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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사무실에서는 자바스크립트와 온종일 사투를 벌이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컴퓨터를 켜고 자바
스크립트 책 번역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책을 번역한 덕분에 실무에서는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던 기능들의 원리를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책을 번역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이지만 실무에 도움이 되는 원리를 알려 주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는 사실 다양한 프레임워크(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의 집합)
가 있어서 생각보다 쉽게 멋진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용 웹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재

Ext JS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웹 브라우저에서 윈도우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
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요즘 주목받고 있는 Node.js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레임워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책은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을 배울 수 있는 입문서로서 다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사용
할 수 있게 해주는 밑바탕이 됩니다. 본문에서도 제이쿼리(jQuery)라는 프레임워크를 다루고 있지
만,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제이쿼리보다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책에서는 이 도구들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서버까지 준비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직접 만들고 온라인에 공개
까지 해볼 것을 권합니다.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가 인터넷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본다면 큰 감
명을 받을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김완섭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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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로든 이 책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자바스크립트(JavaScript)에 관심이 있다
는 증거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래밍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자바
스크립트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첫 번째는 HTML이나 CCS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기능이
다. 이 기능을 통해 브라우저가 웹 페이지에 표시하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비동기 통
신(Ajax)이라고 하는, 웹 페이지와 웹 서버 간의 데이터 전송 기능이다. 페이지 전체를 다시 불러오지
않고도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페이지 내에 있는 콘텐츠를 바로 갱신할 수 있다.
수많은 웹사이트가 이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다.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는 최근의 웹
사이트에서 자바스크립트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로 그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책은 프로그래밍이 처음인 독자나 직업이 프로그래머가 아닌 웹 디자이너나 마케팅 엔지니어
라도 쉽고 즐겁게, 그리고 천천히 기초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바스크립트의
기능 소개는 물론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필요한 사고방식에도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설
명하는 기능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제 사용 환경과 유사한 예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배운 기초적인 지식이 이후 실제 업무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이 책은 많은 분의 도움으로 집필된 책이다. 특히, 예제에 사용되는 사진을 흔쾌히 제공해 준 후나
쓰키 님과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 준 SB크리에티브의 아라이 님, 도모
야스 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예제 디자인과 교정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준 아내에게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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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책은 독자가 있어야 완성되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에 도전하는 분, 업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분, 웹 서비스를 이용해
서 신규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되길 바란다.
가노 스케하루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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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가비아)
이 책은 기초부터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JSON 연동까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아주 쉽게 설
명하고 있습니다. 꼭 예제 코드도 내려받아서 실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바스크립트, 더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김진영(한국정보공학)
자바스크립트는 익숙한 언어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겠다’라는 생각과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을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전체적인 진행은 초보자를 대상
으로 한 만큼 부담 없이 펼치기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색상을 다양하게 편집
하여 가독성을 높여 준 점이 좋았습니다. 보다 보니 이전에 제가 쓰는 방법과는 다른 경우도
있어서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는 것도 배울 수 있었네요. 자바스크립트를 처
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입문서로, 이미 자바스크립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알고 있던 지식을 점검할 수 있는 쉼표가 되어 줄 책입니다. 읽는 이가 어느 쪽에
속하든 부담 없이 카페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할 만한 책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겠네요.
송영준
프로그래밍 경험이 거의 없는 초보자를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깊게 들어가지는 않지
만, 새로운 걸 학습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적당한 책인 것 같습니다. 책의 코드를 따라 하며
익혀 보는 것만으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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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근

HTML 태그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으면서 자바스크립트에 입문해 보려는 분들
께 추천합니다. 실습을 따라 하며 인스타그램 형태의 앨범, 슬라이드쇼 페이지를 만들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바스크립트, jQuery, Ajax의 기초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각 장은 이론 → 코
드 → 해설로 이뤄져 있어서 작은 성공을 빠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장점입니다. 입문
자들에게 어려운 내용은 거의 없으므로 부담 없이 입문하기에 좋을 것 같네요.
허찬순(삼성전자)
동적인 웹 페이지를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는 빠질 수 없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쉽게 시
작해서 어느새 자바스크립트의 고급 기능까지 배울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배우는 두려움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쉽고 가볍게 학습을 시작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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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바스크립트 소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뇌 준비 운동을 하도록 하자. 여기서는 자바스크립
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며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소개하겠다.
또한, 프로그래밍의 기초적인 접근 방식과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HTML,

CSS의 기본 용어에 관해 설명하겠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책에서 사용하는 실습용 템플릿에 대
해 다루도록 하겠다.

