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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구글의 두들(Doodles)을 아시나요? 어느날 구글의 메인 페이지가 제 눈을 사로잡았는데, 지퍼

를 개발한 ‘기드온 선드백(Gideon Sundback)’의 탄생 132주년을 기념하는 두들이었습니다. (아쉽게

도 이 두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웹페이지는 찾아보기 힘들더군요. 단 ‘두들 지퍼’라는 검색어로 유튜브

에서 검색하면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들의 공식 페이지인 http://www.google.com/doodles/

gideon-sundbacks-132nd-birthday에서 간단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기드온 선드백 기념 두들 페이지  
[ 출처 ] http://www.google.com/doodles/gideon-sundbacks-132nd-birthday

이 책 에

대 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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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들을 접한 많은 분들이 구글의 센스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

다. 저도 마찬가지로 구글의 창의력에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들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찾아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때 구글의 이스터 에그*를 알게 되었고, 두들 콘텐츠의 뒷단에 숨어 있는 기술을 분

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두들 콘텐츠의 기술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하고 집필했습니다. 최대

한 기술적 중복을 제거한 7개의 샘플에 기술의 핵심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지요. 기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듯이, HTML5와 CSS3 그리고 JavaScript가 그것들이죠. 

물론 Node.js나 Websocket 그리고 WebGL 기술을 사용한 콘텐츠들도 있었지만, 이 기술들을 

모두 하나의 책에서 다루기에는 책이 가지는 집중도가 얕아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클라이언트 기술 중 특히 브라우저에 관련한 위 세 가지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습니

다.

구성

이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은 크게 ‘이론학습’과 ‘실전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에서 다루는 ‘이론학습’은 ‘실전학습’의 코드를 따라하고 이해하기 위

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선행학습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PROJECT 1 _ 춤추는 꽃

HTML5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캔버스(Canvas) 기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캔버스에 이미지를 출력하고 애

니메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학습합니다.

PROJECT 2 _ 중력 브라우저

*  이스터 에그(Easter egg)란 영화, 책, CD, DVD,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등에 숨겨진 메시지나 기능을 뜻합니다.   
[ 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이스터_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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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2dWeb 물리 라이브러리와 다음(Daum)의 오픈 API를 캔버스 기술에 접목하여 한동안 회자되었던 

‘google gravity’와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봅니다. 

PROJECT 3 _ 비디오 크로마키

HTML5에서 비디오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 봅니다. 또한 비디오를 캔버스와 접목하여 픽셀을 조작하는 

방법 또한 익혀 봅니다.

PROJECT 4 _ 우쿨렐레

HTML5에서 오디오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 봅니다. 또한 비동기 리소스 로더인 yepnope.js의 사용법을 

익히며 왜 비동기적인 리소스 로더가 필요한지 살펴 봅니다.

PROJECT 5 _ 코믹 스타일

CSS3를 사용하여 카툰 스타일의 콘텐츠를 제작해 봅니다. 이때 2D 변형에 대해 이해해 봅니다.

PROJECT 6 _ 팝업북

CSS3에서 사용하는 3D 변형을 이해하고 간단한 팝업북을 제작해 봅니다.

PROJECT 7 _ 춤추는 꽃, 모바일 편

1장에서 만든 PC 기반의 캔버스 콘텐츠를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변경해 봅니다. 이때 모바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터치 이벤트를 학습하며, 더불어 미디어 쿼리를 통한 다양한 분기 처리를 이해해 봅니다.

브라우저별 실전학습 프로젝트 실행표

아직도 HTML5의 기능이 모든 브라우저에서 작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폴리

필(polyfill)*이나 심(shim)**을 사용하여 모든 브라우저에서 작동될 수 있게 작업하곤 하지요. 대

중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으며 많이 사용되는 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Modernizr(http://modernizr.

*  폴리필(polyfill)이란 아직은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별도로 만들어 놓은 코드다. 
[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Polyfill

**  심(shim 또는 shiv)은 API를 가로채서 파라미터를 변경하거나 동작을 조작하거나 또는 다른 동작으로 리다이렉션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는 작은 
라이브러리다.  [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Shim_(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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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download/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물론 이것말고도 많은 폴리필이나 심이 존재합니

다. (https://github.com/Modernizr/Modernizr/wiki/HTML5-Cross-Browser-Polyfills에 방문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놀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폴리필이나 심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

면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기도 하고요. 대신 이 책을 

학습하는 분들을 위해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각 장의 실전학습 프로젝트가 의도했던 대로 

작동되는지 브라우저별로 명시한 내용이지요. 공부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브라우저별 실전학습 프로젝트 실행표

속성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IE 9 IE 10

PROJECT 1 

춤추는 꽃 ◦ ◦ ◦ ◦ ◦ ◦

PROJECT 2 

중력 브라우저 ◦ ◦ ◦ ▵* ▵* ◦

PROJECT 3 

비디오 크로마키 ◦ ◦ × × ▵** ▵**

PROJECT 4 

우쿨렐레 ◦ ◦ ◦ × ◦ ◦

PROJECT 5 

코믹 스타일 ◦ ◦ ◦ ◦ ◦ ◦

PROJECT 6 

팝업북*** ◦ × ◦ × × ×

PROJECT 7 

춤추는 꽃 모바일

안드로이드 iOS

기본 
브라우저

크롬  
모바일****

파이어폭스 
안드로이드

오페라  
미니

사파리  
모바일

크롬  
모바일*****

◦ ◦ ◦ ◦ ◦ ◦

* 중력이 적용된 돔 요소가 회전이 안 되며 실행 속도가 느림

**  픽셀 처리된 비디오의 재생은 가능하나 픽셀이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비디오를 서비스해 주는 서버에서 해당 비디오의 
MIME Type을 지원하지 않으면 비디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3D Transforms와 perspective 속성 모두를 지원하지 않으면 이상한 오류가 발생. 현재 이 두 가지 모두를 지원해 주는 브라우저

는 크롬과 사파리뿐임

****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이상에서 사용 가능

***** iOS 5.0 이상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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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책에서 설명한 코드는 모두 깃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master 브랜치 :  https://github.com/happpylee/book-code-html5

책의 master 브랜치입니다. 이곳은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종이에 한 번 적히면 수정하기 힘든 책의 특성을 감안하여, 오류와 에러가 발견될 때마다 이곳 

master 브랜치에 수정된 내용을 올릴 것입니다. 코드처럼 책도 항상 버그(bug)가 있더군요. 오

류와 에러를 발견한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

한 부분입니다.

■ tag 브랜치 :  https://github.com/happpylee/book-code-html5/releases/tag/first.edition

책이 인쇄되는 시점에 작성된 동일한 버전의 코드는 위 주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

하면 책에 적힌 라인 번호까지 일치시키려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틀린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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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인쇄되는 시점의 tag 페이지입니다. 이 코드들은 절대 수정될 일이 없겠죠!

