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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deep learing)은 최근 기계학습(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기

술이다. 여기서 말하는 ‘deep’은 학습을 수행하는 신경망(혹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것)

의 층수가 ‘깊다’는 뜻으로, 여러 층을 가진 구조를 사용한 학습을 말한다. 딥 뉴럴

넷의 구축은 여러 해 동안 연구 영역에서 일종의 ‘꿈’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뇌도 여러 층이 켜켜이 쌓인 구조로 되어 있으나, 이를 모방한 구조를 만들어도 막

상 학습을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이 ‘deep’이라는 개념은 기계학습의 ‘문

제의 표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표현이란, 주어진 데이터 내지는 외부 세계

의 어떤 부분에 주목하여 특징값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이 표

현을 결정하는 데에 사람의 힘이 반드시 필요했다. 기계가 특징값을 자동으로 추출, 

다시 말해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다. 딥 러닝은 이런 표현학

습을 실현하는 방법 중 매우 유망한 기술이며, 인공지능 분야 전체에도 갖는 의의가 

크다. 

옮긴이 심효섭

iv  

머리말

※ 드리는 말씀

•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역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제공자, 제이펍 출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이 책에 등장하는 각 회사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본문 중에는 TM, Ⓒ, 

Ⓡ 마크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책의 내용은 Vue.js 최신 버전인 2.X에서 무리 없이 동작하며, 독자의 학습 시점이나 환경에 따라 책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책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옮긴이나 출판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옮긴이: rintiantta@naver.com
 - 출판사: readers.jpu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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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xix

최근 프런트엔드 웹 개발 수준이 너무 올라가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잘 몰

라 방황하는 초보자들이 많습니다. 

프런트엔드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리액트 책 등을 집었더니 시작부터 대뜸 Node.js가 

나오고, 갑자기 ECMAScript 2019 등의 최신 자바스크립트 표준 이야기가 나오고, 

JSX 등의 템플릿 언어들이 나오니, 기초 같은 단어가 제목에 붙은 책인데도 챕터 하

나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때 

“Node.js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처음부터 공부하고 다시 와야 할 것 같아.”라

든지, “내가 자바스크립트 개념이 완전히 부족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보

던 책을 완전히 손에서 놓고, 더 아래의 개념이라 생각되는 것을 공부하러 가는 경

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부 방법을 상향식(bottom-up)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쉬운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못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아래 단계로 돌아갔

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지요. 물론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사고 흐름입니다.

하지만 혼자 공부할 때는 그것들이 서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

니다. 극단적인 비유이나, “내가 자동차 운전을 잘 못하는 것은 자동차 설계를 몰라

서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엉뚱하게 엔진과 조향 장치의 구조를 공부할 수도 있다

는 의미입니다. 옆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냐 그런 거 몰라도 이 정도 운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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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그냥 할 수 있어.”라고 말해줄 수 있지만, 없다면 무턱대고 공부하다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하향식(top-down) 방식을 지향하는 책으로, 습득해야 하는 개념이 굉장히 넓

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개념이라도 어떻게든 함께 차근차근 진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개념을 살펴보는데요. 사실 책이 두껍지 않아서 

당연히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고 나면 넓은 프런트엔

드 세계를 앞으로 어떻게 여행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입니다.

• 앞으로 Node.js를 공부해야겠다. 이럴 때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살

펴봐야겠다.

• 클래스를 이러한 형태로 사용하는구나. 그럼 ECMAScript 최신 표준을 공부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되겠다.

• 상태 관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겠다.

책의 소개는 머리말에서 하니, 옮긴이 머리말은 이정도로만 줄이겠습니다.

참, 일본 여행 중 편의점에서 컵라면(그것도 신라면)을 먹었는데요. 컵라면을 다 먹고, 

국물을 버리려 하니 남은 국물을 버리는 곳이 없더군요.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일

본은 국물 버리는 곳이 없어서 다 마셔야 한다.”라는 글을 보고 더 당황했는데요. 그

때 도움을 주셨던 이 책의 저자 mio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책을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과 담당 편집자 이주원 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옮긴이 윤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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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ue.js란?

최근 프런트엔드 웹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Vue.js라는 말을 들어 봤

을 것입니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다.”, “Node.js, webpack 등 알아야 

하는 지식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등의 말

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일단, 정말 간단하게 Vue.js를 체험해 봅시다.

<!DOCTYPE html>
<html>
<body>
  <div id="app">
    <h1>{{ message }}</h1>
  </div>
  <script src="https://cdn.jsdelivr.net/npm/vue@2.6.10"></script>
  <script>
    var app= new Vue({
      el:'#app',
      data: {
        message:'Hello Vue.js!'

HTML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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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cript>
</body>
</html>

첫 애플리케이션이니 이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de.js와 webpack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작성한 HTML 파

일을 읽어 들이기만 하면 Vue.js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며, 화면에 다음과 같이 출력

됩니다.

Hello Vue.js! 

화면에 ‘Hello Vue.js!’라고 출력되면, 이어서 ‘개발자 도구’의 콘솔에서 app.

message 속성을 원하는 다른 문자열로 변경해 봅시다.

app.message = 'First Application!'

입력하면 화면의 텍스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될 것입니다.

