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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우리는 매일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합니다. 그 정보 중에서도 많은 것들을 웹 화면(데스

크톱, 랩톱은 물론 모바일 기기의 다양한 브라우저)을 통해 습득합니다. 

CSS(Cascading Stytle Sheets, 종속형 시트)는 마크업 언어(HTML)가 화면에 나타나는 방법(즉, 웹 브

라우저에서 보여 주는 방법)을 기술하는 언어입니다. 즉, 마크업 언어를 마치 사람의 옷과 액세서

리처럼 꾸미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1996년 12월 W3C에서 CSS1을 권고한 후 CSS는 빠르게 발전했으며, 비교적 쉽고 유연한 규칙

을 앞세워 마크업 언어(HTML, XML 등), 스크립트 언어(자바스크립트 등)와 긴밀하게 결합한 패키

지 형태(부트스트랩 등)를 통해 웹 환경의 확산과 사용자 경험의 다양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CSS가 제공하는 쉽고 유연한 규칙과 사용성 때문에 환경에 따라 이용하는 형태가 그

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CSS를 직접 구현하거나, 누군가가 만들어서 배포한 

CSS를 사용할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막상 원하는 형태로 수정하기 쉽지 않았거나, 수정을 하면 오류가 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아무 이상 없이 동작하는 것을 자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손쉽게 CSS에 손을 대지 못하고 외면하기가 십상입니다. 

CSS 설계란, CSS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해하고 정리하고 조합해 각 요소의 의존 관계나 재

사용성을 확보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방법론이나 설계와 마찬가지로 CSS 설

계 역시 절대적으로 옳은 것 혹은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CSS 설계는 지금까

지 그랬듯 웹의 발전과 변화에 발맞추어 계속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CSS 설계 방식과 이 설계가 가진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CSS 설계 방식 중 하나인 PRECSS를 

고안한 저자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 여러분들 또한 어느새 기존의 고민을 해결하는 

동시에 여러분이 구현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CSS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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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책을 번역할 기회를 주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과 예쁜 책을 만들어 주신 편집자 및 디

자이너를 포함해 번역하는 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한결

같은 사랑으로 곁을 지켜 준 아내와 세 아이에게도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삽니다.

옮긴이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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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개발 현장에서 CSS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

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대략 10년 전후일 것입니다.

이 10년을 되돌아보면 CSS의 안정성과 표현력은 초창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

적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zoom; 1;’이라는 방법을 더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한 브라우저에서만 CSS를 적용하

기 위해 CSS 핵(Hack)을 사용해야 했던 것 역시 먼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모서리가 둥근 박스

를 표현하기 위해 div 태그를 세 번이나 중첩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CSS는 그야말로 마

법 같습니다.

하지만 안정성과 표현력은 크게 향상한 반면, CSS 관리에서의 어려움은 그다지 해소되지 않았

습니다. 스타일링이 서로 간섭하는 공포 속에서 개발하는 환경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CSS는 진화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진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CSS 개

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로 CSS 설계가 탄생했

습니다. 이후 웹 기술 또한 사람의 진화에 맞춰 발전해 웹 컴포넌트(Web Component)의 섀도 

DOM(Shadow DOM)이나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스타일링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CSS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씩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

서 CSS 설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CSS 설계의 본질은 페이지상의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고 정리하며, 의존 관계나 재사용성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메타적 사고 회로를 갖추는 것입니다. 현대의 웹 개발에서는 ‘모듈

(=컴포넌트)’이라는 단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라 CSS 설계를 통해 체득한 스

킬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만큼 CSS에 대한 정보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세간에 돌아다니는 정

보는 정말로 궁금한 부분은 알려 주지 않아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제각기 고민하

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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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그런 고민이 생겨나기 쉬운 부분이나 웹에서 모듈을 사용하는 방식에 관해 ‘이렇

게까지나!’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최적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또한 사고방식

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최적의 해결책을 반영한 실제 모듈 코드도 수록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고민을 하나라도 해결하고 앞으로의 웹 개발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만들어 

주는 데 일조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와중에도 이 책의 리뷰를 맡아 주신 ICS의 이케다 야스노부 님, 팡세의 나

가노 마사키 님과 나가사와 켄 님, 그리고 집필을 지지해 준 아내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지은이 한다 아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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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환경

이	책에	실린	샘플	코드는	다음	환경에서	동작을	확인했습니다[버전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필	시점	현재

(2021년	2월)	최신	버전입니다].

