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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見不如一打
코드를 한번 쳐보고 실행해보는 것이
프로그래밍을 익히는 으뜸 공부법이라는
철학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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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의 글

“기술 스택에 자신 있게 ‘Node.js’를 넣어보세요”
최근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공자가 아닌 사람도 ‘개발’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처
음 개발을 배울 때 많은 사람이 웹의 ‘프론트엔드’ 분야로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웹의 ‘백
엔드’보다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인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론트엔
드와 백엔드의 넘어야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다르고, 개발자의 성향에 따라 맞는 포지션이 존재할 뿐입니
다. 그래서 웹의 ‘백엔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Node.js로 서버 만들기’라는 주제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Node.js 공부를 시작하여 무언가 만들어보고 싶은 노베이스 입문 개발자부터,
Node.js를 조금 다를 줄 알지만 기초 개념을 다시 잡고 싶은 중급 개발자까지 Node.js로 서버를 만들어보
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이 책의 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Node.js를 접한 것은 이전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위해 서버를 개발해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
다. 서버를 만들기 위해 ‘Node.js’라는 스택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론트엔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로 서버의 로직까지 처리할 수 있다.

●●

서버에 무리가 적고 자유도가 높다.

●●

생태계가 커서 혼자서 검색하며 공부하기에 좋다.

●●

다양한 모듈을 npm에서 가져와 사용할 수 있어 기술을 빨리 개발하고 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혼자서 백엔드를 공부하며 기술 스택에 추가하고 싶은 입문자에게 ‘Node.js’는 최고
의 스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전공자이지만 자바스크립트와 Node.js는 자세하게 다뤄본 적이 없어 많은 어려움
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분도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Node.js 기술을 익히
기 위해 했던 노력과 경험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Node.js라는 기술은 자바스크립트를 알아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하지
않아도 프로그래밍이 어떤 것인지 기본 개념만 있으면 따라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용어가 이
해가 되지 않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개발은 만들어보는 것
이 책의 구성은 기초 용어 및 개념 설명이 끝난 뒤 응용과 이해를 위한 예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버 로
직을 만든다는 것은 화면 개발처럼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어쩌면 ‘서버’라
는 개념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제를 통해 개념과 원리를 서서히 습득하
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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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하고 심플하게
하나의 기술을 알려면 어렵고 추상적인 내용까지 공부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입문자에게는 그
과정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쉽게 낙담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분량과 자세한 설명보다
는 꼭 알아야 하는 내용만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MVC 패턴을 사용하는 기술이 유행이었으나, 최근에는 서버와 프론트가 나뉘고 프론
트의 자유도가 높은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간단하고 빠른 프레임워크가
대세이기도 합니다. 이 경향 속에 ‘Node.js’도 포함되어 있고 Node.js 스택을 가진 개발자를 찾는 구인 공
고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Node.js는 진입 장벽이 낮고, 쉽고, 동적 스크립트 언어이며, 넓은 사용자층,
높은 자유도라는 장점이 있는 아주 멋진 기술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페이팔, 유튜브가 사용하는 기술로
도 유명하죠.
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최신 경향이 교체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Node.js라는 기술을 열심히
습득했는데 내가 일하는 곳에는 Node.js말고 다른 기술이 사용될 수도 있고요. 이는 실제로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자분이 한 가지 기술을 A부터 Z까지 섭렵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책을 구매해서 앞장만 닳는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요? 이 책도 그렇게 소비되지 않
게, ‘꼭’ 필요한 개념과 기술을 담았습니다.
코딩을 처음 시작할 때 ‘개발자들은 어떻게 이런 많은 기술을 익히고, 외우고, 적용하지’라는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나만 모르는 것 같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대부분 개발자도 모든 함수와 라이브
러리, 기술을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원리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감을 익히고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
때 찾아보는 방식으로 코딩을 하죠.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바로 그 ‘감’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개발자가 되기 위한 발을 내딛는 모든 독자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개발을 하며 자괴감이나
낙담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딩을 하는 것은 운전을 하는 것과 같아서 처음부터 못하는 것
이 당연하며 서서히 익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글
이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칭찬을 아낌없이 주신 임성춘 편집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옆
에서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성장하는 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우리 팀원
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 9월
박민경

node.js_server(END).indd 5

2021-10-12 오후 8:26:57

일러두기

1. 이 책의 학습 방법
●●

우선 1장을 통해 Node.js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개발 환경을 제대로 구축할 줄 알아야 합니다.