만약 깃허브에 접속하여 파일을 다운받는 것이 불편한 분을 위해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도 알려 드리지요. 브라우저에서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면 파일이 바로 다운로드될 것입니다.

■ 코드 다운로드 : https://github.com/happpylee/book-code-html5/archive/first.edition.zip

대개 개발 서적에서는 코드의 일부분만을 제시하고 나머지 부분 또는 전체 코드는 첨부 파일

에서 확인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틀렸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법이 때론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지요. 또한 

책을 읽는 시점에 코드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 

책에서는 샘플 코드 전체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몇몇 샘플코드는 부분만 제시하기도 합

니다.) 결코 책의 분량을 늘리기 위한 저자의 숨은 의도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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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독자

이 책을 읽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부류의 독자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독자군

아마도 개발자들과 함께하는 디자이너나 기획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코드 자체에

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각 장에서 다루는 기술적 주제를 확인

한 후 이론학습 부분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학습이라도 간간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감히 넘어가면 됩니다. 굳이 붙잡고 시간을 

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7개의 이론학습만 보더라도 충분히 많은 양의 지식을 쌓을 수 있

으며, 개발자들과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기술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과 콘텐츠 기획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독자군

개발자일 확률이 가장 높을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코드로 소화하고 싶

은 분이라면 기본적인 HTML, CSS, JavaScript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바스크립트

와 관련하여 변수가 무엇인지, 함수가 무엇인지 그 기본 문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지요.

우선 이론학습과 그와 관련한 샘플코드를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길지 않은 샘플코드 같은 경

우에는 자신이 선호하는 IDE를 사용하여 직접 작성하는 수고를 마다치 않는 것도 좋은 학습법

일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부담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코드를 다

운받아 실행해 보는 수고는 해야 합니다. 백문이불여일타! 개발자에겐 꼭 수행과 같은 작업이

지요. 그다음으로는 실전학습 프로젝트의 코드를 ‘읽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굳이 코드를 따라

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변경하여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렇게 하면 되고요. 

15이 책에 대하여



실전학습 프로젝트에 작성된 코드를 모두 이해해야겠다는 부담감은 처음부터 가지지 않았으

면 좋겠습니다. 남이 작성한 코드를 어떻게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론학습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실전학습 프로젝트 코드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나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는 

것으로도 충분한 학습이 될 테니까요. 그중에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코드가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준비물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코드를 직접 다루는 개발자 분들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능이 충실한 IDE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PhpStorm이라는 I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ttp://www.jetbrains.com/phpstorm/에

서 30일 체험 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클립스 기반의 Aptana Studio를 다운 

받아 설치해도 됩니다. (http://www.aptana.com/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툴은 오픈 소스 IDE이

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Sublime Text(http://www.sublimetext.com/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나 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Coda 2(http://www.panic.com/coda/에서 다운받

을 수 있습니다)도 추천해 봅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IDE는 여러분이 지

금까지 사용하던 바로 그 IDE입니다. 

웹 호스팅 또는 자신의 PC를 서버로 만들어야 합니다

책에서 다루는 일부 코드는 서버를 통해 브라우저를 열어야 제대로 작동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보안 에러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버를 통해 접속하게 되면 문제가 말끔하게 사

라집니다. 

16 인터랙티브 웹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 HTML5, CSS3, JavaScript로의 코드 여행



서버를 통하지 않고 웹브라우저를 열면 보안 에러가 뜨기도 합니다.

물론, 이미 웹 호스팅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난감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PC를 서버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

다. 윈도우 유저와 맥 유저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이 내용은 부록에 옮겨 

담았습니다. 꼭 참고하여 자신의 OS에 맞는 서버를 PC에 준비해 두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으

면 좋겠습니다.

A/S

책을 보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메일이나 카페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메일 happpylee@gmail.com

카페 http://cafe.naver.com/happpyle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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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책이 세상에 나왔네요. 장성두 대표님, 또 한 번의 책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

니다. 이민숙 과장님 그리고 이슬 씨, 따뜻하고 아름다운 편집으로 보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이 책다운 이유는 다 두 분 때문입니다. 

책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그려준 우리 첫째 딸 하은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 때문에 많

이 속상하고 힘들지? 아빠는 동생 예뻐해 주는 하은이가 너무 든든하단다. 예쁜 그림 그려줘

서 아주 고마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애굣덩어리 둘째 딸 성은이, 너의 그 미소와 뽀뽀가 

없었다면 아빠는 아마 이 책을 마무리 짓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성은아. 가족이란 이름이 가

장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나의 반쪽 최경림, 두 아이의 엄마로서 살아가는 네가 있어 

난 언제나 든든해. 사랑한다, 마누라.

책을 쓰는 처음부터 아이디어와 조언을 주며 좋은 책이 되길 기대해 주던 개발자 박기용 씨에

게 언제나 끊임없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책 나오면 맛난 식사 함께해요. 정확한 시선으로 구성

의 장단점을 살펴봐주던 동료 개발자 김정구 씨의 냉철한 조언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이 괜찮

은 책이 나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고마워요. 전화를 사이에 두고 묻고 또 묻는 저의 이야기에 

하나하나 체크해 주며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jQuery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웹 콘텐츠 제

작》의 저자 김춘경 씨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책 들고 사무실 놀러 갈게요. 플래시 게임 

개발자에서 HTML5 게임 개발자로 적절한 시기에 전환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김찬수 팀장님께

도 감사를 드립니다. 게임 ZooVale을 통해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곳에는 적지 못했지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

니다. 평생 개발자로 살아가면서 좋은 책 좋은 글 많이 쓰고 싶은 꿈 이뤄갈 수 있도록 끊임없

는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진한 레몬에이드를 마시며... 

이명희 올림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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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1

HTML

딸 아이가 그린 그림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마을은 화사하고, 동물들은 웃으며, 꽃들은 

춤추고 노래했지요. 하늘엔 구름이 뭉실뭉실 떠다니며 작은 파티를 열고 있었고요. 너

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속 기쁨이 일어나며, 전 딸에게 예쁜 애니메이션 

하나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춤추는 꽃



학 . 습 .목 . 표

이번 장에서 학습하게 될 내용입니다.

•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

•  로드한 이미지를 원하는 크기로 자른 후 저장하는 방법

•  캔버스와 컨텍스트를 생성하는 방법

•  캔버스에서 이미지를 변환하는 방법

•  캔버스에서 애니메이션 루프를 수행하는 방법

프 . 로 .젝 . 트

아래의 URL에 방문해 보세요. 이번 장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 무엇인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happpylee.com/book2/dancing_flower/

화면에는 구름이 흐르고 꽃이 춤추는 예쁘고 화사한 마을이 나타날 겁

니다. 아이들의 밝고 환한 마음이 전달되어 제 마음이 한껏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되지요? 안 그런가요?