First Application!

이처럼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를 변경하기만 하면, 렌더링 내용도 함께 변경되는 것

을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것을 처음 본 독자라면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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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ue.js로 시작하는 모던 자바스크립트 개발

아주 먼 옛날의 자바스크립트는 커서 주변에 별을 출력해 주거나 정말 간단한 시계

를 만드는 것이 주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웹 프런트엔드를 둘러싼 

기술이 크게 진화하며, 다양한 기능들이 구현되었으며, 이와 함께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현대의 자바스크립트는 더 이상 웹 사이트를 장식하는 간단한 용도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UI 구축은 물론이고, 웹 사이트뿐만 아니라 데스크톱 애플리케이

션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UI 구축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 복잡한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쉽고 즐겁게

여러 기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진 사이트는 그만큼 소스 코드를 많이 작성해

야 하고, 설계와 유지 보수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

니다.

Vue.js는 이러한 고기능성의 사이트 구축을 돕고 한 번 만든 리소스를 쉽게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Vue.js는 데이터 바인딩을 포함해서 DOM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제

공하며, HTML과 자바스크립트가 조합된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 프레임워크와 친구되기

‘프레임워크는 큰 프로젝트에나 사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

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Vue.js는 쉽고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하자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개발 기술 습득에 도전하고 싶은 분에게도 최적의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Vue.js를 공부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신기하고 즐겁습니다. Vue.js와 친구가 

된다면 프런트엔드 개발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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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프레임워크를 처음 사용하는 분도 쉽게 배울 수 있게, 많은 그림을 사용해

서 기능을 설명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간단한 내용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

의 후반부에서는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다양하게 다룹니다. 이 책의 기본

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반부에서는 Vue.js의 기본적인 기능을 살펴봅니다

• 1장 Vue.js 프레임워크의 기초

• 2장 데이터 등록과 변경

• 3장 이벤트와 입력 양식

• 4장 데이터 감시하고 가공하기

• 5장 컴포넌트로 UI 부품 만들기

• 6장 트랜지션과 애니메이션

≂ 후반부에서는 생태계를 활용해서 본격적인 개발에 대해 살펴봅니다.

• 7장 큰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기

• 8장 Vuex로 애플리케이션 상태 관리하기

• 9장 Vue Router로 SPA 만들기

학습 상황이나 목적에 맞추어 읽어 나가 주세요.

 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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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Vue.js, Vuex, VueRouter, VueCLI를 쉽게 설명합니다. ‘프레임워크란 무엇

인가?’라는 부분부터, Vue.js를 사용한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알아야 하

는 지식까지 기능별로 설명합니다.

 이 책의 지원 페이지

설명에서 사용하는 코드와 동작 데모의 일부는 다음의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책과 함께 참고하기 바랍니다.

 ● 이 책의 지원 페이지

  URL   https://rintiantta.github.io/jpub-vue/

 ● 원서 지원 페이지

  URL   https://github.com/mio3io/cr-vue１

１  옮긴이 지은이가 지원하는 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정보 등이 올라왔을 때, 옮긴이에게 알려 주시면 추가로 

번역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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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독자

 ●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만의 개발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싶은 분

 ● Vue.js 공식 가이드로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웠던 분

 ● 컴포넌트 및 상태 관리, Vue.js의 SPA 구축 방법을 공부하고 싶은 분

 ● 팀 구성원에게 Vue.js를 전파하고 싶은 분

≂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

 ● Vue.js 자체와 관련된 설명

 ● Vuex, VueRouter 등의 Vue.js 플러그인 설명

 ● Vue CLI를 활용한 개발 환경 구축

≂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의 기본적인 내용

 ● 서버 사이트 렌더링

 ● 자동 테스트

≂ 이 책을 읽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

HTML과 CSS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포함해서 문자열과 객체 조작, 함수 정의처럼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비롯해 중급 수준의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이해가 

필요합니다２.

추가로 7장 이후 부분은 Node.js 또는 명령 라인을 사용한 환경 구축과 ES2015(ES6)

의 사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내용을 진행합니다. 물론 간단히 설명하지만, 앞서 

말한 것들을 아예 모른다면 진행하기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３. 

 학습 포인트

모두 다 읽고 갑자기 복잡한 것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각각의 장을 읽을 때마다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 보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무엇을 했을 때 어떤 

２  옮긴이  옮긴이가 집필한 《모던 웹을 위한 JavaScript + jQuery 입문》과 《모던 웹 디자인을 위한 HTML5 +  

   CSS3 입문》 정도를 읽었으면 충분합니다.

３  옮긴이  옮긴이가 집필한 《모던 웹을 위한 Node.js 입문》 정도를 읽었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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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발생하는지를 그때그때 확인하고 기억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공부하면 어떤 부분에서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도 어디에서 문제

가 발생하는 것인지 조금 더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장을 읽고 반드

시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며 Vue.js 개발의 즐거움을 느껴 보기 바랍니다.