●●

자바스크립트가 가물가물하다면, 2장을 통해 다시 한번 학습하기 바랍니다.

●●

눈으로 읽어도 알 만한 예제라도 하나하나 직접 코딩을 해보면서 학습해야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work! 로그를 찍는 함수는 2초가 걸리기 때문에 Second work! 로그를 찍는 함수를 먼저 실행해버린
것입니다.

[함께해봐요 2-21] 콜백 함수의 동기 처리
01
02
03
04
05
06

sample18.js

setTimeout(() => {
setTimeout(() => {
console.log('todo: Second work!');
}, 2000);
console.log('todo: First work!');
}, 3000);

07

// 결과
// todo: First work!
●● “정리해봅시다”는
10 가볍게
// todo: 복습하는
Second work!내용입니다.
08
09

앞서 배운 내용을 복기함으로써 한번 더 정리하는

단계이오니,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읽어보길 권합니다.

여기서 First work! 로그를 찍는 setTimeout() 함수와 Second work! 로그를 찍는 setTimeout() 함

●●

찍는 함수의
순차적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비동기’ 작업이라고
합니다. First work!
“ 나의 이해도를수는측정하자”
는 힌트가
제공되는
실습문제입니다.
가장로그를
중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작업이 끝난 뒤 Second work! 로그를 찍는 함수를 실행하고 싶으면 위 예제처럼 ‘콜백 함수’를 이용

실습문제는 현장에서 자주 직면하는 작은 미션들입니다. 이 미션들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하나 해
해 비동기 작업을 동기적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결해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프로그래머입니다.
[함께해봐요 2-22] 사용자 정의 함수의 동기 처리

sample19.js

function fakeSetTimeout(callback) {
02
callback();
03 }
01

정리해봅시다

나의 이해도를 측정하자

04
05
●● 이번에●우리가●얻은●것

console.log(0);
1. 아래의 order1, order2를 보고, name, price 객체 속성를 가진 객체 생성자 MakeOrder()를

06

이 장에서는 웹을 만들 때 필요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중 근육을 담당하는
07세 가지
fakeSetTimeout(function
() { 자

만들어봅시다.

바스크립트의 기본 개념에 대해08
살펴보았습니다.
console.log('Hello');

* solution2-1.js

가장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의 09
변수와});
함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부터, 객체와 배열에 대

1. const order1 = new MakeOrder('오렌지 쥬스', '2500');
2. const order2 = new MakeOrder('토마토 주스', '3000');

한 것, 그리고 프로토타입과 클래스
10 등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
념을 예제 코드와 함께 쭉 훑어보았습니다.

11

console.log(1);

가장 헷갈리고 중요한 개념! 콜백 함수와 비동기 처리에 관한 여러 패턴 callback 함수,

●●

힌트!

async/await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예외 처리를 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6Promise,
장 “실시간
통신을 구현해보자”까지 학습하였다면, 7장과 8장은 토이 프로젝트와 배포를 다룹
객체 생성자를 통해 객체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 상기해봅시다.

방법과 비동기 처리에서의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도setTimeout()
알아보았습니다.
fakeSetTimeout()
함수는

함수처럼 내장 함수가 아닌 우리가 정의한 사용자 정의 함

기본 개념으로는
어려운 응용
문제를 해결할 보고,
때 어려움이 있을
있지만, 오히려 탄탄한
기본
코드의
실행
예측해보고
동기
방식인지 비동기
방식인지 확장된
생각해봅시다. 여러
니다.
처음엔
따라해
그수다음엔
안받아
보고
만들어
보고,
그결과를
다음엔
응용해서
좀더
2. 다음
수입니다(1~3행).
인자로
콜백 함수를
실행해주는
단순한
함수입니다.
위
예제는
동기적으로
실
개념은 어려운 응용 문제를 이해하는 바탕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바스크립트가 아직 완벽하게

실행될까요?
수행하기 때문에 위 코드가 동기적
* solution1-1.js
이해되지 않았다 해도 우리는행될까요,
슬퍼할 필요가 비동기적으로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마스터’가 아닌 동기적
‘완벽한 처리는 순차적으로
분의
버전을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1. console.log('First Console');
준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이것만은●알고●갑시다