1-1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려는
여러분에게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는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원래는 브라우저나 HTML 페이
지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1995년에 세상에 나왔다. 그 이후로도 다양한 곳에서
사용된 언어지만, 특히 최근 수년 동안 ‘새롭게 오픈한 웹사이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
을’ 정도로 높은 사용률을 보인다.

앱에서 열기

8주전

씨가 ‘좋아요!’했습니다.

그림 1-1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처럼 무한대로 스크롤되는 페이지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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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웹사이트는 구조가 무척 복잡하고 기능도 매우 고도화되어 있다. 단순히 ‘HTML과

CSS, 이미지’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기능이나 검색 결과를 실시간으로 표시하
는 기능 등도 갖추고 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는 반드시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여러분도 한 번 이상은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구글맵이나 트위터, 페
이스북 등의 사이트도 ‘자바스크립트의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자바스크
립트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일반적인 웹사이트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드롭다운(drop-down) 리스트나 이미지를 바꿔가며 보여 주는 ‘슬라이드 쇼(slide-show)’ 등 움
직임이 있는 기능도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자바스크립트는 다양한 곳에 사
용된다.

그림 1-2 드롭다운 리스트도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것이다

자바스크립트는 두려운 언어가 아니다
‘HTML※1이나 CSS※2는 그럭저럭 알겠는데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언어라서 무서워요’라
고 생각하는 독자도 많을 것이다. HTML이나 CSS 와 비교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왠지 더 어렵
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HTML이나 CSS만큼 ‘입문하기 쉬운’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특수한 개
발 환경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언어 자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곳에서 사용
되므로 ‘공부해도 사용할 일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웹 페이지를 조
작하기’ 위한 언어이므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브라우

※1

옮긴이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은 인터넷 웹 페이지를 만드는 언어다. HTML은 다양한 태그를 사용해서 글
자뿐만 아니라 그림, 음악 등을 연결하고 이것들을 하나의 웹 페이지로 브라우저에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일반적
으로 브라우저로 확인하는 화면들은 모두 이 HTML로 작성된 것이다.

※2

옮긴이 CSS(Cascading Style Sheet)는 HTML 문서를 꾸며 주기 위한 서식 파일이다. 워드프로세서의 글자 크기나 폰트처럼
자주 사용하는 서식을 별도의 파일로 분리해서 원하는 HTML 요소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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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딱 맞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분께 추천한다.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고 싶은 사람
자바스크립트가 처음이고, 프로그래밍 자체도 처음인 사람
이전에 자바스크립트에 도전한 적이 있지만, 좌절한 사람

단, HTML과 CSS를 알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
고 해서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주로 HTML이나 CSS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나 이미 만들
어진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HTML이나 CSS 지식이 필요하다.※3

준비물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특수한 개발 환경이 없어도 된다. 윈도우(Windows)든
맥(Mac)이든 상관없이 한 대의 컴퓨터만 있으면 되고, 여기에 브라우저와 텍스트 편집기가 설치
되어 있으면 된다.

이 책의 목표
다음 절부터 바로 본 주제로 들어가지만, 그 전에 여러분과 목표를 공유하고 싶다. 이 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3

4

옮긴이 사실 최근에 나오는 Node.js나 Extjs 같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HTML이나 CSS 등을 몰라도 프로
그래밍할 수 있다. 관심 있는 독자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로 검색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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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고
기존 프로그램을 약간 수정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참고로 주의 사항이 한 가지 있다. 이 책에서는 어려운 전문 용어는 가능한 한 피하였지만, 전
문 용어 없이는 설명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소의 전문 용어가 등장할 수 있으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 물론, 그런 용어가 나올 때는 제대로 설명한 후 진행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
도 된다.
또한, 이 책에서 사용하는 예제는 주로 문법이나 방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복사/붙이기로 동작하는 예제는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 책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기초를 다진 후 방식을 이해하므로 실제 웹사이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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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바스크립트의 정체는?