≂ 복잡한 내부 구조까지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Vue.js는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줍니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

지고 있지만, Vue.js가 무엇을 해 주는지 그리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Vue.js가 제공해 주는 몇 가지 규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물론, 그래도 프로그래머에게 있어서 복잡한 소스 코드를 보는 것은 재미있는 추리 

소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재미는 있습니다. Vue.js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안다면 굉장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Vue.js 또는 Vue.js의 소스 코드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 브라우저 콘솔과 번역 도구 활용하기

브라우저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개발자 도구의 콘솔에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원인이 되는 줄 번호’와 ‘해결과 관련된 힌트 정보’가 출력됩니다. 크롬(Chrome)에

서는 단축키 ‘Ctrl + Shift + I’ 또는 메뉴 ‘도구 더보기’에 있는 ‘개발자 도구’의 

‘Console’ 탭을 열어 주세요.

콘솔을 항상 띄워 두고, 영어를 잘 모를 경우에는 구글(Google) 번역기 등을 사용해

서 반드시 오류를 읽어 주세요.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Vue DevTools 또는 console.log()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준비물

자신이 좋아하는 에디터를 준비해 주세요. 특별히 좋아하는 에디터가 없다면 Vue.js 

개발 지원 전용 확장 기능을 제공하는 ‘Visual Studio Code’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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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6장까지의 설명에서는 각 언어의 코드를 다음과 같은 파일로 나누어서 작성

합니다.

언어 파일

HTML index.html

자바스크립트 main.js

CSS main.css

 온라인 에디터 활용하기

로컬 개발 환경을 준비하지 않고, 브라우저상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적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 CodePen/JSFiddle
CodePen 또는 JSFiddle은 샘플 코드의 실행을 가볍게 확인하거나, 공유할 때 사용

할 수 있는 간단한 에디터입니다.

 ● CodePen
   URL   https://codepen.io/

 ● JSFiddle
   URL   https://jsfiddle.net/

≂ CodeSandbox
CodeSandbox는 브라우저상에서 Vue.js 단일 파일 컴포넌트도 작성해 볼 수 있습니

다. 7장에서 설명하는 빌드 환경을 서비스상에서 자동으로 구축해 주는 기능도 제

공해 줍니다.

 ● CodeSandbox
   URL   https://codesandbox.io/

https://codesandbox.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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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환경과 라이브러리 버전

이 책의 설명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사용합니다. 환경 또는 버전에 따라서 내용

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Vue.js는 버전 2.6.10을 사용합니다. 버전 2.X 계열은 ECMAScript5(ES5)의 기능

을 사용하므로, ES5 표준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IE8 이하에서는 

Vue.js 2.X 계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설명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

• OS: 윈도 10

• 브라우저: 구글 크롬

• 에디터: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Microsoft Visual Studio Code)

≂ Vue.js와 추가 라이브러리 버전

• Vue.js 2.6.10

• Vuex 3.1.0

• Vue Router 3.0.6

• Vue CLI 2.9.6

≂ 이 이외의 라이브러리

2장의 코드에는 유틸리티 라이브러리 ‘Lodash’와 Ajax 전용 라이브러리 ‘axios’를 일

부 활용합니다. CDN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odash CDN 4.17.11
   URL   https://cdn.jsdelivr.net/npm/lodash@4.17.11/lodash.min.js

 ● Lodash 공식 문서

   URL   https://lodash.com/

 ● axios CDN 0.18.3
   URL   https://cdn.jsdelivr.net/npm/axios@0.18.0/dist/axios.min.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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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xios 공식 문서

   URL   https://github.com/axios/axios

7장의 설명에서는 다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 babel-polyfill 7.4.0

 프런트엔드 개발과 관련된 용어

이 책의 설명 중에 등장하는 Vue.js 또는 프런트엔드 개발과 관련된 용어를 간단하

게 설명하겠습니다.

≂ ECMAScript/ES
국제 표준화 단체인 Ecma International에서 책정한 자바스크립트의 표준 사양입니

다.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은 이러한 사양을 기반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ES5’를 지원하고 있으며, 브라우저에 따라

서는 ‘ES2015(ES6)’ 이후의 기능을 구현해서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S2015부터는 사양을 매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원래 ECMAScript4, 

ECMAScript5, ECMAScript6처럼 숫자를 붙이지 않고, ECMAScript 2015, ECMA 

Script 2016, ECMAScipt 2017처럼 연도를 붙여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 Vue DevTools
크롬 전용 확장 프로그램으로 Vue.js 개발을 지원해 주는 도구입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플리케이션의 현재 데이터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변수에 어떤 

변경이 가해졌는지 추적하는 기능도 있어서 개발할 때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크롬 웹 스토어에서 ‘Vue DevTools’를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스코프

스코프(scope)란, 변수 또는 함수의 영향 범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밀

폐된 상태 내부의 촛불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으므로 상자 밖에는 조명의 영향이 

없습니다. 상자 밖에서는 빛을 이용해서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불을 끄는 것도 불가

https://github.com/axios/ax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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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합니다. 심지어 조명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 예에서 상자가 바로 조명의 

‘스코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폴리필

폴리필(Polyfill)은 오래된 웹 브라우저에서도 ECMAScript의 최신 메소드와 객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라이브러리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 문자열 표기 방법의 명칭

변수 이름 또는 파일 이름을 지을 때 사용하는 문자열 표기 방법의 명칭입니다.