■데스크톱

•	구글	크롬(맥	OS)
•	파이어폭스(맥	OS)
•	사파리(맥	OS)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윈도우)

•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윈도우)

■모바일

•	구글	크롬(안드로이드)

•	사파리(iOS)

샘플 코드에 관해

이	책에	실린	대부분의	코드는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의	동작은	구글	크롬(윈도우/맥	OS)	브라우저에서	보증합니다.

•	샘플	코드	다운로드:	https://github.com/Jpub/CSSMethGuide

샘플 코드 실행에 관하여

이	책에서	제공하는	샘플	코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 chapter02
│    ├── 2-5-mod-1.html
│    ├── 2-5-mod-2.html
│    ├── 2-5-mod-3.html
│    ├── ...
│    ├── assets
│    │    └── img
│    └── css
│         ├── 2-5-mod-1.css
│         ├── 2-5-mod-2.css
│         ├── 2-5-mod-3.css
│         ├── ...
│         └── style.css
├── chapter03
├── chapter04
├── chapter05
├── chapter06
└── chapter07

샘플 코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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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코드는	각	챕터별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챕터	안에서	CSS	파일	및	리소스	파일들을	절대	경

로로	참조합니다.

<link rel="stylesheet" href="/css/style.css">
<img src="/assets/img/image.png">

샘플	코드를	실행할	때는	각	챕터의	디렉터리가	로컬	웹	서버의	루트	디렉터리를	참조하도록	설정해	주시기	바

랍니다.

주의 사항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	활용	및	운용에	대한판단과	그에	따

른	책임은	독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본	서적의	정보를	활용한	결과에	기술평론사	및	저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이	책에	실린	정보는	집필	시점의	것으로,	실제	이용	시점에는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와	관련된	표기	및	기술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집필	시점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버전	업데이트에	따라	책에서	설명한	기능	및	내용	또는	화면	이미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의	주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이	책의	내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의	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상

태에서의	문의에	관해	출판사	및	저/역자는	답변	및	대응해	드릴	수	없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	책에	표시된	제품	이름	및	회사	이름은	모두	관계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본문	중	™	마크,	®	마
크	등은	명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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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준(마이리얼트립)

프런트엔드 개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CSS는 사실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UI를 개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CSS에 대한 실무 활용 팁을 자세하게 다

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기 좋은, 그리고 개발의 확장성을 고려한 

CSS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초보자분들은 물론이거니와 확장성 있는 CSS 스타일 추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임태현(N Tech Service)

현대 웹 개발은 리액트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함으로써 컴포넌트 지향적인 설계를 요구합니

다. 그리고 재사용성 높은 컴포넌트 설계를 위해 상태, 기능은 물론 스타일을 기준으로 사고

해야 합니다. 이 책은 리액트를 다루진 않지만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재사용성과 스타일 충

돌의 최소화를 위한 모듈 설계’를 이해하게 된다면 컴포넌트 설계 역량이 향상될 것입니다.

정욱재(당근마켓)

시중의 CSS 관련 책은 CSS만을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상세하게 구조까지 설명해 

주는 책은 처음입니다. 베타리딩 내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지 보수성이 뛰어난 CSS를 

작성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유용한 내용이 가득해서 종이책으로 받으면 찬찬히 읽으면

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책을 출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일(삼성SDS)

쉬운 문법만 믿고 충분한 고민과 설계 없이 CSS를 작성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작은 수정에도 여

러 페이지에 영향을 주거나 손도 못 댈 정도로 복잡한 스파게티 코드를 양산하기가 쉽습니다. 

이 책은 프로젝트 규모와 성격에 따라 최적의 CSS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큰 도움

이 됩니다. BEM 등 주요 설계 기법과 필자의 노하우가 담긴 PRECSS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퍼블리셔는 아니지만 이 책을 베타리딩하며 CSS 설계 기법에 대해 배우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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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양(코드포코리아)

시빅 해커로서 스프링 부트, 노드.js 중심의 백엔드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HTML 마크업과 CSS 작성을 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흐르며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

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을뿐더러, 파일 시스

템과 백엔드 구조 설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론, 실전 예제 그리고 추

가적인 팁까지 완벽하게 담아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흥미로운 이론 파트에 비해 실전 

예제 부분은 큰 변화 없이 설명-실행 결과-소스 코드가 반복되다 보니 조금 단조롭고 지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용호(넥슨코리아)

CSS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잘 알려진 UI 컴포넌트들을 주로 사용하며 검색 결과들

로만 스타일을 지정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UI가 일관되지 않고, 코드 또한 깔끔하지 않

았습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설계 방법이 지금껏 사용해 왔던 여러 UI 컴포넌트에 적용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설계 방법

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스타일에 대한 유지 보수가 고된 일이 아닐 듯싶습니다.