1. 토이 프로젝트 : 페이스북 클론 코딩

1. 자바스크립트는 웹 페이지를 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function fakeSetTimeout(callback, delay) {
callback();
}
2장. 자바스크립트 리마인드

45

Console');이제는 내가 가진 조각들
살펴보았다면,
6장까지는 웹 서비스에 필요한 내용을 조각조각 나누어console.log('Second

2. HTML의 요소들을 조작하거나, 웹 페이지의 스타일을 멋지게 꾸며주거나, 사용자가 입력
하는 이벤트에 따른 인터랙션을 주는 등 자바스크립트는 웹 페이지를 다채롭고 생동감 있

fakeSetTimeout(function() {

역할을덩어리를
합니다.
로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만들 순서입니다. 내가 가진 조각으로console.log('Third
처음부터 Console');
대단한 것을 만들 순 없습니
node.js_server(03).indd 45

3. 자바스크립트는 ECMA 표준을 따릅니다. ES6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으며, ES6 이상 버전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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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이 따라해보고 익숙해져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클론 코딩’을 통해 서비스에
console.log('Fourth
Console');
을 사용하는 것이 현대의 자바스크립트 핵심입니다.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익히고 배포를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4.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는 const, let을 사용하고 함수를 선언할 때는 function

힌트!

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객체를 선언할 때는 변수 = { key:value } 형태로 선언합니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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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버를 배포해보자

원하는 기능을 하나의 서비스로 올리고 이 서비스를 전 세계의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배포’입니다. 배포를 위한 방법은 간
단하게는 웹 호스팅부터 클라우드 또는 내 컴퓨터에 직접 올리는 방법까지 다양합니다. 우리는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배포 방법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2. 이 책의 예제 다운로드와 표기법
●●

이 책의 소스코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버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예제 소스는 로드북 사이트와 백견불여일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www.roadbook.co.kr/261
cafe.naver.com/codefirst

work! 로그를 찍는 함수는 2초가 걸리기 때문에 Second work! 로그를 찍는 함수를 먼저 실행해버린
것입니다.

●●

책의 예제는 행 번호를 두었습니다. 행 번호는 독자가 어느 위치에 코드를 추가해야 할지 직관적
[함께해봐요 2-21] 콜백 함수의 동기 처리

sample18.js

으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01
02
03
04
05
06

setTimeout(() => {
setTimeout(() => {
console.log('todo: Second work!');
}, 2000);
console.log('todo: First work!');
}, 3000);

07
08

●●

// 결과

// todo:
First work!
어려운 용어는 09별도로
설명을
두었고, “여기서 잠깐” 코너를 두어 주의사항이나 개발 상식 같은
10

// todo: Second work!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 개념은 도식으로 설명하여 지루하지 않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
니다.

여기서 First work! 로그를 찍는 setTimeout() 함수와 Second work! 로그를 찍는 setTimeout() 함
수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비동기’ 작업이라고 합니다. First work! 로그를 찍는 함수의

용어정리

작업이 끝난 뒤 Second work! 로그를 찍는 함수를 실행하고 싶으면 위 예제처럼 ‘콜백 함수’를 이용
여기서 잠깐

프레임워크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바탕이
되는 템플릿과
같은 역할을
하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집
해 비동기
작업을
동기적으로
처리해주어야
합입니다.

합니다.콘솔 디버깅 시 주의할 점!
콘솔에서 테스트할 때, <Enter> 키를 누르면 실행됩니다. 그러므로 실행하지 않고 다음 줄로 넘어갈 때는

CRUD 데이터 처리의 기본 기능인 생성, 조회, 수정, 삭제(Create, Read, Update, Delete)를 말합니다.

[함께해봐요 2-22] 사용자 정의 함수의 동기 처리

function fakeSetTimeout(callback) {
callback();
03 } 클라이언트
01

<Shift>+<Enter> 키를 눌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콘솔로 실행하면 실행한 데이터가 메모리에 남아있게 됩니
다. 내가 이미 a라는 변수를 선언했으면 페이지를 새로고침하기 전까지는 a라는 변수가 메모리에 남아있어

sample19.js

다시 a라는 변수를 선언하면 이미 선언된 변수라는 오류가 납니다. 따라서 새로 코드를 돌리고 싶다면 페이
지를 다시 로드해야 합니다. 간단히 새로고침(F5)를 해주거나, 콘솔창에 location.reload();를 입력하면
됩니다.