명칭 표기 방법 예 설명

케밥 

케이스
my-component 단어를 하이픈으로 구분하고, 모두 소문자로 입력하는 표기 

방법입니다. HTML 사용자 정의 태그, 클래스 이름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캐멀 

케이스
myComponent 모든 단어를 연결한 뒤, 단어들의 연결 부위에 있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입력하는 표기 방법입니다.

파스칼 

케이스
MyComponent

모든 단어를 연결하고, 모든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입력하는 

표기 방법입니다.

 소스 코드 내부의 에 대해서

이 책에 적혀 있는 샘플 프로그램은 지면 관계상 하나의 샘플 프로그램이 여러 페이

지에 걸쳐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를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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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욱(네이버)

이 책은 Vue.js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한 레퍼런스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 프로젝

트를 해당 책으로만 진행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진행용 자료

를 곁들이면 최상의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진영(야놀자)

팀에서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Vue.js를 사용한다는 것과 리액트를 사용하는 다

른 회사의 프런트 개발자 분께서 첫 프런트 개발에 추천하는 것이 Vue.js였다는 점에서 

Vue.js에 대한 흥미를 느껴 베타리딩을 신청했습니다. 기초부터 배우는 Vue.js라고는 하

지만, npm조차 생소한 분이라면 자바스크립트와 npm 등에 대한 선행 학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승헌(LINE Plus)

파이썬은 비개발자에게 가장 각광받는 언어입니다. 가볍게 쓸 수 있고 원하는 기능을 구

현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Vue.j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웹 프런트엔드 개발이

라는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도 쉽게 원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Vue.js를 이용하여 빠르게 웹 기반의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Vue.js의 기본적인 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게 합니다. 저서로 여겨질 만큼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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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개념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서 시장에서도 꽤 괜찮은 반응을 얻을 것 같

네요!

  한홍근

Vue.js의 공식 문서를 더 상세하게 설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은이가 입문자에 맞춰

서 책을 구성해서 처음부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은 가능한 한 절제하고 있습니

다. 이 책을 통해 Vue에 입문하고 그 이후 공식 문서를 통해 심화된 내용을 학습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황도영(NHN)

jQuery에서 벗어나 유연한 웹 페이지를 깔끔하게 개발하고 싶을 때, Vue는 좋은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알고 있는 독자를 대상으로 Vue

의 기초부터 자주 사용되는 기능까지 안내합니다. 또한, 중간중간 잘 정리된 것으로 정

평이 난 Vue의 공식 레퍼런스 URL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습니다. Vuex가 나오면서 다소 내용이 어려웠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구성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편집 품질이 좋아 Vue를 복습하며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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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C T I O N

01Vue.js 개요

Vue.js(뷰 제이에스)는 Evan You가 개인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2014년에 배포한 비교

적 최신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입니다.

 ● Vue.js 공식 사이트

  URL   https://kr.vuej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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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는 2015년에 PHP 프레임워크 ‘라라벨(Laravel)’의 프런트엔드 엔진으로 채용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2016년 후반에 배포된 버전 2에서는 가상 DOM을 채용

하여 렌더링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어도비(Adobe), 라인(LINE), 깃랩(GitLab)을 포함한 유명 기업과 프로젝트에서 널리 사

용되고 있으며, Awesome Vue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wesome Vue 깃허브

  URL   https://github.com/vuejs/awesome-vue

 왜 Vue.js일까?

최근 몇 년 동안 프런트엔드와 관련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수많은 자바스

크립트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Vue.js는 인기가 높습니다. 자바스

크립트 프로젝트 중에서 깃허브(GitHub)에서의 인기를 나타내는 스타(star) 수가 2016, 

2017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는 적은 학습 비용, 스케일의 유연성, 충실한 공식 문서 

등이 있습니다.

≂ 진입 장벽이 낮고 학습 비용이 적음

Vue.js는 webpack 등의 번들러와 프리 컴파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파일 하나만 읽어 

들이면, 코드 작성을 곧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jQuery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만큼 도입과 사용이 쉽습니다.

Vue.js로 ‘Hello World!’라는 문자를 화면에 출력할 때, 지은이는 jQuery를 처음 사

용할 때의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재미있어서 공부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든 잘 이해해서 진행하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었답니다.

https://github.com/vuejs/awesome-v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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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의 유연성

Vue.js 자체는 view와 관련된 귀찮은 처리를 사람 대신 관리해 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스크립트 태그로 읽어 들이는 스탠드얼론(standalone) 버전을 사용하면, 페이지의 일부

만을 인터렉티브하게 만드는 등의 단순한 목적으로도 쉽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장 기능과 개발 지원 도구도 많이 제공되어, 큰 규모의 단일 페이지 애플

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 한국어 문서

Vue.js 라이브러리 자체와 관련된 문서뿐만 아니라, 스타일 가이드 등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Vue.js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프레임워크란?

그럼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기능이 결합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설계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구성하고, 어떻게 기능을 연계하는 것이 가장 좋

을까?’를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계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설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특히, 여러 기능을 가진 큰 규모의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려면 굉장히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 프레임워크는 설계를 도와주는 것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설계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프레임워크는 애플리케이션의 뼈대

가 되는 기본적인 기능과 규칙을 제공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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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는 라이브러리와 다릅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라이브러리라는 부

품을 조합해서 전체를 만들어 나가지만,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는 프레임워크가 사

용할 부품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라이브러리 호출하는 쪽을 만드는 것 프레임워크 호출되는 쪽을 만드는 것

애플리케이션
(자체 제작)

부품이 많으면  
스파게티 코드가  

되기 쉬음

뒤를 부탁해!