바로 결론부터 말하겠다.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를 조작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HTML이나 CSS만으로는 부족한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다.

브라우저를 조작한다는 것은?
자바스크립트는 일반 브라우저인 크롬(Chrome), 파이어폭스(Firefox),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 이하 IE), 에지(Edge), 사파리(Safari) 등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자바스크

립트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브라우저가 이 프로그램대로 동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브라우저의 기능에 관해 생각해 보자. 브라우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웹 페이
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웹 페이지는 HTML과 CSS, 이미지 등으로 구성된다. HTML과 CSS의
역할은 어느 정도 알 것이다. HTML은 페이지의 콘텐츠(텍스트나 이미지)를 기술하는 것이고,

CSS는 이 HTML에 스타일 정보를 제공해서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다.

{}

<HTML>

style.css
IMG
IMG

index.html

img.jpg

웹 페이지 구성 요소

그림 1-3 HTML에는 콘텐츠가 기술되어 있으며, CSS는 그것에 스타일을 입힌다

6

CHAPTER 1 자바스크립트 소개

이 HTML과 CSS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보통 때는 잘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브라우저가 한
번 HTML과 CSS를 읽은 후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한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같은 HTML과 CSS다. 브라우저 창의 크기에 따라
변경되는 레이아웃이나 화면 크기에 맞게 구성을 전혀 다르게 변경하는 반응형 웹 디자인도

HTML이나 CSS는 처음 읽은 것이 계속 사용된다. 즉, HTML과 CSS는 불변으로, 정적인 데이
터라고 할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이 정적인 데이터(HTML, CSS)를 실시간으로 변경해서 일부 콘텐츠
를 변경하거나 이미지 슬라이드 쇼 같은 동작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우편번호

100

우편번호

100

검색

JavaScript

검색 결과 :

검색

검색 결과 :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강서구

원래 HTML이나 CSS는 변경할 수 없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면 변경할 수 있다

그림 1-4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HTML이나 CSS를 변경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변경’ 예
실제로 HTML과 CSS를 변경하는 예를 보자. HTML 변경은 크게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패턴 1

태그로 감싼 텍스트 부분을 변경한다

다음 그림처럼 태그로 감싼 텍스트(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다.

1-2 자바스크립트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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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업데이트...</p>

JavaScript

<p> 완료！ </p>

업데이트...

완료 !

그림 1-5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p> 태그의 텍스트(콘텐츠) 변경하기

패턴 2

요소를 추가, 삭제한다

특정 HTML 요소(태그와 그 내용)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거나 기존 요소를 삭제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글 목록의 <ul> 태그 안에 <li>를 추가하거나 이미 있는 <li>를 삭제할 수도 있다.

<ul>
<li> 시작합니다 ...</li>
</ul>
삽입

<li> 최적화 중 ...</li>

・시작합니다 ...

JavaScript

・시작합니다 ...
・최적화 중 ...

그림 1- 6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li> 추가

패턴 3

태그의 속성 값을 변경한다

class 속성, id 속성, href 속성, src 속성 등, HTML 태그에는 다양한 속성이 존재하며, 자바

스크립트는 이들 속성 값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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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strawberry.jpg">

JavaScript

<img src="pineapple.jpg">

그림 1-7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src 속성 값 변경

지금까지의 세 가지 패턴은 HTML을 변경하는 처리다. 자바스크립트는 HTML뿐만 아니라

CSS 값도 변경할 수 있다.
패턴 4

CSS 값 변경하기

CSS 값을 변경하므로 텍스트 색이나 배경 이미지 등을 변경할 수 있다.

body {
background:#ffffff;
}

JavaScript

body {
background:#fff100;
}

그림 1-8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body> 배경색 변경

1-2 자바스크립트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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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은 이 네 가지 패턴으로 HTML이나 CSS를 변경하
면 브라우저에 바로 반영되어 표시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페이지 전체를 다시 읽어서 화면 전
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경한 부분만 바뀌므로 대기 시간도 거의 없다. 이를 통해 단순한
‘홈페이지’가 아니라 마치 ‘앱’처럼 동작하는 웹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HTML이나 CSS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다?
한 번 읽은 HTML이나 CSS는 변하지 않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것은 많다. 그 예를 몇 가지 소개하겠다.
웹사이트를 보면 가끔 작은 창이 열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다이얼로그 박스’라고 하는 것으
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표시한다.