그림 1 – 1   <춤추는 꽃> 프로젝트 실행화면



211-1  브라우저에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

1-1 브라우저에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HTML의 <img> 요소 사용

  CSS의 background-image 속성 사용

   JavaScript의 createElement 메소드 사용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Dom 트리의 최상위(Root) 객체인 Document의 createElement 메소드’라고 말해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이 메소드를 사용하는 곳이 대개 JavaScript 내부니까 편의상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1-1 HTML의 <img> 요소 사용

<img src="이미지 파일 이름">

위 스크립트를 HTML의 <body> 요소 안에 

작성하면 src에 등록된 이미지가 브라우저에 

출력됩니다.

그림 1 – 2   <img> 요소를 사용하여 이미지 표시하기

이 . 론 . 학 . 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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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의 구현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 1 - 1  <img> 요소를 사용하여 브라우저에 이미지 표시하기   
�
1. <!DOCTYPE html>
2. <html>
3. <head>
4.     <meta charset="utf-8">
5.     <title>이미지 표시하기 - HTML</title>
6. </head>
7. <body>
8.     <img src="res/burger_house.png">
9. </body>
10. </html>

� 샘플코드 ▶▶▶ ch1_dancing_flower/sample/using_image_html.html

1-1-2 CSS의 background-image 속성 사용

CSS
#image { 
   width : 이미지 가로 크기; 
   height : 이미지 세로 크기;
   background-image : url("이미지 파일 이름");
}

HTML
<div id="image"></div>

CSS 코드를 HTML의 <head> 요소에 <style> 요소로 감싸 넣고 HTML 코드를 <body> 요소 

안에 작성하면 [그림 1-2]와 동일한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코드는 다음

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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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1 - 2  background-image 속성을 사용하여 브라우저에 이미지 표시하기   
�
1. <!DOCTYPE html>
2. <html>
3. <head>
4.     <meta charset="utf-8">
5.     <title>이미지 표시하기 - CSS</title>
6.     <style>
7.         #image {
8.             width: 150px;
9.             height: 164px;
10.             background-image: url("res/burger_house.png");
11.         }
12.     </style>
13. </head>
14. <body>
15.     <div id="image"></div>
16. </body>
17. </html>

� 샘플코드 ▶▶▶ ch1_dancing_flower/sample/using_image_css.html 

물론 위 코드를 inline style로 바꾸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코드 1 - 3  CSS inline style을 사용하여 브라우저에 이미지 표시하기   
�
1. <!DOCTYPE html>
2. <html>
3. <head>
4.     <meta charset="utf-8">
5.     <title>이미지 표시하기 - CSS inline style</title>
6. </head>
7. <body>
8.     <div style="width: 150px; height: 164px;  
                 background-image: url('res/burger_house.png');"></div>
9. </body>
10. </html>

� 샘플코드 ▶▶▶ ch1_dancing_flower/sample/using_image_css_inlin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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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JavaScript의 createElement 메소드 사용

document.createElement("만들고 싶은 요소의 Tag 이름");

createElement 메소드에 파라미터 값으로 태그 이름을 넣고 호출하면 해당 이름의 요소 객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요소를 동적으로 생성할 때 주로 사

용하게 되지요. 아래의 코드는 이 메소드를 사용하여 [그림 1-2]와 동일한 내용을 구현하는 코

드입니다.

코드 1 - 4  createElement 메소드를 사용하여 브라우저에 이미지 표시하기   
�
1. <!DOCTYPE html>
2. <html>
3. <head>
4.     <meta charset="utf-8">
5.     <title>이미지 표시하기 - JavaScript</title>
6. </head>
7. <body>
8.     <script>
9.         var image = document.createElement("img");
10.         image.addEventListener("load", imageLoadHandler, false);
11.         image.src = "res/burger_house.png";
12. 
13.         function imageLoadHandler(event) {
14.             document.body.appendChild(image);
15.         }
16.     </script>
17. </body>
18. </html>

� 샘플코드 ▶▶▶ ch1_dancing_flower/sample/using_image_js.html  

document.createElement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HTML 요소를 넣으면 해당 요소가 만들어집

니다. 위 코드에서는 ‘img’를 넣었는데, 이는 <img> 요소를 만들겠다는 의미이지요. 만들어진 

<img> 요소에 실제 이미지 파일의 이름을 넣고 이벤트 리스너를 연결시키면, 해당 이미지의 

로드가 완료될 때 연결된 이벤트 리스너가 실행됩니다. 이때 document.body의 appendChild 메

소드를 사용하여 이미지 요소(<img>)를 브라우저에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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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캔버스를 생성하는 방법

이번엔 HTML5의 캔버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사실 <img> 요소만으로도 브라우저

에 무언가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수준의 픽셀 조작 및 그래픽 처리 향상을 위해 캔

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canvas> 요소를 생

성할 수 있습니다.

   HTML의 <canvas> 요소 사용

   JavaScript의 createElement 메소드 사용 

1-2-1 HTML의 <canvas> 요소 사용

<canvas id="캔버스 ID" width="캔버스 가로 크기" height="캔버스 세로 크기"></canvas>

위 스크립트로 브라우저에 캔버스를 생성할 수는 있으나 눈으로는 바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겁

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캔버스 영역을 나타내는 임의의 스타일을 입혀 보았습니다.

코드 1 - 5  <canvas> 요소를 사용하여 캔버스 만들기   
�
1. <!DOCTYPE html>
2. <html>
3. <head>
4.     <meta charset="utf-8">
5.     <title>캔버스 생성하기 - HTML</title>
6. </head>
7. <body>
8.     <div id="canvasContainer">
9.         <canvas id="myCanvas" width="200" height="200"  
                 style="border: 1px dashed #ff255f;"></canvas>
10.     </div>
11. </body>
12. </html>

� 샘플코드 ▶▶▶ ch1_dancing_flower/sample/creating_canvas_html.html  

그리고 위 코드의 결과 화면은 [그림 1-3]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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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canvas> 요소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코

드에서와 같이 <div> 요소로 감싸서 이를 조작하는 형태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야 캔버스 콘텐츠와 상관없이 위치잡기 

등의 레이아웃 구성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1-2-2 JavaScript의 createElement 메소드 사용

document.createElement("만들고 싶은 요소의 Tag 이름");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이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캔버스 요소를 생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래의 코드는 [그림 1-3]을 구현하는 코드입니다.