부품
(라이브러리)

부품
(라이브러리)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뒤는 내가 맡을게!
부품

(자체 제작)

부품
(자체 제작)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프레임워크의 규칙에 따라서 필요한 코드를 추가하면 되므

로 적은 코드로도 만들고 싶은 것을 쉬우면서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코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

니다.

이렇게 개발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 프로그래머들은 프레임워크를 사

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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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C T I O N

Vue.js의 키 컨셉02
처음 Vue.js를 사용할 때 의식해야 하는 것은, 화면을 렌더링하는 구조 자체는 DOM

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DOM이 먼저 존재하고, 이것을 읽어 들

인 후에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먼저 존재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

한 DOM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상태에 따라 렌더링이 변경되며, 때에 따라서는 자동으로 액션을 일으키기

도 합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설계를 데이터 지향(Data 

Driven)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기 쉬운 템플릿

Vue.js는 DOM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템플릿이라는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템플릿 

구문은 HTML을 기반으로 하므로, 텍스트 에디터와 함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것도 쉽습니다.

템플릿과 로직을 연결할 때는 템플릿 내부에 독자적인 속성으로 ‘디렉티브’라는 기능

을 입력해서 사용합니다.

<div v-if="show">Hello Vue.js!</div>

HTML

v-if처럼 처음 보는 이상한 속성을 사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상 DOM을 만들기 위한 단순한 템플릿 기법이므로 두려워하지 마세

요. 참고로 이러한 속성은 DOM에 반영되기 전에 Vue.js에 의해 컴파일되며, 이후에

는 내부적으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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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C T I O N

기본적인 데이터 바인딩07
DOM 변경을 자동화하는 데이터 바인딩을 하려면, 템플릿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

터를 리액티브 데이터로 정의해야 합니다.

 리액티브 데이터란?

Vue.js 코드를 보았을 때 메소드를 호출하지도 않았는데, 무언가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리액티브 데이터는 Vue.js에서 추출했을 때(get)과 설정했을 때(set), 훅(hook) 처리가 

등록되어 반응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데이터를 설정했을 때도 Vue.js 내

부에서 굉장히 여러 처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Vue.js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

는 리액티브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바인딩은 리액티브 시스템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리액티브 시스템은 단순한 

DOM 변경뿐만 아니라 DOM 변경을 최적화하고,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변경을 감

지하는 기능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이처럼 Vue.js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은 강력한 리액티브 시스템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 재미있는 데이터 바인딩

리액티브 시스템 중에 가장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 바

인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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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는 Vue.js의 기본이 되는 디렉티브를 사용한 데이터 바인딩을 살펴보겠

습니다. ‘데이터의 자료형’이나 ‘바인딩하는 위치’에 따라서 코드 작성 방법과 사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자료형을 DOM에 바인딩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리액티브 데이터 정의하기

컴포넌트의 data 옵션에 문자열 또는 객체 등의 데이터를 정의하면, 인스턴스 생성 

때 모두 리액티브 데이터로 변환됩니다.

var app = new Vue({
  el: '#app',
  data: {
    message: 'Vue.js!'  // 이렇게 정의한 message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됨

  }
})

JavaScript

다음과 같이 옵션 외부에서 데이터를 정의하더라도, Vue.js 데이터로 등록하면 모두 

리액티브 데이터로 변환됩니다.

var state = { count: 0 }
var app = new Vue({
  el: '#app',
  data: {
    state: state
  }
})
state.count++ // state.count는 리액티브 데이터

JavaScript

data 옵션 바로 아래의 속성은 이후에 따로 추가할 수 없으므로, 값이 결정되지 않

은 경우라도 초깃값 또는 빈 데이터를 넣어서 정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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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데이터의 예

data:{
  newTodoText: '',
  visitCount: 0,
  hideCompletedTodos: false,
  todos: [],
  error: null
}

JavaScript

이때 이후에 넣을 값과 같은 자료형으로 정의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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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C T I O N

텍스트와 속성 데이터 바인딩08
텍스트 콘텐츠 또는 요소의 속성을 바인딩하는 작업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굉

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컴포넌트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므로 기본을 확실

하게 다지고 갑시다!

 텍스트와 데이터 바인딩

이전에 data 속성에 정의한 message 속성 값을 렌더링할 때는 속성 이름을 이중 

중괄호로 감싸서 템플릿에 입력합니다.

<div id="app">
  <p>Hello {{ message }}</p>
</div>

HTML

 ▼ 실제 렌더링

<div id="app">
  <p>Hello Vue.js!</p>
</div>

HTML

별도의 태그를 사용할 필요 없이 중괄호를 사용하기만 하면, 해당 위치에 텍스트 데

이터가 출력됩니다. 이는 Mustache라고 부르는 기법으로, 텍스트 콘텐츠의 해당 위

치에 message 속성을 바인딩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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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더링자바스크립트

속성 값

데이터

message 바인드Vue.js!