02

05

console.log(0);

06

싱글 스레드,
논 블로킹

fakeSetTimeout(function () {
요청
08
console.log('Hello');
09 });
07

10
11

console.log(1);

작업자

트 루프
이벤

04

긴 시간의 작업과
입출력을 위임

콜백

응답

fakeSetTimeout() 함수는 setTimeout() 함수처럼 내장 함수가 아닌 우리가 정의한 사용자 정의 함

수입니다(1~3행). 인자로 콜백 함수를 받아 실행해주는 단순한 함수입니다. 위 예제는 동기적으로 실
행될까요, 비동기적으로 실행될까요? 동기적 처리는 순차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위 코드가 동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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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견불여일타 카페에서 함께 공부합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백견불여일타 시리즈 책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HTML5와 안드로이드 앱 개발
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이어베이스, C#, Vue.js, 파이썬 등을 공부하는 독자분들이 백견불여일타 카페
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외롭게 홀로 고군분투하며 어렵게 학습하는 입문자들에게 힘이 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견불여일타 네이버 카페 주소 : cafe.naver.com/code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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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Node.js
첫걸음

우리가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SNS를 하고, 스트리밍 앱을 통해 영화를 볼 때 뉴스, 사진, 영화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궁금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멀리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가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내 컴퓨터에, 내 모바일 폰으로 오는 것이 꽤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웹 서버’입니다.
웹 서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CD를 통해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내 컴퓨터에 설치해야 했
을 것입니다. 웹 개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웹 서버’, 우리는 바로 이 웹 서버를 Node.js로 만드
는 방법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에 앞서 Node.js가 대체 무엇이고, 웹 서버와의 관계
는 무엇인지, 왜 Node.js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웹서버와Node.js #Node.js란 #Node.js의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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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ode.js 첫걸음

많은 서비스에서 웹Web과 앱App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웹 개발 분야는 개발자에게 있어 가장 보편적
이면서 동시에 가장 ‘핫’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 개발은 크게 두 가지 작업으로 나뉘는데, ‘화
면 앞’에 표시되는 인터페이스Interface를 만드는 작업인 ‘프론트엔드Front-end’와, ‘화면 뒤’에서 여러 요
청을 처리하는 작업인 ‘백엔드Back-end’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서버를 만드는 백엔드 작업은
다양한 언어(자바, 파이썬, 루비, Go, 스위프트 등)로 다양한 프레임워크(스프링, Django, Ruby on
tails 등)를 이용해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개발하는 환경에서는, 언어는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환경
은 Node.js에서 웹 서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웹 서버와 Node.js의 관계
웹 환경
프론트엔드

인터넷

백엔드

사용자
요청 : www.google.com/ 띄워줘
Index.html 보내줄께 : 응답

클라이언트

서버
[그림 1-1] 웹 환경

서버에 대한 개념을 알려면 먼저 웹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웹이 어떻게 동작
하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무엇이냐, 사용자가 보는 컴퓨터입니다. 서버가 무엇이
냐, 웹 서비스 할 리소스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입니다. 서버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컴퓨터 프
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내가 웹 브라우저를 켜고 www.google.com/을 입력했다고 해봅시다. 내 컴
퓨터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이고 구글 컴퓨터는 서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url을 브라우저에 입
력해서 <Enter> 키를 누른 작업은 구글 웹 페이지를 띄워 달라는 클라이언트의 요청(Request)이 됩
니다. 그럼 구글 컴퓨터가 구글 웹 페이지의 html 파일을 내 브라우저로 보내주게 되는데, 이를 응답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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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이라고 합니다. 웹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런 요청과 응답 작업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웹 서버와 Node.js
“웹 서버 : 클라이언트에서 보내는 요청을 처리하고 적절한 결과를 보내주는 프로그램”