아쉽게도 이 책에는 CSS의 기본 지식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만일 CSS에 대한 지식이 충분

히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주 내용인 설계 방법에 대한 이해만으로

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용하고 만족스러운 책이었습니다.

허민(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지원처)

이 책을 읽고 CSS에도 훌륭한 설계 체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계라는 추

상적인 개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성 덕분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OOCSS, SMACSS, BEM 등 유명 설계 기법의 장점에 CSS 분리 및 충돌 이슈를 최소화하려

는 저자의 고민과 내공을 녹인 PRECSS 기법을 익히다 보면, 어느덧 한 단계 발전한 자신을 발

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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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의  
역사와 문제점

첫	번째	장에서는	CSS가	탄생한	배경을	돌아보고		

현대	웹	개발	현장과의	차이와	CSS	설계의	필요성에	관해	정리해	봅니다.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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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SS의 시작

CSS는 매우 빈약합니다. 이는 CSS의 문법이 간단하며 조금만 학습하면 누구나 다룰 수 있다

는 뛰어난 단순함 때문에 생겨난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1994년 처음 탄생한 이후 1996년 12월에 W3C에서 CSS1을 권고1하였습니다. 그 후 1998년 5

월에 CSS1의 상위 호환 버전인 CSS2가 나왔으며, 조금 시간이 흐른 2011년 6월에 CSS2의 개

정 버전인 CSS2.1을 권고하였습니다(그림 1-1).

1994년	CSS	제창

1996년	CSS1	권고

1998년	CSS2	권고

2011년	CSS2.1	권고

그림 1-1 CSS 2.1까지의 역사

CSS3부터는 버전을 전체로 정의하지 않고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사양 혹은 그러데이션에 관련

된 사양 등을 ‘모듈’이라는 단위로 묶어서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CSS3’, ‘CSS4’와 같이 CSS 

전체를 의미하는 버전은 엄밀하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CSS의 역할과 목적

CSS의 역할은 HTML이나 XML의 각 요소를 꾸미는 것이며, 문서의 구조(HTML이나 XML)와 

스타일(디자인)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CSS가 등장하기 전에는 스타일을 각 요소(font 요소 등)의 

전용 속성이나 style 속성으로 일일이 지정했습니다.

다음 코드는 style 속성을 사용해 스타일링한 예시입니다.

 HTML 
<p style="color: #f00; font-size: 18px;">이 텍스트는 18px의 빨간 문자로 표시됩니다</p>

하지만 이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국제 표준 사양으로 승인받았음을 의미합니다.

CSS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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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L이나 XML은 본래 문서 구조를 의미하므로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같은 스타일 요소를 여러 페이지마다 사용하려면 수정할 때 그만큼 반복 수정을 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CSS입니다. 코드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문장 구조와 

스타일을 분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HTML 
<!-- index.html에서 사용되는 p 요소 -->
<p>이 텍스트는 18px의 빨간 문자로 표시됩니다</p>
<!-- about/index.html에서 사용되는 p 요소 -->
<p>다른 위치에서 사용되는 이 텍스트도 18px의 빨간 문자로 표시됩니다</p>

 CSS 
/* 이 CSS를 변경하면 위 두 개 p 요소에 변경이 적용됩니다 */
p {
  color: #f00;
  font-size: 18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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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SS의 문제점

‘혼돈 상태’가 되어 버린 CSS

CSS의 등장으로 마치 문제가 모두 해결된 듯싶었습니다. 그러나 ‘문서 구조와 스타일을 분리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성공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 문

제는 ‘페이지 수가 늘어남에 따라 CSS가 점점 복잡해지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혼돈 

상태(Chaos)’2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예시처럼 두 페이지뿐인 간단한 사이트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웹

사이트는 결코 작은 규모의 것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한 페이지만으로도 웹사이트라고 부

를 수 있지만, 페이지 수에 최대한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100페이지, 1,000페이지 혹은 

10,000페이지를 넘는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저 ‘최상위 페이지는 p 요소를 

크게 만들고 싶으니 폰트 크기를 18px에서 20px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최상위 페이지만 

보면 의도한 대로 p 요소는 20px이 됩니다. 하지만 ‘CSS 파일을 로딩한 모든 페이지에 스타일

링 내용을 반영하는’ 사양에 의해 다른 페이지의 모든 p 요소 또한 20px로 바뀌어 버립니다.