코드 1 - 6  createElement 메소드를 사용하여 캔버스 만들기   
�
1. <!DOCTYPE html>
2. <html>
3. <head>
4.     <meta charset="utf-8">
5.     <title>캔버스 생성하기 - JavaScript</title>
6. </head>
7. <body>
8.     <script>
9.         var canvasContainer = document.createElement("div");
10.         var myCanvas = document.createElement("canvas");
11.         myCanvas.width = 200;
12.         myCanvas.height = 200;
13.         myCanvas.style.border = "1px dashed #ff255f";
14.         canvasContainer.appendChild(myCanvas);
15.         document.body.appendChild(canvasContainer);
16.     </script>
17. </body>
18. </html>

� 샘플코드 ▶▶▶ ch1_dancing_flower/sample/creating_canvas_js.html  

그림 1 – 3   <canvas> 요소를 사용하

여 캔버스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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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Element 메소드를 사용하여 동적으로 <div> 요소와 <canvas> 요소, 이렇게 2개의 객체

를 만들었습니다. <canvas> 요소는 가로와 세로 크기를 임의의 크기로 정하지 않으면, 기본값

으로 가로는 300픽셀 세로는 150픽셀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1-3 캔버스에 이미지를 그리는 방법

<canvas> 요소를 생성한 이유는 바로 그 위에 무언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캔버스의 컨텍스트(context)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캔버스에 무언가를 그리거나 

표시할 때는 캔버스가 아니라 캔버스의 컨텍스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케치북으로 비유를 하자면, 스케치북 또는 스케치북 커버는 캔버스에 해당되고 스케치북의 

흰 종이는 컨텍스트에 해당됩니다. 스케치북 커버에 그림을 그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캔버스의 참조 값.getContext("2d");

캔버스의 컨텍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스크립트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캔버스의 참조 값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1-3-1 HTML에서 <canvas> 요소를 생성했을 때, 캔버스의 참조 값 얻기

HTML의 내부에서 직접 <canvas> 요소를 생성했을 때 id를 함께 사용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

다. 바로 이 id를 사용하여 자바스크립트 코드 내에서 해당 캔버스의 참조 값을 얻을 수 있습

니다. 이때 사용하는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document.getElementById("원하는 요소의 id");

HTML 내부에서 사용한 id를 이용하면 어떤 요소라도 참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캔

버스의 참조 값을 얻었다면 해당 캔버스의 컨텍스트를 얻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쉽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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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1 - 7  getElementById 메소드를 사용하여 캔버스의 참조 값 얻기   
�
1. <!DOCTYPE html>
2. <html>
3. <head>
4.     <meta charset="utf-8">
5.     <title>캔버스의 참조 값 얻기</title>
6. </head>
7. <body>
8.     <div id="canvasContainer">
9.         <canvas id="myCanvas" width="200" height="200"  
                 style="border: 1px dashed #ff255f;"></canvas>
10.     </div>
11.  
12.     <script>
13.        var myCanvas = document.getElementById("myCanvas");
14.     </script>
15. </body>
16. </html>

� 샘플코드 ▶▶▶ ch1_dancing_flower/sample/getting_context.html  

위 코드는 <canvas> 요소의 id인 “myCanvas”를 사용하여 캔버스 객체의 참조 값을 얻고 이를 

변수 myCanvas에 저장하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1-3-2 <canvas> 요소를 동적으로 생성했을 때, 캔버스의 참조 값 얻기

동적으로 생성된 캔버스는 다른 작업이 필요없이 바로 컨텍스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

과 같이 말이죠. 

�
var myCanvas = document.createElement("canvas"); 
var myContext = myCanvas.getContext("2d");

�

<canvas> 요소를 생성한 후 이 요소에서 getContext 메소드를 통해 해당 캔버스의 컨텍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로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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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drawImage 메소드

컨텍스트.drawImage(image, dx, dy);
컨텍스트.drawImage(image, dx, dy, dw, dh);
컨텍스트.drawImage(image, sx, sy, sw, sh, dx, dy, dw, dh);

컨텍스트에는 시그니처가 다른 세 종류의 

drawImage 메소드가 있고 이를 통해 캔버스

에 이미지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1-4]의 사이트에 방문하면 2D Context에 대한 

스펙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W3C의 2D Context 스펙 페이지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Conformance requirements’ 절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 CanvasRenderingCon-

text2D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IDL이 보일 것이

고, 그 정의 속에는 앞에서 언급한 3종류의 

drawImage 메소드가 보일 것입니다.

그림 1 – 5   drawImage 메소드

그림 1 – 4   W3C의 2D Context 스펙 문서 
http://www.w3.org/TR/2012/CR-2dcontext-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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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드 이름은 drawImage로 같은데 파라미터의 개수와 구성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는 기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

야 할 drawImage 메소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컨텍스트.drawImage(image, dx, dy);

이미지(image)를 원하는 캔버스 위치(dx, dy)에 그릴 때 사용합니다.

image

dy

dx

canvas

그림 1 – 6   첫 번째 drawImage 메소드

컨텍스트.drawImage(image, dx, dy, dw, dh);

이미지를 dx와 dy의 위치에 그리는데, 이때 그려지는 이미지의 가로와 세로 크기를 dw와 dh로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dw나 dh가 image의 크기보다 작거나 크다면 이미지에는 변형

이 생기게 되지요.

canvas
dy

dh

dw

dx image

그림 1 – 7   두 번째 drawImage 메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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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 drawImage(image, sx, sy, sw, sh, dx, dy, dw, dh);

파라미터의 수가 굉장히 많지만 알고 보면 매우 간단한 메소드입니다. 주로 소스(source)가 되는 

이미지의 일부만 캔버스에 그리려고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y

sx

sh

sw

image

dh

dw

dy

dx

image
(source)

canvas

그림 1 – 8   세 번째 drawImage 메소드

즉 소스 이미지의 일부분을 선택한 후 캔버스의 특정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복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대개 복사된 이미지의 크기를 소스 이미지의 크기와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필요에 따라 그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당연히 복사한 이미지의 크기엔 변형

이 발생하겠지요.

다음 코드는 이미지를 로드한 후 캔버스의 특정 위치에 이미지를 다시 그리도록 구현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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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1 - 8  캔버스에 이미지 그리고 변환하기   
�
1. <!DOCTYPE html>
2. <html>
3. <head>
4.     <meta charset="utf-8">
5.     <title>캔버스에 이미지 그리고 변환하기</title>
6. </head>
7. <body>
8.     <script>
9.         // canvas 생성

10.         var canvasContainer = document.createElement("div");
11.         var myCanvas = document.createElement("canvas");
12.         myCanvas.width = 400;
13.         myCanvas.height = 400;
14.         myCanvas.style.border = "1px dashed #ff255f";
15.         canvasContainer.appendChild(myCanvas);
16.         document.body.appendChild(canvasContainer);
17. 
18.         // context 획득

19.         var canvasContext = myCanvas.getContext("2d");
20. 
21.         // 표시할 이미지 로드 시작

22.         var image = document.createElement("img");
23.         image.addEventListener("load", imageLoadHandler, false);
24.         image.src = "res/giraffe.png";
25. 
26.         // 표시할 이미지 로드 완료

27.         function imageLoadHandler(event) {
28.             drawImageOnContext();
29.         }
30. 
31.         // canvas(context)에 이미지 표시