애플리케이션 연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림 1-9 다이얼로그 박스

HTML이나 CSS를 변경하거나 다이얼로그 박스를 표시하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에서 특정 정
보를 웹 페이지에 출력, 표시하는 것을 ‘출력(output)’ 처리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자바스크립트로 HTML에서 특정 정보를 읽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
트를 사용해서 폼(form)에 입력된 내용이나 특정 태그에 내포된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다. 이처
럼 웹 페이지에서 정보를 읽어 내는 것을 ‘입력(input)’ 처리라고 한다.

OK

090-1122-3344

읽기
JavaScript

그림 1-10 폼에 입력된 내용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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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 보자.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음 두
가지다.
브라우저에 표시된 HTML이나 CSS를 변경한다
브라우저에 표시된 HTML이나 CSS에서 원하는 정보를 읽는다

이 두 가지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꼭 기억해 두자. 이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자바스크립
트를 사용해서 HTML이나 CSS를 다양한 방법(형태)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즉, 페이지의 콘텐
츠 내용을 변경하거나 콘텐츠에 특정 동작을 부여하는 것이다. 실제로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
하면서 자바스크립트를 체험해 보자.

이것만은 알아두자! HTML과 CSS 기초 용어
앞서 본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는 HTML이나 CSS를 변경하거나 정보를 읽어 오는 등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이런 이유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HTML 구조를 제대로 파악해 둘 필요
가 있다.
여기서는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는 HTML 태그 및 CSS 명칭, 그리고 기본적인 용어 등을 정리해 두겠다.

 HTML 태그 서식과 명칭
HTML은 태그를 이용해서 텍스트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표현한다. 다양한 종류의 태그가 있으며, 콘텐
츠 종류에 따라 나누어 사용한다.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 학습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태그와 그 역할을
확인하자.

시작 태그

태그

종료 태그

<a href="index.html">홈</a>
태그명

속성

속성 값

요소 내용(콘텐츠)

요소

그림 A-1 HTML 태그 서식과 명칭

1-2 자바스크립트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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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로 감싼 부분이 ‘태그’다. 대부분 태그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요소의 내용(콘텐츠)을 감싸게 되
어 있다. ‘태그’라고 할 때는 이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콘텐츠는 포함하지 않는다.
콘텐츠를 포함해서 전체를 가리킬 때는 ‘요소’라고 한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HTML을 변경할 때는 태그는 건드리지 않고 콘텐츠 부분만 변경하는 경우, 요소
전체를 새로 생성해서 다른 요소를 추가하는 경우, 또는 이미 존재하는 요소를 HTML에서 삭제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시작 태그에 포함되는 ‘속성’과 ‘속성 값’은 태그에 옵션 정보를 설정할 때 사용한다. 자바스크립트
에서는 태그의 속성 값을 변경하는 경우도 많다.

 빈 요소
태그 중에는 종료 태그를 가지지 않는 것도 있다. 이런 태그를 ‘빈 요소(empty element)’라고 한다. 대표적인
빈 요소로는 <img> 태그, <input> 태그가 있다.
지금까지 XHTML 1.0 서식으로 HTML을 작성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XHTML 1.0 서식에선 빈 요소를 닫
기(>) 전에 슬래시(/)를 기술해야 했지만, HTML5 서식에선 불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도 슬래시를 생
략한다.

XHTML1.0
<img src="image.png" />
HTML5
<img src="image.png">

HTML5에서는 불필요

그림 A-2 HTML5에선 빈 요소를 닫기(>) 전에 슬래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요소와 요소의 관계
HTML 문서는 여러 요소로 구성된다. 특정 요소 안에 다른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요소
간 계층 구조가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요소 간 계층 관계에 관한 용어를 소개한다.
• 부모 요소와 자식 요소

특정 요소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요소를 ‘부모 요소’, 아래에 있는 요소를 ‘자식 요소’라고 한다.

부모 요소
자식 요소

<div>
<p>FOLLOW US!</p>
</div>

그림 A-3 부모 요소, 자식 요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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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 요소와 자손 요소

특정 요소를 기준으로 두 단계 위에 있는 요소를 ‘조상 요소’, 두 단계 아래에 있는 요소를 ‘자손 요소’라고
한다.