Hello Vue.js!

Mustache 태그로 인해서 변경되는 Vue.js! 부분은 기본적으로 message 속성과 

항상 동기화됩니다. 따라서 한 번 화면에 렌더링된 데이터를 변경하면, DOM이 자동

으로 변경되므로 별도의 처리를 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 객체와 배열 내부의 요소 출력하기

데이터 바인딩을 할 때는 루트에 정의한 속성뿐만 아니라, ‘객체 내부의 속성’과 ‘배

열의 요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객체와 배열 내부의 요소 출력하기

new Vue({
  el: '#app',
  data: {
    // 객체 데이터

    message: {
      value: 'Hello Vue.js!'
    },
    // 배열 데이터

    list: ['사과', '바나나', '딸기'],
    // 다른 데이터를 사용해서 list에서 값을 추출하기 위한 요소

    num: 1
  }
})

JavaScript

<p>{{ message.value }}</p>
<p>{{ message.value.length }}</p>
<p>{{ list[2] }}</p>
<p>{{ list[num] }}</p><!-- 속성을 조합해서 사용하기 -->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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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C T I O N

이벤트 핸들링13
일단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DOM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와 

같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벤트의 처리 내용을 이벤트 핸들러(Event Handler)(또는 핸들러)라고 부

르며, 이벤트 핸들러를 이벤트와 연결하는 것을 핸들(handle)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존에는 자바스크립트의 addEventListener 메소드와 jQuery의 $(element).

on 메소드를 사용했지만, Vue.js에서는 템플릿 내부에 v-on 디렉티브를 작성해서 

이벤트를 연결합니다.

 ▼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핸들러 호출하기

<button v-on:click="<이벤트 핸들러>">클릭</button>

HTML

 메소드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이벤트 핸들러는 컴포넌트의 methods 옵션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 이름

을 지정합니다. 

<button v-on:click="handleClick">클릭</button>

HTML

v-on은 생략해서 ‘@’라고 작성할 수도 있지만, v-bind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단계

에서는 v-on이라고 입력해서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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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on @click="handleClick">클릭</button>

HTML

위의 두 템플릿은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버튼의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handleClick 메소드로 지정하는 코드입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handleClick 호출하기

new Vue({
  el: '#app',
  methods: {
    handleClick: function() {
      alert('클릭했어요!')
    }
  }
})

JavaScript

 인라인 메소드 핸들링

인라인 메소드 핸들링이란, 디렉티브의 값에 자바스크립트 식을 직접 작성하는 것입

니다. 식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인라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값 변경하기

<button v-on:click="count++">클릭</button>

HTML

핸들러를 너무 길게 작성하면 템플릿이 보기 힘들어지므로, 재사용을 거의 하지 않

는 짧은 식만 사용해 주세요.

인라인 메소드 핸들러의 식에서는 이벤트 객체 또는 사용자 정의 이벤트 매개변수를 

$event라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는 이벤트 객체와 스코프 내부의 item 속성을 매개 변수로 handleClick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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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on v-on:click="handleClick($event, item)">클릭</button>

HTML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

DOM 이벤트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는 의미입니다.

 ▼ 이미지 로드 이벤트 핸들

<img src="image.png" v-on:load="show=true" v-bind:class="{hide:!show}">

HTML

이런 코드를 사용하면 이미지 로드가 종료될 때 트랜지션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img {
  opacity: 1;
  transition: opacity 1s;
}
img.hide {
  opacity: 0;
}

CSS

이 이외에도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이벤트라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요소의 스크롤 이벤트 핸들하기 -->
<div v-on:scroll="handler">
  콘텐츠

</div>
<!-- 마우스 휠 이벤트 핸들하기 -->
<div v-on:mousewheel="handler">
  콘텐츠

</div>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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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드래그 이벤트는 크롬과 IE10 이상에서만 동작하므로, IE9에서는 동작

하지 않습니다.

 ▼ IE9에서는 동작하지 않음

<div v-on:dragstart="handler" draggable>
  드래그 가능

</div>

HTML

 입력 양식 입력 추출하기

입력 양식의 입력 값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v-model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v-on 디렉티브를 사용해서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데이

터에 할당하는 처리를 직접 실시해 보겠습니다.

<input v-bind:value="message" v-on:input="handleInput">

HTML

new Vue({
  el: '#app',
  data: {
    message: 'Hello Vue.js',
  },
  methods: {
    handleInput: function(event) {
      // 할당 전에 어떤 처리하기

      this.message = event.target.value
    }
  }
})

Java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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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장식자

이벤트 장식자는 DOM 이벤트의 기본적인 동작을 변경해 주는 장식자입니다.

장식자 설명

.stop event.stopPropagation()을 호출합니다.

.prevent event.preventDefault()를 호출합니다.

.capture 캡처 모드로 DOM 이벤트를 핸들합니다.

.self 이벤트가 해당 요소에서 직접 발생할 때만 핸들러를 호출합니다.

.native 컴포넌트의 루트 요소 위에 있는 네이티브 이벤트를 핸들합니다.

.once 한 번만 핸들하게 합니다.

.passive {passive: true}로 DOM 이벤트를 핸들합니다.