32.         function drawImageOnContext() {
33.             canvasContext.drawImage(image, 0, 0); // (A)
34.             canvasContext.drawImage(image, 0, 240, 160, 84); // (C)
35.             canvasContext.drawImage(image, 300, 50); // (B)
36.         }
37.     </script>
38. </body>
39. </html>

� 샘플코드 ▶▶▶ ch1_dancing_flower/sample/context_draw.html

drawImageOnContext 메소드를 보면 컨텍스트의 drawImage 메소드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

니다. 이 코드에 대한 결과 화면은 [그림 1-9]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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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 – 9   drawImage 메소드를 사용하여 이미지 출력

B 그림을 보면 캔버스 영역 밖으로는 이미지가 출력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 또한 소

스 이미지의 크기와 동일하지 않으면 결과 화면의 이미지에 변형이 생기는 것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drawImage의 시그니처(Method Signature)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oid drawImage((HTMLImageElement or HTMLCanvasElement or HTMLVideoElement) image,

그림 1 - 10   drawImage 시그니처

image 파라미터 앞에 3가지 타입(type)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HTMLImageElement, HTMLCa-

nvasElement, HTMLVideoElement입니다. 즉 drawImage의 첫 번째 파라미터인 image에는 위의 3가지 타

입에 속하는 요소라면 어떤 것이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img> 요소뿐만 아니라 <canvas> 요소나 <video> 요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HTML5의 캔버스가 얼

마나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첫 번째 파라

미터인 image에 <canvas> 요소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video> 요소의 사용은 비디오 관련 프로

젝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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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캔버스에서 이미지를 변환하는 방법

변환이라는 용어를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변환을 다른 말로 하면 이미지를 회전하거나 크

기를 변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변환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업

을 진행하게 되지요. 이미지 하나가 자신의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한다고 생각하며 읽어주세요.

➊   컨텍스트 상태, 즉 드로잉 상태(drawing states)를 저장합니다.

➋   변환행렬을 단위행렬로 초기화합니다.

➌   이미지의 중심으로 컨텍스트의 원점을 이동시킵니다.

➍   컨텍스트를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합니다. 즉 변환을 실행합니다.

➎   저장했던 컨텍스트 상태를 복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4-1 컨텍스트 상태 저장

컨텍스트에는 상태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텍스트에 사각형을 그리려고 할 때

(context.fillRect) 사각형을 채우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설정했다면(context.fillStyle) 이후로 어떠한 사

각형을 그리더라도 그 내부는 빨간색으로 채워집니다. 사각형을 채우는 상태 정보가 빨간색으

로 설정된 것이지요. 만약 녹색으로 사각형을 채우고 싶다면 사각형을 채우는 상태 정보를 녹색

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려지는 모든 사각형은 녹색으로 채워지게 되지요.

[그림 1-11]에는 4개의 사각형이 그려져 있습

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사각형을 그

렸다면 ‘사각형을 채우는 상태 정보’를 설정하

는 context.fillStyle 메소드를 세 번 호출한 것

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지막 

사각형을 빨간색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요. (기

본 색은 검정색입니다.) 정말 그렇게 했는지 [그

림 1-11]을 구현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1 – 11   컨텍스트의 상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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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1 - 9  컨텍스트의 상태정보 이해하기   
�
1. <!DOCTYPE html>
2. <html>
3. <head>
4.     <meta charset="utf-8">
5.     <title>컨텍스트 상태정보 이해하기</title>
6. </head>
7. <body>
8.     <div id="canvasContainer">
9.         <canvas id="myCanvas" width="250" height="70"  
                 style="border: 1px dashed #ff255f;"></canvas>
10.     </div>
11.  
12.     <script>
13.         var myCanvas = document.getElementById("myCanvas");
14.         var myContext = myCanvas.getContext("2d");
15.  
16.         // 첫 번째 사각형

17.         myContext.fillStyle = "#ff0000";
18.         myContext.fillRect(10, 10, 50, 50);
19.  
20.         // 두 번째 사각형

21.         myContext.fillRect(70, 10, 50, 50);
22.  
23.         // 세 번째 사각형

24.         myContext.save();
25.         myContext.fillStyle = "#00ff00";
26.         myContext.fillRect(130, 10, 50, 50);
27.  
28.         // 네번째 사각형

29.         myContext.restore();
30.         myContext.fillRect(190, 10, 50, 50);
31.     </script>
32. </body>
33. </html>

� 샘플코드 ▶▶▶ ch1_dancing_flower/sample/context_states.html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색의 정보를 바꾸는 코드 라인은 2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 [그림 1-11]에는 빨간색 사각형에서 녹색 사각형으로 그리고 다시 빨간색 사각

형으로 색의 상태 정보가 변경된 것 같은데 말이죠. 비밀은 24와 29라인에 적혀 있는 context.

save 메소드와 context.restore 메소드에 있습니다. 메소드 이름 그대로 컨텍스트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복원하는 기능을 가진 메소드지요. 만약 이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빨간색 사

각형 2개와 녹색 사각형 2개가 그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위 [코드 1-9]에서는 녹색으로 색 상태

를 바꾸기 전에 빨간색의 색 상태를 24라인에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녹색 사각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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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색 상태 정보를 바꾸고 1개의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마지막 상자를 그릴 때 앞에서 저장했

던 상태 정보를 다시 복원하는 코드가 29라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자는 녹색이 아닌 빨간색

으로 채워지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컨텍스트의 상태 정보는 저장할 수도 있고 복원도 할 수 있

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복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상태 정보는 아래와 같답니다. 뭐 그렇다고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현재의 변환행렬(The current transformation matrix)

•   현재의 클리핑 영역(The current clipping region)

•   아래 속성들에 대한 현재 값(The current values of the following attributes) 

strokeStyle, fillStyle, globalAlpha, lineWidth, lineCap, lineJoin, miterLimit, shadowOffsetX, shado-

wOffsetY, shadowBlur, shadowColor, globalCompositeOperation, font, textAlign, textBaseline

중요한 것은 ‘현재의 기본 패스 정보’나 ‘현재의 비트맵 정보’는 상태 정보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것들까지도 상태 정보에 저장이 된다면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가 정말 힘들

었을 겁니다. 저장되었던 상태 정보를 다시 복원했을 때 이전에 저장되었던 패스 또는 비트맵 

정보가 그대로 복원될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림 1-12]와 같이 이미지의 흔적

들이 계속 남아있게 될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네요. 

사실 아직까지도 컨텍스트의 상태 정보가 왜 

필요하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이 안 오는 분

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백업(backup)이

나 스냅샷(snapshot)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

다. 백업이나 스냅샷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

유는 해당 시점의 상태로 빨리 복원하고 싶어

서 입니다. 이와 같이 컨텍스트의 특정 시점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저장해 둘 수 있다면 다

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속도뿐만 아니라 

코드 구현에도 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컨텍스트의 특정 시점을 저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림 1 – 12   컨텍스트 상태에 비트맵 정보가 저장된다고 
가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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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텍스트.save();

컨텍스트의 save 메소드를 사용하면 현재의 컨텍스트 상태 정보를 스택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

미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지요?