스타일 규칙을 확실하게 정한 뒤에 CSS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페이지 수가 늘어남에 따라 CSS가 점점 복잡해지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다

시 불거질뿐더러 문제는 점점 커져 갑니다. 규칙이 없는 CSS의 경우 10페이지만 넘어가도 전

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웹사이트는 만들어 공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후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는 등의 운용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

드 공개 당시에 이미 혼란한 상태였던  CSS를, 공개 후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자신이나 다른 사

람이 해석한 뒤 계획한 것 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운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작업입

니다.

또한 그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실력과 센스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혼자 만든 규칙은 너무나 약하고 쉽게 부서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웹 세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너무 복잡하고 무질서해서 눈조차 뜰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CSS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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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에서는 모든 것이 전역 범위다

다소 프로그래밍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는 CSS가 전역 범위(Global Scope)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역 범위란 ‘모든 스타일링이 서로 간섭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임을 의미합

니다.

이는 비단 같은 파일 안에서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CSS 파일이 분리되어 있

다 하더라도 이 파일들을 읽어 들인 HTML/XML에서는 모든 CSS 스타일링이 동일한 범위 안

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림 1-2를 살펴봅니다.

<link	href="main.css">

<link	href="main.css">

<link	href="about.css">

main.css 최상위	페이지

about.css about	페이지

그림 1-2 페이지에 따라 여러 CSS를 읽어 들인 상태

최상위 페이지에서는 main.css만 읽어 들였으며, about 페이지에서는 main.css와 about.css를 

읽어 들였습니다. 하지만 about 페이지용으로 about.css라는 파일을 나누었다고 해서 main.css

와 다른 범위에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CSS 파일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는 같기 때문에 about.css는 main.css의 영향을 받으면서 스타일링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모든 것이 전역 범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스타일링이 늘어날수록 서로 간섭할 가능성이 커

진다’는 것입니다. 스타일링을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CSS의 강점인 동시에 약점인 

것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그 약점이 노출되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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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복잡해지는 웹 개발

웹사이트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나날이 복잡해지면서 CSS의 약점이 점차 도드라지기 시작했

습니다. CSS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저 웹사이트는 ‘제목이 있고, 그 아래 이어

지는 본문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제목이 있는……’ 문서의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HTML이 마크업 언어인 이상 ‘문서’로서의 역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근에는 콘텐츠를 움직이거나(Animation), 사용자 조작에 반응해서 표시하는 내용을 전환하는 

등의 구현을 요구하는 일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또한 웹페이지를 만드는 단계 역시 매번 수

작업으로 HTML 파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CMS3 등의 시스템을 통해 페이지를 익스포

트(Export)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재의 웹 개발 현장은 CSS가 처음 등장했던 당시와는 크

게 달라졌습니다.

변경할 수 없는 HTML/CSS의 결합

CMS의 종류나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익스포트한 HTML이나 CSS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

에 구조를 조금 바꾸고 싶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

다. 혹은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특정 부분은 CMS에서 익스포트한 

HTML/CSS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만든 CSS와 CMS에서 익스포트한 HTML/CSS를 타협하며 붙여 

가면서 개발해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 CMS에서 익스포트하는 HTML/CSS에 맞출 수 없을뿐

더러 CSS가 모두 전역 범위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CMS에서 익스포트한 코드에 끌려다

니면서 개발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늘어나는 페이지 수

CMS와 같이 페이지를 익스포트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새로운 웹페이지

를 만드는 작업은 매우 쉬워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웹사이트에 포함된 페이지가 늘어나면

서 CSS 관리 또한 보다 복잡해졌습니다.

3  콘텐츠 관리 시스템(Content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관리하고 출력하는 시스템 등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워드프레스(WordPress)나 무버블 타입(Movable Type) 등이 있습니다.

CSS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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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설계  
기본 및 실전

앞	장에서는	CSS의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특정한	CSS	설계	기법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CSS	설계의	기초가	되는	몇	가지	개념에	관해	알아봅니다.

C H A P T E R

2



2-1  CSS 기본 상세도와 셀렉터

CSS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상세도 관리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그 기초에 관해 

살펴봅니다.