앞서 소개한 ‘웹 서버’를 만드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웹 서버를 만들기 위한 언어와 *프레임워
크 선택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만들고 싶은 웹 스타일에 따라 고를 수 있는데. 보편적인 프레
임워크로는 파이썬을 사용하는 Django, 자바를 사용하는 스프링Spring이 있습니다.
스프링은 안정적이고 정형화된 패턴이 있지만 자유도가 낮아 내가 특정한 어떤 기능을 만들고 싶은데
스프링만으로는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Django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제공하
는 기능이 있어 편리하고, 데이터 조작을 많이 하는 서비스(*CRUD)를 만들 경우 좋은 선택지일 수
있지만 한계가 존재합니다.
용어정리
프레임워크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바탕이 되는 템플릿과 같은 역할을 하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집
합입니다.
CRUD 데이터 처리의 기본 기능인 생성, 조회, 수정, 삭제(Create, Read, Update, Delete)를 말합니다.

반면, 우리가 배워볼 Node.js를 활용하면 자유도가 높은 웹 서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Node.js를
배우게 되면 이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서버 개발을 배워보고 싶은
개발자들에게 Node.js는 꽤나 활용도가 높은 멋진 기술이라고 자신 있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림 1-2] Node.js 공식 홈페이지
1장. Node.js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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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js : Chrome V8 JavaScript 엔진으로 빌드된 JavaScript 런타임”

Node.js는 서버나 프레임워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Node.
js는 자바스크립트JavaScript의 런타임입니다. 런타임runtime이라는 뜻은 간단하게 말해 ‘실행환경, 실
행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짜진 코드를 돌려주는 환경이라는 뜻이 됩니다. Node.js
는 웹 서버를 만드는 것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만 보통 서버를 만드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합니
다. 그러므로 우리는 Node.js만의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해 웹 서버를 만들 수 있
게 됩니다.

[그림 1-3] 개발자모드 → Console

Node.js는 웹 브라우저 밖에서 우리가 작성할 자바스크립트 서버 코드를 실행해주는 환경입니다. 런
타임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있는 환경을 말하는데, 자바스크립트를 돌리는 엔진은 브라우
저 내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3]처럼 브라우저 내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Node.js는 브라우저에서 돌릴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우리의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
도록 밖으로 빼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Node.js 덕분에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 꼭 브
라우저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Node.js를 사용하면 좋은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가 만들 웹이 *리얼타임입니다.

●●

내가 만들 웹은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필요합니다.

●●

내가 만들 웹에 자바스크립트 API를 사용해야 합니다.

●●

내가 만들 웹은 빠른 실행과 성능이 중요합니다.
용어정리
리얼타임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만들 웹이 Node.js로 개발하기에 적합한지를 알아보려면 Node.js의 특징인 비동기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Node.js가 다른 방법보다 빠른 이유는 바로 비동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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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우리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Node.js의
특징을 알아야 Node.js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Node.js로 브라우저 바깥에서 개발환경을 구축하고 서버를 개발할 수 있지만 최근(2021년 05월) 풀스택
Node.js 환경을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는 StackBlitz라는 기술이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코드를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할 수 있어 보안상 이점이 있고 빌드도 빠르고 패키지 설치도 빠르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 뒤에 있는 ‘참고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de.js가 동작하는 방식
동기적 처리와 비동기적 처리
동기적 처리

비동기적 처리

[그림 1-4] 동기적(Synchronous) 처리 VS 비동기적(Asynchronous) 처리

[그림 1-4]를 봅시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총 세 가지가 있고, 하나 당 한 시간씩 걸린다고 해봅시다.
동기적 처리 방법은 하나씩 순차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위 그림), 비동기적 처리 방법은
한번에 여러 일을 시작하고 보는 방법입니다(아래 그림). 만약 동기적 처리 방법을 채택한다면, 안정
적이므로 스케줄을 다루기 쉽겠지만 총 세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비동기적 처리 방법을 사용한
다면 한번에 시작한 일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머리가 아프겠지만 효율적으로 다루면 세 시
간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일을 동시에 여러 개를 저질러 버
렸을 때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해 일이 꼬여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처리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Node.js는 바로 이 비동기적 처리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 Node.js가 빠
르지만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감이 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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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js는 어떻게 여러 작업을 처리할 수 있을까?
Node.js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라
저도 자주 헷갈리곤 하는데,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예시를 가져와보겠습니다.
엄마와 아이 셋이 마트에 함께 갔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각각 사과, 당근, 배를 가져오라고 시켰
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그림 1-5] 엄마와 심부름

●●

시나리오 1 아이들에게 아직 심부름을 맡기기가 불안한 엄마는 카트 한 개를 가지고 다같이
과일 코너에 가서 아이 1이 사과를 담게 하고, 다시 다같이 채소 코너에 가서 아이 2가 당근
을 담게 하고, 다시 다같이 과일 코너에 가서 아이 3이 배를 가져오게 합니다.