 컨텍스트.restore();

그리고 컨텍스트의 restore 메소드를 사용하면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 정보를 꺼내와 현

재의 컨텍스트 정보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컨텍스트의 상태 정보에 대한 W3C의 스펙 정의는 

http://www.w3.org/TR/2012/CR-2dcontext-20121217/#the-canvas-state 에 나와 있습니다. 꼭 찾아가서 

살펴보길 바랍니다.

1-4-2 변환행렬을 단위행렬로 초기화

우선 내용을 계속 진행하기 전에 ‘단위행렬’ 

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단

위’가 뜻하는 것은 곱셈에서 1을 사용하는 것

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수에 1을 곱하면 결과 값은 무

엇일까요? 당연히 1을 곱해도 원래의 값이 바

뀌지는 않습니다. 즉 1은 곱셉이라는 연산의 

항등원인 것이죠.

만약 1이라는 수에 이런저런 연산을 하게 되

면 1은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습

니다. 그러다 처음부터 새롭게 연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앞에서 

변경된 수를 1로 초기화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예상하지 않은 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새로운 연산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1로 초

기화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실수가 아닌 행렬입니다. 그렇기 때

항등원

실수 + 0

실수 × 1

정사각행렬 + 영행렬

정사각행렬 × 단위행렬

그림 1 – 13   단위행렬은 다른 어떤 행렬과 곱해도 그 대
상을 변하게 하지 않는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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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초기화를 한다는 것은 ‘단위행렬’을 만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지요. 앞에서 말한 1

로 초기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위행렬로 초기화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렬과 곱해도 그 값이 변하지 않는 행렬

로 초기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단위행렬로 초기화를 해야 새롭게 적용하는 변환들이 오

류 없이 올바르게 적용됩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럼 단위행렬로 어떻게 초기화하면 될까요?

컨텍스트.transform(a, b, c, d, e, f);

컨텍스트에는 transform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파라미터가 존재하지요. 이 파라미

터를 행렬로 표현하면 [그림 1-14]와 같게 되는데 값의 순서나 위치를 잘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위행렬은 a와 d의 값이 모두 1이고 b, c, e, f의 값이 모두 0일 때를 말합니다. 즉 행 

번호와 열 번호가 같은 위치의 값은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을 가지는 행렬을 말하는데 [그림 

1-15]에 이를 표시했으니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a c e

b d f

0 0 1

1 0 0

0 1 0

0 0 1
그림 1 – 14  transform 메소드의 파라미터 위치 그림 1 – 15  단위행렬

결론적으로, 변환행렬을 단위행렬로 초기화할 때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
컨텍스트.transform(1, 0, 0, 1,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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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변환하려는 요소의 중심으로 컨텍스트 이동

변환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미지가 회전한다고 가정합

시다. 그런데 막상 회전하려고 하는데 기준점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를 중심으로 

회전해야 하는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회전을 위한 기준점을 정해야 제대로 된 회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다시 우리의 컨텍스트로 돌아와 봅시다. 컨텍스트 위에 이미지 하나를 표시했습니다. 그리

고 이 이미지를 회전하기 위해 컨텍스트에 있는 rotate 메소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코드 1 - 10  컨텍스트의 이동 없이 이미지 회전하기   
�
1. <!DOCTYPE html>
2. <html>
3. <head>
4.     <meta charset="utf-8">
5.     <title>이미지의 회전1</title>
6. </head>
7. <body>
8.     <script>
9.         // canvas 생성

10.         var canvasContainer = document.createElement("div");
11.         var myCanvas = document.createElement("canvas");
12.         myCanvas.width = 300;
13.         myCanvas.height = 300;
14.         myCanvas.style.border = "1px dashed #ff255f";
15.         canvasContainer.appendChild(myCanvas);
16.         document.body.appendChild(canvasContainer);
17.  
18.         // context 획득

19.         var canvasContext = myCanvas.getContext("2d");
20.  
21.         // 표시할 이미지 로드 시작

22.         var image = document.createElement("img");
23.         image.addEventListener("load", imageLoadHandler, false);
24.         image.src = "res/apple_tree.png";
25.  
26.         // 표시할 이미지 로드 완료

27.         function imageLoadHandler(event) {
28.             drawImageOnContext();
29.         }
30.  
31.         // canvas(context)에 이미지 표시

32.         function drawImageOnContext() {
33.             canvasContext.save();
34.             canvasContext.transform(1, 0, 0, 1, 0, 0);
35.             canvasContext.rotate(45 * Math.PI / 180);
36.             canvasContext.drawImage(image,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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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canvasContext.restore();
38.         }
39.     </script>
40. </body>
41. </html>

� 샘플코드 ▶▶▶ ch1_dancing_flower/sample/context_transform1.html

위 코드를 실행해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지를 중심으로 45도 

회전하지 않고 다음 그림과 같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당황스러울 뿐이지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그림 1-16]에는 없는, 가상의 좌표들을 표시한 

이미지를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그림 1-17]을 보면 실제로 회전한 것은 캔버스가 아니라 컨텍스트라는 점입니다. 물론 rotate 메

소드가 컨텍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

만, 대개 이렇게 회전할 때 이미지 자체가 회전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결

코 이미지는 회전한 적이 없습니다. 캔버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환은 컨텍스트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지요. 이러한 개념을 처음 접하는 분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으나 알고 보면 

너무나도 쉬운 개념입니다.

canvas

context

Y X

X

그림 1 – 17   컨텍스트 이동 없이 회전그림 1 – 16   브라우저 밖으로 회전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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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18   색연필로 그린 물고기와 색종이로 만든 물고기

캔버스의 컨텍스트는 보류 모드(Retained mode)가 아닌 즉시 모드(Immediate mode)로 작동됩니

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1-18]을 보면 물고기가 보입니다. 한 마리는 색

연필로, 또 한 마리는 색종이로 만들어졌지요. 만약 이 물고기들을 90도 회전시키고 싶다면 어

떻게 하면 될까요? 색종이로 만든 물고기는 그냥 돌려서 자리배치를 다시 해 주면 됩니다. (플

랫폼에서 이미 렌더링하여 객체화시켜 놨습니다.) 하지만 색연필로 그려진 물고기는 어떻게 해 볼 도

리가 없습니다. 그냥 스케치북을 깨끗이 지운 후(이게 가능하다면 말이죠!) 회전한 형태로 다시 

그려야 합니다.

이처럼 보류 모드의 렌더링 스타일에서는 조

작이 가능한 완전한 객체가 미리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쉽게 조작이 가능한 

것이죠. 아마도 플래시로 콘텐츠를 만들었던 

분이라면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플래시는 

보류 모드입니다.) 하지만 즉시 모드의 렌더링 

스타일에서는 조작 가능한 객체 자체가 없습

니다.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

하여 그림을 그리는 메소드를 호출해야만 하

지요. 