셀렉터의 종류와 이 책에서의 명칭

먼저 ‘스타일링 대상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셀렉터(Selector)에 관해 알아봅니다. 정식 명칭이 

아닌 경우에는 이 책에서의 명칭도 함께 소개합니다.

셀렉터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뉘며, 각 요소는 다시 하위 세부적인 요소로 분류합니다.

•	단순 셀렉터

  요소형 셀렉터(타입 셀렉터)

     열: p {}
  전체 셀렉터

     예: * {}
  속성 셀렉터

     예: a[href="http://www.w3c.org/"] {}
  클래스 셀렉터

     예: .my-class {}
  ID 셀렉터

     예: #my-id {}
  의사 클래스(pseudo-class)

     예: a:visited {}
      의사 클래스는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주요 내

용은 아니므로  콜론(:)을 사용한 것은 모두 ‘의사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	의사 요소(pseudo-element)

  예: a::before {}
   의사 요소는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아니므로 콜론을 두 개 사용한 것은 모두 ‘의사 요소’라고 부릅니다.

CSS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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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자(Combinator)

  손자 결합자(Descendant Combinator)

     예: div p
      ‘결합자’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책에서는 ‘손자 셀렉터’라고 

부릅니다.

  자녀 결합자(Child Combinator)

     예: div > p
     이 책에서는 ‘자녀 셀렉터’라고 부릅니다.

  형제 결합자(Sibling Combinator)

     인접 형제 결합자(Adjacent Sibling Combinator)

        예: div + p
        이 책에서는 ‘인접 형제 셀렉터’라고 부릅니다.

     일반 형제 결합자(General Sibling Combinator)

        예: div ~ p
        이 책에서는 ‘일반 형제 셀렉터’라고 부릅니다.

또한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형태로는 ‘h1, h2 {}’와 여러 셀렉터를 동시에 지정하는 그룹 셀

렉터가 있습니다.

캐스캐이딩 기초

CSS에는 Cascading Style Sheet라는 이름 그대로 캐스캐이딩(Cascading)이라는 구조가 존재합

니다. 이것은 셀렉터가 가리키는 동일 요소의 같은 속성에 다른 값을 설정한 경우, 최종적으

로 어떤 값을 적용할지에 관한 규칙으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할 스타일이 결정됩니다.

1. 중요도

2. 상세도

3. 요소형 셀렉터(의사 요소)

샘플 코드를 간단히 확인해 봅니다. 모든 설명의 HTML은 다음의 공통 코드를 사용합니다.

 HTML 
<p class="my-class">Lorem ips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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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도
1

 CSS 
p {
  font-size: 1rem !important; /* 1. 중요도에 따라 이 항목이 적용된다 */
}
.my-class {
  font-size: 2rem;
}

2. 상세도

 CSS 
.my-class {
  font-size: 2rem; /* 2. 상세도에 따라 이 항목이 적용된다 */
}
p {
  font-size: 1rem;
}

3. 코드 순서

 CSS 
.my-class {
  font-size: 2rem;
}
.my-class {
  font size: 3rem; /* 3. 코드 순서에 따라 이 항목이 적용된다 */
}

상세도 기초

상세도 사양에 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류와 우선도

로 구성하며, 해당하는 셀렉터가 있으면 그 분류에 카운터가 추가됩니다.

1. ID 셀렉터

2. 클래스 셀렉터/ 속성 셀렉터/ 의사 클래스

3. 요소형 셀렉터(의사 요소)

상세도는 Specificity Calculator(그림 2-1)라는 웹사이트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중요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important만은 아니지만, HTML/CSS 작성자(개발자)가 직접 부여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

에 이 책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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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Specificity Calculator(https://specificity.keegan.st/)

계속해서 다음 코드를 사용합니다.

 HTML 
<p class="my-class">Lorem ipsum</p>

 CSS 
p { ----➊

  font-size: 1rem;
}
.my-class { ----➋ 이 항목이 적용된다.
  font-size: 2rem;
}

➊, ➋ 셀렉터의 상세도를 확인하면 그림 2-2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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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➋

그림 2-2 ➊, ➋의 셀렉터 상세도 내역

➊은 요소 셀렉터에 1, ➋는 클래스 셀렉터에 1이 각각 표기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상세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위에서는 ➋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요소 셀렉터 클래스 셀렉터 속성 셀렉터 의사 클래스 ID 셀렉터

값은 앞으로 당겨지지 않는다

주의할 점 한 가지는 각 분류값은 앞으로 당겨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코드와 같이 한 

