duration: 3});

flyweight는호출될때마다같은메모리는재사용한다고했다. 따라서 my_id 참조객체에대해
하이라이트함수를호출하는부분은실제로 another_id에대해참조하고있다.

앞서언급했듯이, Ext JS 위젯은이미존재하는HTML 요소에들어갈수있다.

가장쉬운방식은Ext Panel의요소인 contentEl을설정하는것이다.

다음은이미존재하는HTML 요소를 contentEl에명시함으로써패널을생성하는예제이다.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

<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lib/extjs/resources/css/ext-all.css" />

<style type="text/css">

.my-panel-class { font-family: tahoma, sans-serif; } 

</style>

<script src="lib/extjs/adapter/ext/ext-base.js"></script>

<script src="lib/extjs/ext-all-debug.js"></script>  

<script src="lib/extjs/locale/ext-lang-ko.js"></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Ext.onReady(function() {

new Ext.Panel({

renderTo: Ext.getBody(),

title: '존재하는 요소에 패널 붙이기',

height: 400,

width: 600,

cls: 'my-panel-class',

contentEl: 'main-content'

});

});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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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body>

<div id="main-content">

<h1>이 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요소의 내용입니다.<h1>

이 요소가 패널의 본문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div>

</body>

</html>

기존의 HTML을 이용하는 다른 방법은 Ext.BoxComponent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BoxComponent 클래스는 Ext 위젯중하나로 HTML DIV를관리해주는매우가벼운위젯이다.

앞서언급했듯이, 필요하다면 HTML 구조를새로생성할수도있다. 하지만있는요소를주요
요소로사용하게끔설정을할수도있다. 다음예제는 BoxComponent로패널(Panel)을생성한것
이다.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

<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lib/extjs/resources/css/ext-all.css" />

<style type="text/css">

.my-panel-class { font-family: tahoma, sans-serif; } 

</style>

<script src="lib/extjs/adapter/ext/ext-base.js"></script>

<script src="lib/extjs/ext-all-debug.js"></script>

<script src="lib/extjs/locale/ext-lang-ko.js"></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Ext.onReady(function(){

new Ext.Panel({

renderTo: Ext.getBody(),

title: '존재하는 요소에 패널 붙이기',

height: 400,

width: 600,

cls: 'my-panel-class',

layout: 'fit',

items: new Ext.BoxComponent({

el: 'main-content'

})

});

});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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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body>

<div id="main-content">

<h1>이 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요소의 내용입니다.</h1>

이 요소가 패널의 본문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div>

</body>

</html>

위의두예제모두다음과같은결과를보여준다.

단몇줄의코드로, 몇시간동안즐겁게해줄재미있는프로그램을만들었다. 하지만우리는겨
우기본기능과전형적인데스크톱애플리케이션의맛만봤을뿐이다.

환경설정객체를사용하는법을배웠고, 이것으로더많은위젯을가지고놀수있게될것이다.

하지만정말중요한것은, 환경설정객체야말로 Ext JS 사용에가장기본적이라는것이다. 이
점을빨리이해하는편이좋을것이다.

이해하기 위한 시간은 충분하니 아직 환경설정 객체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다.

지금부터좋아하는것중하나인폼(form)으로옮겨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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