그림 1 – 19  90도 회전한 두 종류의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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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그림 1-17]을 살펴볼까요? 컨텍스트가 회전할 때 어디를 기준점으로 하여 회전하는지 살

펴봐야 합니다. 컨텍스트가 한 번도 이동한 적이 없으니 캔버스의 원점과 동일한 위치를 기준

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텍스트가 회전하기 전에 컨텍스트의 위

치를 이미지의 중심으로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코드 1 - 11  컨텍스트의 이동과 회전
�
31.         // canvas(context)에 이미지 표시

32.         function drawImageOnContext() {
33.             canvasContext.save();
34.             canvasContext.transform(1, 0, 0, 1, 0, 0);
35.             canvasContext.translate(50 + image.width/2, 50 + image.height/2);
36.             // canvasContext.scale(2, 2);
37.             canvasContext.rotate(45 * Math.PI / 180);
38.             canvasContext.drawImage(image, -(image.width/2), -(image.height/2));
39.             canvasContext.restore();
40.         }

� 샘플코드 ▶▶▶ ch1_dancing_flower/sample/context_transform2.html

위 코드가 [코드 1-10]과 다른 점은 이미지를 컨텍스트에 그리기 전에 컨텍스트가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35라인을 보면 컨텍스트의 translate 메소드를 사용하여 이미지가 놓이게 될 위치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한 후에야 회전하고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컨텍스트

에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지를 컨텍스트에 그릴 때 이전과는 다른 값을 drawImage 메소

드에 사용하고 있고요. (이유는 컨텍스트의 원점이 이미지의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X

Y canvas

context

XY

(0, 0) (0, 0)

(0, 0)

그림 1 – 20   컨텍스트 이동 후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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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컨텍스트의 원점이 이제는 

이미지의 중심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전을 하든 확대

를 하든 이미지의 중심을 기준으로 변환이 이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회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죠. 참고로 36라인의 주석을 제거해서 실행해 보면 이미지의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과 함께 확대도 될 것입니다. 

1-4-4 적용하고 싶은 변환의 실행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컨텍스트의 메소드 중에 변환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텍스트.scale(x, y);
 컨텍스트.rotate(angle);
 컨텍스트.translate(x, y);
 컨텍스트.transform(a, b, c, d, e, f);

위 메소드 중 앞의 세 가지는 네 번째의 transform 메소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림 1-22]를 

보면 행렬의 원소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값인지 알 수 있습니다.

1 0 e
0 1 f
0 0 1

평행이동

context.transform(1, 0, 0, 1, tx, ty);

a 0 0
0 d 0
0 0 1

확대 및 축소

context.transform(sx, 0, 0, sy, 0, 0);

a c 0
b d 0
0 0 1

회전

context.transform(cos(angle), -sin(angle),
   sin(angle), cos(angle), 0, 0);

그림 1 – 22   행렬의 원소가 수행하는 역할(angle은 라디안)

그림 1 – 21   컨텍스트 이동 후 회전과 
확대를 동시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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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rotate 메소드의 파라미터인 angle은 각도가 아닌 라디안을 넣어야 합니다. 각도를 라디안

으로 변환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디안 = 각도 × π ÷ 180

위 공식을 사용하면 원하는 각도를 라디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rotate 메소드의 파

라미터로 사용하면 되고요.

1-4-5 저장했던 컨텍스트 상태 복구

저장했던 컨텍스트를 복구하지 않으면 이후에 적용하는 내용이 원하는 모습으로 적용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환을 마쳤으면 특별한 의도가 없는 한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컨텍스트.restore();

복구를 위해서는 위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는데, 기억나죠?

지금까지 ‘캔버스에서 이미지를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

본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으로 간단한 샘플코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1 - 12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그리고 변환하기 (종합)   
�
1. <!DOCTYPE html>
2. <html>
3. <head>
4.     <meta charset="utf-8">
5.     <title>이미지의 변환 - 종합</title>
6. </head>
7. <body>
8.     <script>
9.         // canvas 생성

10.         var canvasContainer = document.createElement("div");
11.         var myCanvas = document.createElement("canvas");
12.         myCanvas.width = 400;
13.         myCanvas.height = 400;
14.         myCanvas.style.border = "1px dashed #ff25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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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anvasContainer.appendChild(myCanvas);
16.         document.body.appendChild(canvasContainer);
17.  
18.         // context 획득

19.         var canvasContext = myCanvas.getContext("2d");
20.  
21.         // 표시할 이미지 로드 시작

22.         var image = document.createElement("img");
23.         image.addEventListener("load", imageLoadHandler, false);
24.         image.src = "res/apple_tree.png";
25.  
26.         // 표시할 이미지 로드 완료

27.         function imageLoadHandler(event) {
28.             drawImageOnContext();
29.         }
30.  
31.         // canvas(context)에 이미지 표시

32.         function drawImageOnContext() {
33.             // 빨간색 채우기 상태 정보 설정

34.             canvasContext.fillStyle = "#ff0000";
35.  
36.             // 이미지 표시하기

37.             canvasContext.drawImage(image, 0, 0); // A
38.             canvasContext.drawImage(image, 0, 260, 160, 84); // B
39.             canvasContext.drawImage(image, 340, 50); // C
40.  
41.             // 현재의 컨텍스트 상태 정보 저장

42.             canvasContext.save();
43.  
44.             // 컨텍스트의 변환행렬 초기화

45.             canvasContext.transform(1, 0, 0, 1, 0, 0);
46.  
47.             // 컨텍스트의 이동(이미지 중심으로)
48.             canvasContext.translate(150 + image.width/2, 150 + image.height/2);
49.  
50.             // 새로운 컨텍스트 기준점으로 회전

51.             canvasContext.rotate(45 * Math.PI / 180);
52.  
53.             // 이동된 컨텍스트에 이미지 표시하기

54.             canvasContext.drawImage(image, -(image.width/2), -(image.height/2)); // D
55.  
56.             // 파란색 채우기 상태 정보 설정 및 사각형 그리기

57.             canvasContext.fillStyle = "#0000ff";
58.             canvasContext.fillRect(0, 0, 50, 50); // E
59.  
60.             // 스택에 저장되어 있던 컨텍스트 상태 복원

61.             canvasContext.restore();
62.  
63.             // (복원된) 빨간색 컨텍스트 상태 정보로 사각형 그리기

64.             // 그리기 기준점은 복원된 컨텍스트의 원점 (최초 원점)
65.             canvasContext.fillRect(100, 0, 50, 50); // F
66.         }
67.     </script>
68. </body>
69. </html>

� 샘플코드 ▶▶▶ ch1_dancing_flower/sample/context_transform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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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1-12]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XY

(0, 0)

X

Y

(0, 0)

F

A
D

C

EB

그림 1 – 23   이미지의 변환 (실제 결과 화면에 설명을 위한 좌표 표시)