ID 셀렉터를 클래스 셀렉터 11개로 덮어쓰고자 하는 경우에도 값이 앞으로 당겨지지 않으며, 

우선순위가 높은 ID 셀렉터의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HTML 
<p
  id="my-id"
  class="
    my-class
    my-class02
    my-class03
    my-class04
    my-class05
    my-class06
    my-class07
    my-class08
    my-class09
    my-class10
    my-class11
  "
>Lorem ips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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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모듈
이번	장부터	7장까지	CSS	설계	모듈집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포문을	여는	이번	

장에서는	버튼이나	라벨,	제목	등	웹사이트	안의	다양한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듈들을	소개하고	설명합니다.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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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번 장 이후의 모듈집 설명 방법

이번 장부터 7장까지는 모듈집으로 구성했습니다. 모듈집에서는 먼저 완성 이미지(완성도)를 

확인하고 호버(Hover) 등의 상태 변화나 미디어 쿼리를 적용한 스타일링은 해당 이미지를 함께 

게재합니다(완성도나 코드에 미디어 쿼리 적용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경우 해당 모듈에는 특별한 미디어 쿼

리 설정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게재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코드를 소개하면서 CSS 설계의 포인트

나 필요에 따라 CSS 속성에 관해 설명합니다. CSS 설계를 실제 모듈에 적용할 때의 코드를 확

인하면서 꼭 실제 요구 사항 등에 다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장 패턴에 관해

모듈에 따라 확장 패턴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장 패턴이란 모듈의 기존 마크업을 기

반으로 모디파이어를 추가함으로써 형태나 움직임을 변화시킨 버전입니다.

배리에이션에 관해

모듈에 따라서는 배리에이션(Variation)을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모디파이어를 사용해 추가로 

작성할 수 있는 확장 패턴과 달리 배리에이션은 완전히 다른 클래스로 처리하는 편이 바람직

합니다. ‘원래의 모듈과 비슷하긴 하나 같은 모디파이어로 확장해서 만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설계적으로 최적의 해결 방법은 아닌’ 것을 배리에이션으로 소개합니다.

BEM과 PRECSS 차이에 관해

CSS에 관해 대부분의 경우는 셀렉터만 다를 뿐 BEM과 PRECSS 사이에 차이는 거의 없습니

다. 하지만 간혹 BEM 고유의 표기나 PRECSS 고유의 표기가 있습니다. 또한 각 모듈 안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추가로 코드 예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PRECSS에서의 기

술 예시를 게재합니다.

CSS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CSS 설계 모듈집 ① 최소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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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최소 모듈 정의

이 책에서 최소 모듈이란 ‘사이트 안의 어느 위치에서든 반복해서 사용되는 요소’를 가리킵니

다. PRECSS에서는 ‘el_’이라는 접두사를 붙인 엘리먼트 모듈에 해당합니다. 최소 모듈과 그 

이상의 모듈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부분은 버튼이나 라벨, 문자열 뒤에 붙는 

아이콘 등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필자는 3장 PRECSS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루

트 요소와 자녀 요소를 포함해, 대략 요소 수가 세 개 이내’를 지표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CSS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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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버튼

기본형

완성도

호버 시

주황색 배경에 흰색 문자를 좌우/상하 가운데 정렬로 배치한 간단한 버튼입니다. 모서리는 둥

글지 않으며 박스 섀도를 옅게 적용했습니다. 호버 시에는 테두리를 남기고 배경색과 문자색

을 반전시킵니다.

BEM
 HTML  5-3-button-bem.html

<a class="btn" href="#">기본 버튼</a>

 CSS  5-3-button-bem.css

.btn {
  display: inline-block; ----➊

  width: 300px; ----➋

  max-width: 100%; ----➌

  padding: 20px 10px; ----➍

  background-color: #e25c00;
  border: 2px solid transparent; ----➎

  box-shadow: 0 3px 6px rgba(0, 0, 0, .16);
  color: #fff;
  font-size: 1.125rem; ----➏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25s;
}

.btn:focus,

.btn:hover {

PRECSS
 HTML  5-3-button-precss.html

<a class="el_btn" href="#">기본 버튼</a>

 CSS  5-3-button-precss.css

.el_btn {
  display: inline-block; ----➊

  width: 300px; ----➋

  max-width: 100%; ----➌

  padding: 20px 10px; ----➍

  background-color: #e25c00;
  border: 2px solid transparent; ----➎

  box-shadow: 0 3px 6px rgba(0, 0, 0, .16);
  color: #fff;
  font-size: 1.125rem; ----➏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25s;
}