조상 요소

<ul>
자식

부모

<li>
자식

자손 요소

부모

<a href="contact.html">문의</a>

</li>
</ul>
그림 A-4 조상 요소, 자손 요소 관계

• 형제 요소

공통의 부모 요소를 가지는 요소를 ‘형제 요소’라고 한다. 형제 요소 중 먼저 나오는 요소를 ‘형 요소’, 뒤에
나오는 요소를 ‘동생 요소’라고 한다.

<ul>
<li>Twitter</li>
형제 요소

<li>Facebook</li>
<li>RSS</li>

형
동생

</ul>
그림 A-5 형제 요소, 형 요소, 동생 요소

자바스크립트로 HTML/CSS를 변경할 때는 예를 들어, ‘특정 <a> 태그(a 요소)가 클릭되었을 때 부모 요소
의 CSS를 변경해서 배경색을 바꾼다’ 같은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HTML의 계층 관계를 파악
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계층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는 이후 프로그램 설명 시에도 나오니 기억해 두
도록 하자.

 CSS 서식과 명칭
HTML에 비하면 CSS는 간단한 편으로 중요한 용어가 많지 않다. 자바스크립트로 CSS를 조작하는 경우는
대부분 속성 값을 변경할 때다. 자바스크립트를 학습할 때 중요한 CSS 용어는 선택자(selector), 프로퍼티
(property), 프로퍼티 값 정도다.

1-2 자바스크립트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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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자

p {
background-color: #0000FF;
}

그림 A- 6 CSS 서식과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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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퍼티

값(프로퍼티 값)

2 -2

2-02_tag

자바스크립트는 어디에 작성하는가?
<script> 태그와 자바스크립트 작성 위치
)’이다. 콘솔에
자바스크립트를
앞
절에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콘솔에
텍스트를
직접출력할
작성했었다.
수 있는
하지만
위치실제
중 하나가
웹사이트에서는
‘콘솔(console
사용자가
콘솔은 입력하는
자바스크립트
경우

프로그램이
가
없다. 웹사이트에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동작하는확인하기
자바스크립트는
위한 도구다.
콘솔이
여기선
아닌 자바스크립트
다른 곳에 작성한다.
코드를 콘솔
작성해보고
외에 자바스크립트
개발 도구의 기
프
본적인 사용법도
로그램을
작성하는
함께
위치를
배우도록
소개하겠다.
한다.

▼ 실습 목표

자바스크립트는 HTML 문서 안에 직접 작성
하는 경우와 별도의 전용 파일에 작성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1

HTML에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기술한다

실습에 앞서 예제 데이터의 ‘practice’ 폴더에서 ‘_template’ 폴더를 복사해서 ‘2-02_tag’라는 이름
의 폴더를 만들자. 새롭게 생성(복사)한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을 텍스트 편집기로 열어서
다음 프로그램을 입력하자.

2-2 자바스크립트는 어디에 작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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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_tag/step1/index.html
10 <body>
		…생략
22 <footer>JavaScript Samples</footer>
23 <script>
24 console.log('많이 먹는 손님이다');
25 </script>
26 </body>

프로그램을 입력했으면 index.html을 저장한다. 그리고 브라우저의 콘솔을 연 상태에서 index.

html을 브라우저로 열어 보자(index.html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된다). console.log 메서드의 매개
변수 ‘많이 먹는 손님이다’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7 index.html에 작성한 자바스크립트의 실행 결과가 콘솔에 출력된다

IE에서 경고 화면이 뜰 때는…
IE에서 HTML 파일을 열면 그림처럼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차단된 콘텐츠 허용’을 클릭
하면 된다.