클릭 이벤트는 다음과 같은 장식자를 사용해서 마우스 버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장식자 설명

.left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눌렀을 때만 핸들러를 호출합니다.

.right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렀을 때만 핸들러를 호출합니다.

.middle 마우스 중간 버튼으로 눌렀을 때만 핸들러를 호출합니다.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div v-on:click.right="handler">example</div>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컨텍스트 메뉴가 출력되지 않음 -->
<div v-on:click.right.prevent="handler">example</div>

HTML

다음과 같은 메소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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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C T I O N

산출 속성으로
처리를 포함한 데이터 만들기16

산출 속성이란, 처리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Mustache와 디렉티브의 값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자바스크립

트 식을 넣어버리면 템플릿의 가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산출 속성을 

사용하면 코드의 가독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답니다.

 산출 속성 사용 방법

산출 속성은 임의의 데이터를 리턴하는 함수를 computed 옵션에 정의합니다. 다

음 산출 속성 halfWidth는 width 속성의 절반을 계산해서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 main.js

new Vue({
  el: '#app',
  data: {
    width: 800
  },
  computed: {
    // 산출 속성 halfwidth 정의하기

    halfWidth:function() {
      return this.width / 2
    }
  }
})

JavaScript

computed는 함수로 정의했지만, 다음과 같이 속성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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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템플릿에서 사용하기

<p>{{ width }}의 절반은 {{ halfWidth }}입니다.</p>

HTML

 ▼ 메소드에서 사용하는 방법

console.log(this.halfWidth) // -> 400

JavaScript

computed에 정의한 함수는 Vue 인스턴스 초기화 때 내부적으로 Object.define 

Property 함수가 사용되어, Vue 인스턴스의 속성으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this.

halfWidth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출 속성을 조합해서 사용하기

산출 속성을 사용해서 다른 산출 속성을 정의할 수도 있고, 값으로 객체 또는 배

열을 사용해도 됩니다. 다음 산출 속성 halfPoint는 별도로 정의한 산출 속성 

halfWidth와 halfHeight를 사용해서, width와 height를 객체로 리턴합니다.

<p>X: {{ halfPoint.x }}</p>
<p>Y: {{ halfPoint.y }}</p>

HTML

new Vue({
  el: '#app',
  data: {
    width: 800,
    height: 600
  },
  computed: {
    halfWidth: function() {
      return this.width / 2
    },
    halfHeight: function() {
      return this.height / 2
    },
    // 'width×height'의 중심 좌표 객체 리턴하기

Java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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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fPoint: function() {
      return {
        x: this.halfWidth,
        y: this.halfHeight
      }
    }
  }
})

 ▼ 실제 렌더링 결과

<p>X: 400</p>
<p>Y: 300</p>

HTML

이러한 형태로 산출 속성을 여러 개로 구분한 뒤 조합해서 사용하면 더 다양한 활

용이 가능합니다.

 겟터와 셋터

산출 속성은 기본적으로 원래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출 속성에 

값을 대입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width halfWidth

get set원래 데이터 산출 속성

하지만 필요하면 셋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 halfWidth를 입력 양식에 바인딩하기

<input v-model.number="width"> {{ width }}
<input v-model.number="halfWidth"> {{ halfWidth }}

HTML

셋터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객체로 get과 set 속성을 함수로 정의합니다. 다

음 예는 산출 속성 halfWidth에 값을 대입하면, 이를 두배(2) 곱하여 width에 할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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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lfWidth에 셋터 구현하기

new Vue({
  el: '#app',
  data: {
    width: 800
  },
  computed: {
    halfWidth: {
      get:function() { return this.width / 2 },
      // halfWidth를 2배수한 숫자를 width에 할당하기

      set: function (val) { this.width = val * 2 },
    }
  }
})

HTML

width halfWidth

get set원래 데이터 산출 속성

산출 속성 halfWidth에 겟터와 셋터를 구현하면, width와 halfWidth가 양방

향 흐름을 가지게 되어서 항상 동기화됩니다.

 산출 속성 캐시 기능

산출 속성과 메소드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산출 속성은 리액티브 데이

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캐시합니다. 캐시의 트리거가 되는 것은 리액티브 데이터뿐입니

다.６ 예를 들어, 다음 산출 속성이 사용하는 Math.random()은 리액티브 데이터

가 아니므로, 몇 번을 실행해도 같은 숫자가 리턴됩니다.

６ 옮긴이   리액티브 데이터가 변경되기 전까지 산출 속성을 캐시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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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속성 -->
<ol>
  <li>{{ computedData }}</li>
  <li>{{ computedData }}</li>
</ol>
<!-- 메소드 -->
<ol>
  <li>{{ methodsData() }}</li>
  <li>{{ methodsData() }}</li>
</ol>

HTML

new Vue({
  el: '#app',
  computed: {
    computedData: function() { return Math.random() }
  },
  methods: {
    methodsData: function() { return Math.random() }
  }
})

JavaScript

따라서 용도에 따라 산출 속성과 메소드를 잘 구분해서 사용해 주세요.

 리스트 필터링

캐시 기능 때문에 산출 속성은 원래 데이터에 변경이 있을 때까지 처리를 추가로 실

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처리를 하기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서 필터링 기능을 가진 인터랙티브 리스트를 만들어봅시다.