●●

시나리오 2 아이들의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 엄마는 아이들에게 각자 카트를 한 개씩 가지고
각자 맡은 물건을 담고 다시 자기 카트에 넣으라고 지시합니다. 아이들은 각자 맡은 물건을
가지고 오는 대로 엄마의 카트에 담습니다.

시나리오 1에서 엄마는 카트를 한 개만 가지고 아이 한 명의 심부름이 끝날 때까지 다른 아이에게 심
부름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어권을 넘겨주지 않고 대기하게 만드는 것을 블로킹
Blocking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한 명씩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는 작업의 흐름이 순차적

인 동기적(Sync)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은 블로킹/동기(Blocking-Sync) 방식이 됩니다.
시나리오 2에서 엄마는 심부름하는 아이들에게 별다른 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른 작업과 관
계없이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논블로킹NonBlocking 방식입니다.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한꺼번에 시
켰는데, 이는 작업의 흐름이 순차적이지 않은 비동기적(Async)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2는 논
블로킹/비동기(NonBlocking-Async) 방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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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Node.js는 어떤 방식을 택했을까요? 하나의 작업을 시작하고,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가 다음 작업을 순차적으로 시작하는 동기적 방식을 이용한다면 웹 서버와 같이 많은 사람의 요청이
들어와 처리해야 하는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 예시에서 카트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
행할 때의 ‘자원’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즉 CPU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CPU를 나누어 사
용해 하나의 작업이 끝나고, 작업이 완료됐다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Node.js는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 작업을 실행하는 논블로킹/비동기 방식을 사용합
니다.

싱글 스레드와 이벤트 루프
그리고 Node.js는 싱글 스레드Single Thread와 이벤트 루프Event Loop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 동기,
비동기, 블로킹, 논블로킹도 헷갈리는데 스레드, 이벤트 루프라는 개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살펴
보면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일단, 스레드는 경량화된 프로세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컴퓨터가 갑자기 멈췄을 때 작업관리자
라는 것을 켜서 각 프로그램을 하나씩 끄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의 프로그
램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인터넷 서핑을 한다고 하면 하나의 브라우저를 실행한 것이 프로세스이
며, 그 브라우저 내에서 이동, 검색 등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Node.
js가 싱글 스레드라면, 논블로킹/비동기 방식을 택하면서 어떻게 하나의 스레드를 가지고 빠르게 일
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비밀은 이벤트 루프에 있습니다.

JS
힙

WebAPIs
스택
DOM(document)

이벤트 루프

Bar

ajax(XMLHttpRequest)

Baz

setTimeout

Foo
이벤트 루프
콜백 큐

온 클릭

온 로드

[그림 1-6] 콜 스택, 콜백 큐, 이벤트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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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js는 그 응답을 기다리는 대신, 작업이 종료되면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콜백 큐(작업 큐)에 등
록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대신 다른 작업을 먼저 수행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
러면 작업이 완료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벤트 루프라는 것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벤트 루프는 지속적으로 *콜 스택이 비어 있는지 체크합니다. 콜 스택이 비었
으면 콜백 큐의 작업을 콜 스택으로 밀어 넣습니다. 간단하게 콜 스택은 먼저 실행하는 작업이 있는
곳이고 콜백 큐는 나중에 실행할 작업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어정리
콜백 큐 이벤트 발생 후 호출되어야 할 작업을 기다리는 자료구조입니다. 이벤트 큐라고도 합니다.
콜 스택 함수의 호출을 기록하는 자료구조이며, 현재 실행 중인 작업이 끝났을 때 어느 실행 부분으로
돌아갈지 보관합니다.

Node.js의 동작 과정
클라이언트

작업자
트 루프
이벤
싱글 스레드,
논 블로킹

긴 시간의 작업과
입출력을 위임

요청
콜백
응답

[그림 1-7] Node.js의 작업 처리 방식

Node.js가 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할 때 동작하는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벤트 루프’는 일종의 감시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계속 감시하고 있는
감시자이고 이벤트가 감지가 되면, 그 작업을 위해 작업 스레드를 생성합니다.