.el_btn:focus,

.el_btn:hover {

CSS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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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 계속

  background-color: #fff;
  border-color: currentColor; ----➎

  color: #e25c00;
}

PRECSS 계속 
  background-color: #fff;
  border-color: currentColor; ----➎

  color: #e25c00;
}

➊ display: inline-block

버튼은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도 단락 안에서 텍스트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단락에 지정된 문자 정렬(text-align)에 맞춰 버튼의 위치도 정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display 속성을 inline-block으로 설정하면 부모 단락의 text-

align값을 상속하게 되므로 버튼을 정렬하기 위한 CSS를 일일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CSS

를 일일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은 개발 수고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디파이어나 불규칙

한 지정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으므로 CSS 설계에서 중요한 사고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림 5-1 단락의 text-align 설정을 자동으로 따라가는 형태. display: block;으로 설정하면 그림처럼 동작하지 않음

➋ width: 300px;

일반적으로 많은 프로젝트에서 버튼의 크기는 어느 정도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폭은 

width 속성으로 고정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긴 텍스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버튼 안에서 

줄바꿈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그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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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텍스트가 자동으로 줄바꿈된 상태

반대로 버튼 안에서 줄바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width가 아니라 min-width를 사용합니

다. min-width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버튼의 크기를 통일시키면서도, 긴 텍스트가 들어간 

경우에는 가로 폭을 자동으로 늘려 줍니다(그림 5-3).

그림 5-3 min-width 사용으로 가로 폭이 자동으로 늘어난 상태

그 외 가로 폭의 최댓값을 지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max-width를 함께 사용합니다. 가로 폭

을 텍스트 분량에 따라 완전히 조정하고 싶을 때는 아무 속성도 지정하지 않습니다.

➌ max-width: 100%;

스크린 크기가 줄었을 때 버튼이 잘려서 보이지 않도록 가로 폭의 최댓값은 부모 박스에 따르

도록 합니다. 이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림 5-4의 아래와 같이 스크린 크기가 줄어든 경우, 

콘텐츠 영역을 벗어납니다.

콘텐츠	영역을	벗어남

그림 5-4 아래 버튼에는 max-width: 100%;를 지정하지 않아 콘텐츠 영역을 벗어남

➍ padding: 20px 10px;

버튼의 높이는 71px이지만 이를 height 속성으로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긴 텍스트가 

들어간 경우에는 텍스트가 버튼 바깥으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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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설계를  
보다 잘하기 위한  

스타일 가이드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웹사이트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듈을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각	모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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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스타일 가이드란

모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꼭 권장하고 싶은 방법이 스타일 가이드 만

들기입니다. 스타일 가이드란 간단히 말하면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이나 폰트, 

UI 부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비숫한 용어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는 디

자인보다는 ‘디자인을 할 때 하면 좋은 것 혹은 해서는 안 되는 것’ 등을 명확하게 알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스타일 가이드는 ‘디자인상의 규칙 제시’보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표준(색상, 폰트, UI 부품 등)에 관한 정리’에 무게를 둡니다. UI 부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HTML 코드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CSS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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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왜 스타일 가이드가 필요한가?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타일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불필요한 UI 부품을 늘리지 않기 위해

•	불필요한 복잡화를 피하기 위해

•	UI 부품의 재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웹사이트는 대부분 공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운용, 업데이트 단계가 이어집니다. 

그때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거나 기존 페이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 

UI 부품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비슷한 UI 부품(모듈)이 다른 페이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또 만드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결국 불필요한 노력을 들여 비슷한 대상을 늘리는 것뿐

만 아니라, 그 후 운영에 있어서도 ‘어느 쪽을 사용해야 하는가? 두 부품을 따로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런 사태를 피하고 불필요한 수

고를 줄이고 웹사이트의 통일감을 유지하며 나아가 웹사이트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도 스타

일 가이드는 꼭 필요합니다.

CSS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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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스타일 가이드 만들기

그럼 실제로 스타일 가이드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스타일 가이드는 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스타일 가이드 생성기를 사용해 만들기

•	수동으로 직접 만들기

스타일 가이드 생성기 사용하기

‘스타일 가이드 생성기’란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어 주는 도구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

으로 수많은 도구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유명한 스타일 가이드 생성기들을 소개

합니다.