다음 예는 산출 속성으로 리스트에서 ‘◯원 이하’의 상품을 ‘◯개 만’ 출력하는 기능

을 구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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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C T I O N

Vue Router란?47
Vue Router는 단일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Vue.js 확장 라이브러리입

니다. 컴포넌트와 URL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단일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란, 하나의 웹 페이지를 사용해서 요소의 내용만을 변경

해 화면을 이동하는 애플리케이션 설계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Single-page App 

lication’이라고 부르며, 줄여서 SP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용자의 조작이 있을 

때, 필요한 부분만 변경해서 출력하므로 렌더링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

습니다.

일반적인 페이지 이동 SPA의 페이지 이동

모두 다시 렌더링 필요한 것만 다시 렌더링

SPA로 만들면 페이지가 이동할 때 크로스 페이드나 슬라이드 등의 부드러운 애니메

이션을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동 시에 로딩 바 등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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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ue Router 설치하기

이 책에서는 Vue CLI로 만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를 만들어 주세요. 프로젝트 생성과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겠다면 7장을 참고해 주

세요.

 ● Vue Router 문서

  URL   https://router.vuejs.org

# 최신 버전 설치하기

npm install vue-router
# 이 책에서 사용한 버전 설치하기

npm install vue-router@3.0.6

 ▼ src/router.js

import Vue from 'vue'
import VueRouter from 'vue-router'
// 플러그인으로 등록

Vue.use(VueRouter)

JavaScript

 내장 컴포넌트

Vue Router를 설치하면 다음과 같은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 정의 태그 설명

<router-view> 라우트와 일치하는 컴포넌트를 렌더링합니다.

<router-link> 라우트 링크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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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C T I O N

간단한 SPA의 구조48
일단 간단한 라우터 정의를 살펴봅시다.

다음 예는 ‘Home’과 ‘Product’라는 두 개의 페이지를 가지는 SPA의 구조입니다. 각 

페이지의 콘텐츠는 컴포넌트로 정의합니다.

FileName프로젝트 루트

색칠한 파일과 폴더는 새로 추가한 것임. 
이외의 관계없는 파일은 생략

src

App.vue
main.js

router.js

views
Home.vue
Product.vue

 ▼ src/views/Home.vue

<template>
  <div class="home">
    <h1>Home</h1>
  </div>
</template>

HTML

 ▼ src/views/Prodct.vue

<template>
  <div class="product">
    <h1>상품 정보</h1>
  </div>
</template>

HTML



SECTION 48 간단한 SPA의 구조 283

내용은 <script> 태그도 작성하지 않고 템플릿만으로 구성된 굉장히 단순한 컴포

넌트입니다. 이어서 라우터 설정 파일 ‘router.js’를 만들고, ‘Home’과 ‘Product’ 컴포넌

트를 읽어 들일 경로와 맵핑합니다.

 ▼ src/router.js

import Vue from 'vue'
import VueRouter from 'vue-router'
// 라우트 전용 컴포넌트 읽어 들이기

import Home from '@/views/Home.vue'
import Product from '@/views/Product.vue'
// Vuex와 마찬가지로 플러그인 등록하기

Vue.use(VueRouter)

// VueRouter 인스턴스 생성하기

const router = new VueRouter({
  // URL의 경로와 연결할 컴포넌트 맵핑하기

  routes: [
    { path: '/', component: Home },
    { path: '/product', component: Product }
  ]
})

// 생성한 VueRouter 인스턴스 익스포트하기

export default router

JavaScript

이어서 라우터 설정 파일 ‘router.js’를 ‘main.js’에서 읽어 들이고 애플리케이션에 등록

합니다.

 ▼ src/main.js

import router from './router.js'
new Vue({
  el: '#app',
  router, // 애플리케이션 등록하기

  render: h => h(App)
})

JavaScript

‘App’ 컴포넌트 템플릿에 <router-view> 태그를 작성하면, 라우트와 매치하는 컴

포넌트의 내용을 렌더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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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c/App.vue

<template>
  <div id="app">
    <nav>
      <router-link to="/">Home</router-link>
      <router-link to="/product">상품 정보</router-link>
    </nav>
    <!-- 여기에 경로에 일치하는 컴포넌트가 들어감 -->
    <router-view />
  </div>
</template>

HTML

URL 경로가 /#/이라면 ‘Home’ 컴포넌트, /#/product라면 ‘Product’ 컴포넌트를 

렌더링합니다.

상품 정보 상품 정보

Home 상품 정보

http://localhost:8080/#/ 

Home

http://localhost:8080/#/product

Home

실제로 헤더 링크를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새로 페이지를 읽어 들이지 않고도 각각의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에 해시 붙이지 않기

Vue Router는 ‘해시(Hash)’와 ‘히스토리(History)’라는 두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으며, 

디폴트는 해시 모드입니다. 해시 모드에서는 해시 값의 변경에 따라 현재 라우트를 

감지하므로 브라우저에서 History API를 지원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서버에서 별도

의 설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URL에 #가 붙은 내부 페이지 링크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URL에서 이러한 해시를 제거하려면 생성자의 객체에서 히스토리 모드를 지정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