그림 2-18 이런 경고가 뜨면 ‘차단된 콘텐츠 허용’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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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HTML 문서에 직접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
HTML 문서 안에 <script>, </script>를 추가하면 그 안에 직접 자바스크립트를 기술할 수
있다.
<script> 태그는 <head>~</head> 안, 또는 <body>~</body> 안이라면 어디에나 추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body> 종료 태그 바로 앞에 추가한다.
형식

<script> 태그 기술 위치

<body>
…생략

<script>
여기에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한다

</script>
</body>

<script>에 type 속성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script>에 type 속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HTML5에서는 <script>
에 type 속성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HTML5에선 불필요

<script type="text/javascript">
console.log('많이 먹는 손님이다');
</script>
그림 2-19 HTML5에선 <script>에 type 속성이 필요 없다

2-2 자바스크립트는 어디에 작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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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바스크립트 파일 읽기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별도의 파일에 작성하고, 그 파일을 HTML 파일에서 불러올 수도
있다. 이번 예에서는 index.html에서 script.js 파일을 불러오도록 한다. 먼저, index.html을 편
집해 보자.
2-02_tag/step2/index.html
10 <body>
		…생략
22 <footer>JavaScript Samples</footer>
23 <script src="script.js"></script>
24 <script>
25 console.log('많이 먹는 손님이다');
26 </script>
27 </body>

다음은, 텍스트 편집기로 새로운 파일(script.js)을 생성하고, 거기에 아래의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 작성이 끝나면 index.html과 같은 위치에 script.js 파일을 둔다.
2-02_tag/step2/script.js
01
02
03
04
05
06

//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
/*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읽은 후 바로 실행된다

*/
console.log('옆 손님은');

파일의 문자 코드 형식은 ‘UTF-8’로
웹사이트에 사용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문자 코드 형식을 ‘UTF-8’로 설
정하자. 특히, 자바스크립트는 문자 코드 형식이 UTF-8이 아니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텍스트 편집기(1-5 도구 준비하기  p.23) 중 Brackets, mi, Sublime Text,

Dreamweaver는 신규 파일을 생성하면 UTF-8로 자동 설정된다. 일반적인 ‘메모장’ 등의 기본 편집기에서
는 저장할 때 ‘인코딩’을 ‘UTF-8’로 선택한 후 저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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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이 끝났다면 index.html을 브라우저로 열어서 콘솔을 표시해 보자. 콘솔에는 ‘옆 손님은
많이 먹는 손님이다’라고 출력된다.

그림 2-20 외부 파일에 기술한 자바스크립트 실행 결과가 콘솔에 출력된다

script.js에는 여섯 줄의 코드가 있지만, 다섯 번째 줄까지는 ‘주석’으로 채워져 있다. 주석은 프
로그램을 나중에 다시 검토할 때 참고하기 위한 메모나 설명이다. 자바스크립트 실행 시에 주
석은 무시되므로 자유롭게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다.
‘//’를 코드 앞에 기술하면 한 줄만 주석으로 만든다는 의미다. 여러 줄을 주석으로 남기고 싶
다면 시작 위치에 /*를, 끝나는 위치에 */를 적으면 된다. 두 기호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이 주
석이 된다. 여러 줄의 주석을 작성하는 방법은 CSS 주석과 비슷하므로 CSS 경험이 있는 사람
이라면 익숙할 것이다.
형식

주석

//한 줄 주석
/*
여러 줄에 걸친

주석
*/

2-2 자바스크립트는 어디에 작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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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 읽기
HTML에서 외부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오려면 <script> 태그를 사용한다. <script> 태그에
src 속성을 추가하고, 거기에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면 된다. 상대 경로로

지정하는 경우는 HTML 파일을 기준으로 한 경로를 사용한다.
참고로,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읽는 경우에는 <script> 시작 태그와 </script> 종료 태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기술하지 않는다. 단, </script> 종료 태그는 잊지 말고 기술해야 한다.
형식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 읽기

<script src="HTML 파일 위치를 기준으로 한 경로"></script>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확장자와 문자 코드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확장자는 ‘.js’다. 또한, 파일의 문자(인코딩) 코드는 반드시 UTF-8로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UTF-8 이외의 문자 코드에서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
우가 있다.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순서
HTML 내에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기술하는 방법과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읽는 방법이 있
다는 것을 실습을 통해 배웠다. 이외에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자바스크립트는 <script> 태그 내에 직접 기술하든지 외부 파일을 통해 읽든지 상관없이,

HTML상에 나오는 <script> 순서대로 실행된다.

자바스크립트는 외부 파일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HTML과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관리하기가 쉬우므로 실제 웹사이
트에서는 가능한 한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단, 학습 시에는 HTM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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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좋으므로 이 책의 예제에서는 <script> 태그 내
에 자바스크립트를 기술하고 있다.

2-2 자바스크립트는 어디에 작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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