예상했던 대로 이미지가 출력되었나요? 37, 38, 39라인에서 그리는 이미지는 [그림 1-23]의 A, 

B, C와 동일합니다. 이때는 아직 컨텍스트가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지가 표시되는 기준

점이 캔버스의 원점과 동일합니다. 그림에 표시한 검은색의 좌표가 캔버스의 좌표이기도 하며 

이동하기 전의 컨텍스트 좌표이기도 합니다. 코드 48라인에서는 드디어 컨텍스트를 이동합니

다. 이때 D 이미지가 놓이는 위치의 중앙으로 컨텍스트의 원점이 이동하게 되지요. 그리고 51

라인에서 회전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림에 표시한 하늘색 좌표는 이와 같은 컨텍스트의 이동

과 회전 후에 가지게 되는 원점이 되지요. 이제 이미지를 표시하면 D처럼 컨텍스트에 그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빨간색과 파란색 사각형의 위치입니다. 58과 65라인에서 이 

사각형들을 만들고 있는데 58라인에서 만든 사각형의 경우 그 위치가 캔버스의 원점이 아닌 

이동된 컨텍스트의 원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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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캔버스에서 애니메이션 루프를 수행하는 방법

우리가 TV에서 보는 애니메이션은 초당 25장에서 많게는 60장 정도의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보

이는 것입니다. 캔버스에서의 애니메이션도 TV 애니메이션과 다르지 않습니다. 프레임에 해당

하는 이벤트 틱이 발생할 때마다 이미지나 데이터를 갱신하는 작업에 의해 애니메이션이 수행

될 뿐이지요.

1Frame 2Frame 3Frame 4Frame 5Frame 6Frame 7Frame 8Frame

그림 1 – 24   애니메이션은 이미지의 연속 재생

1-5-1 일반적인 방법: 타이머 사용

일반적으로 브라우저에서 애니메이션을 수행할 때는 초당 60프레임(1/60초) 정도의 속도로 화면

을 재생시킵니다. 그렇다면 초당 60번의 이벤트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작동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아래의 메소드를 통해 이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window.setInterval(실행할 함수, 간격 시간);

자바스크립트를 겪어본 분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메소드일 것입니다. 즉 두 번째 파라미터에 설

정한 시간 간격으로 첫 번째 파라미터에 설정한 함수가 실행되는 메소드지요.

코드 1 - 13  타이머를 이용한 이벤트 틱   
�
1. <!DOCTYPE html>
2. <html>
3. <head>
4.     <meta charset="utf-8">
5.     <title>특정 시간 간격으로 이벤트 발생시키기</title>
6. </head>
7. <body>
8.     <script>
9.         window.setInterval(function(ev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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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nsole.log("초당 60번, 이벤트 틱이 발생!");
11.         }, 1000/60);
12.     </script>
13. </body>
14. </html>

� 샘플코드 ▶▶▶ ch1_dancing_flower/sample/animation_tick.html

위 코드는 초당 60번의 이벤트 틱을 발생시키며 그때마다 콘솔 창에 주어진 문구를 출력하게 

됩니다.

1-5-2 새로운 방법: requestAnimationFrame 메소드 사용

타이머를 이용한 애니메이션과 비교했을 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이전에는 브라

우저의 다른 탭에서 재생되던 애니메이션이 시야에서 사라지더라도 계속 재생되는 문제가 있

었습니다. 보고 있지도 않은데 CPU의 자원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현

상이 아니죠.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requestAnimationFrame 메소드를 사용하면 이런 현상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메소드는 초당 60프레임을 목표로 하므로 FPS에 대한 설정을 코드

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코드 1 - 14  requestAnimationFrame 메소드를 이용한 이벤트 틱   
�
1. window.renderAnimationFrame = (function() {
2.     return  window.requestAnimationFrame   ||
3.             window.webkitRequestAnimationFrame ||
4.             window.mozRequestAnimationFrame    ||
5.             function(callback) {
6.                 window.setTimeout(callback, 1000/60);
7.             };
8. })();

�

위 코드는 http://paulirish.com/2011/requestanimationframe-for-smart-animating/에 블로깅되어 있는 내

용인데(메소드명을 변경했습니다), 다양한 코드에서 이 내용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논리적으로도 

좋은 코드라 판단하여 이 책 전반에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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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코드에서는 (function() { … })(); 형태를 띠는 즉시 실행함수를 사용하였는데, 이

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즉시 실행함수는 인터프리터에 의해 해석되자마자 실행됩니다. 여기

서는 return 문 이하의 내용 중 참인 것을 만나면 바로 반환하여 그 값을 변수에 저장하게 되

는데 그 반환 값이 바로 함수입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requestAnimationFrame 메소드가 반환

되는 것이죠.

아직 이 메소드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prefix를 사용하여 코드를 작

성해야 하는 불편함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페라 브라우저에서는 아직까지 지원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 코드에도 오페라에 대한 prefix는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setTimeout을 

사용한 polyfill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MS의 prefix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지원하지 않아서가 아니

라, 이미 표준 메소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niuse.com을 

참조하면 됩니다. 또한 [코드 1-15]에는 이 메소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코드가 적혀있습니다.

그림 1 – 25   requestAnimationFrame 지원 여부 http://caniu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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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1 - 15  requestAnimationFrame 메소드   
�
1. <!DOCTYPE html>
2. <html>
3. <head>
4.     <meta charset="utf-8">
5.     <title>requestAnimationFrame을 사용한 애니메이션</title>
6. </head>
7. <body>
8.     <script>
9.         window.renderAnimationFrame = (function() {
10.             return  window.requestAnimationFrame       ||
11.                     window.webkitRequestAnimationFrame ||
12.                     window.mozRequestAnimationFrame    ||
13.                     function(callback) {
14.                         window.setTimeout(callback, 1000/60);
15.                     };
16.         })();
17.  
18.         function update() {
19.             console.log("requestAnimationFrame 메소드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20.         }
21.  
22.         function loopAnimationFrame() {
23.             update();
24.             window.renderAnimationFrame(loopAnimationFrame);
25.         }
26.  
27.         loopAnimationFrame();
28.     </script>
29. </body>
30. </html>

� 샘플코드 ▶▶▶ ch1_dancing_flower/sample/requestAnimationFrame.html

24라인을 보세요. requestAnimationFrame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자신이 속한 부모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재귀호출의 형태를 띠고 있지요.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재귀호출을 하

는 메소드 내에 연속적으로 호출하고 싶은 실제 메소드를 집어넣은 것도 잊지 마세요. 위 예제

의 경우엔 update 메소드가 프레임마다 호출됩니다. 이곳에 화면 갱신이 되는 실제 스크립트를 

적어 넣으면 되겠지요.

기본적인 이론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어렵다고 여겼던 분은 실전학습으

로 이동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여 꼭 자기 것으로 소화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