2.	작업 스레드는 일종의 작업공간 같은 것입니다.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 이벤트 루프는 처리 작
업을 작업 스레드에게 맡겨버리고 다른 이벤트가 없나 다시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3.	작업 스레드가 작업을 받을 때, 콜백 함수라는 것을 받는데 콜백 함수란, 작업이 끝나면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4.	작업 스레드는 작업을 마치면 이 콜백 함수를 실행하고 싶다고 최고 감시자인 이벤트 루프에게
응답을 보냅니다.

5.	응답을 받은 이벤트 루프는 콜백 함수의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전송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
로 바꾸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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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js의 비동기적 특징은 Node.js 내부에서 V8, libuv 등의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바인딩
Binding하여

실행해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코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

지만, 이 원리를 알고 Node.js의 라이브러리와 함수를 사용한다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이제,
공식 문서를 통해 Node.js의 비동기적인 특징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
해 살펴봅시다.
용어정리
바인딩 Binding, 구체적인 속성 값을 할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Node.js 공식 문서
처음 어떤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배울 때,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문서를 자세히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언어나 프레임워크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문서로 구성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림 1-8] Node.js 공식 문서 ①

먼저 공식 홈페이지(https://nodejs.org/ko/)에서 [문서] 탭을 클릭해봅니다. 2021년 10월 기준,
16.10.0 버전이 가장 최신 기준이고 LST 버전은 14.18.0 버전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버전에 해당하
는 API 문서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어떤 함수가 어떤 인자를 받
고, 어떤 값을 반환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함수의 레퍼런스를 얻으면 됩니다. 물론,
이 함수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모르는 함수가 나오면 공식 문서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1장. Node.js 첫걸음

node.js_server(END).indd 25

25

2021-10-12 오후 8:27:00

용어정리
LTS Long Term Support, 장기간에 걸쳐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버전으로, 안정적인 버전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1-9] Node.js 공식 문서 ②

앞서 살펴보았던 블로킹, 논블로킹, 이벤트 루프 등 Node.js 특징에 관한 설명과 그 이해를 돕기 위
한 문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흔히 Node.js는 효율적이지만 잘 쓰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논블로킹, 비동기, 이벤트 루프, 싱글 스레드 같은 개념이 잘 와 닿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100% 이해되지 않더라도 문서를 하나씩 익히다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았던 개념도 어느새 내 코드
에 스며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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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습을 위한 개발환경 구축

Node.js 설치
윈도우즈(Windows)
Node.js 설치는 별다른 설정이 필요 없어 간단한 편입니다. 먼저 공식 사이트(https://nodejs.org/
ko/)에 접속합니다.

[그림 1-10] 공식 사이트에서 윈도우즈 버전 다운 받기

이 책에서 사용한 Node.js의 버전은 12.19.0 버전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예제를 공부할 때는 되도
록 Node.js 버전을 12.19.0 버전으로 사용하길 권고드립니다. 다만, 책의 예제에서 다루고 있는 함수
들은 버전이 바뀌어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Node.js나 다른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독자분이라면
원하는 버전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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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설치 화면

별다른 설정 없이 약관에 동의하고 다음으로 넘겨주어 설치합니다.

[그림 1-12] 설치 확인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확인을 위해 명령창을 띄웁니다. <Win>+<R> 키를 누르면 나오는 실행창에
powershell 또는 cmd를 입력하면 명령 프롬프트 창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 node -v 명령어를 입력
하여 설치된 노드 버전을 확인합니다.

맥(Mac OS)
NVM으로 설치하기
맥이나 리눅스에서 Node.js를 설치할 때는 NVM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NVM은 Node
Version Manager의 약자로, Node.js의 버전을 관리해주는 도구입니다. 많은 개발자가 Node.js용
오픈소스 API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Node.js의 많은 개발도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NPMNode Package Manager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많은 개발도구와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버전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NVM은 다양한 버전의 Node.js를 편하게 설치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XCode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설치하고 싶지 않거나 윈도우즈처럼 설치파일을
내려 받아 Node.js를 설치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건너뛰고 ‘다운받아 설치하기’ 부분을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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