•	 Fractal1

•	 SC52

•	 kss-node3

•	Atomic Docs4

•	 Stylemark5

•	 Storybook6

이번 장에서는 위 생성기 중 Fractal(프랙탈)의 사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지면 관계상 모든 기

능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설치부터 모듈을 등록하는 과정의 흐름을 통해 분위기

를 잡는 정도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같은 이유로 Node.js나 npm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뒤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도 

소개하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뛰어넘어도 무방하고 참고 정도로만 읽으셔도 좋습

니다. 필자는 Node.js v12.13.0, npm 6.13.6, Fractal CLI tool 1.1.7, Fractal 1.2.1에서 동작을 확

인합니다.

1  https://fractal.build/

2  http://styleguide.sc5.io/

3  https://kss-node.github.io/kss-node/

4  http://atomicdocs.io/

5  https://github.com/mpetrovich/stylemark

6  https://storybook.js.org/

CSS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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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al 설치하기

먼저 Fractal을 설치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임의의 디렉터리로 이동해 다음 명령어를 실행합

니다.

 shell 
npm init -y
npm install --save @frctl/fractal

우선 필수는 아니지만 Fractal 개발에 도움이 되는 명령어를 제공하는 Fractal CLI 툴이 있으

므로 함께 설치해 둡니다.

 shell 
npm i -g @frctl/fractal

Fractal 셋업하기

다음으로 Fractal을 셋업하기 위한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project-name> 부분에는 임의의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shell 
fractal new <project-name>

여기에서는 project-name을 ‘fractal-demo’로 정했습니다. 그림 8-1과 같이 몇 가지 질문

이 나타납니다. 글머리에 ‘?’가 붙어 있는 내용이 질문 항목입니다.

그림 8-1 factal new 명령어 실행 시 표시되는 질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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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진행하면 자동으로 npm 의존 모듈 설치를 시작하며, 모든 과정을 완료하면 ‘✓ 

Your new Fractal project has been set up.’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난 후 다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Fractal 셋업을 완료하면 ‘fractal new <project-name>’의 

project-name 부분에 지정한 이름을 가진 디렉터리가 생깁니다. 해당 디렉터리로 이동해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면 로컬 서버가 실행되며 각종 URL이 표시됩니다(그림 8-2).

 shell 
cd fractal-demo # fractal-new로 만든 디렉터리로 이동

fractal start --sync

그림 8-2 fractal start --sync 명령어 실행 시 터미널에 표시되는 URL

이 중 ‘Local URL(기본은 http://localhost:3000)’ 또는 ‘Network URL’이라고 표시된 

URL을 브라우저에서 열면 Fractal 미리보기 화면이 표시됩니다(그림 8-3).

그림 8-3 로컬 서버에 미리보기로 표시되는 Fractal 화면

이것으로 Fractal 셋업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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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개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술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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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9장에서는	CSS	설계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CSS나	HTML	개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술을	소개합니다.	필자는	이들	도구	중	많은	것들을	Gulp	또는	webpack	등을	통해	Node.js1에서	
실행합니다.	Gulp나	webpack에	관해서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개요	정도를	소개하고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설치나	도입	방법에	관한	내용은	이	책의	주제를	넘어서므로	설명은	하지	

않으나,	웹에서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으므로	꼭	검색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9-1  CSS 개발 효율화와 실수 줄이기

Sass2

이 책에서도 자주 언급했던 Sass는 CSS 확장 언어입니다. Sass를 활용하면 다음 요소를 사용

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고도의 CSS 개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변수3

•	중첩 기법

•	mixin
•	함수

단, 브라우저가 직접 Sass를 로딩하는 것이 아니라 ‘Sass로 개발 → Sass를 기반으로 CSS를 익

스포트’4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Sass는 ‘CSS 전처리기(pre-processor)’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

니다. CSS 전처리기에는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LESS5

•	 Stylus6

•	PostCSS7

하지만 웹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질적인 표준(de-facto Standard)은 Sass라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집필 시점). 또한 Sass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코드를 기술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SCSS 기술 방식을 사용합니다.

•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들여쓰기로 블록이나 계층 구조를 의미하는 Sass 기술 방식

(확장자 .sass)

•	CSS와 동일하게 중괄호를 사용하는 SCSS 기술 방식(확장자 .scss)

Sass를 사용하면 개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해 CSS를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2  https://sass-lang.com/

3   변수에 한해 CSS에도 ‘CSS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는 이름의 사양이 존재합니다.   

https://developer.mozilla.org/ko/docs/Web/CSS/Using_CSS_custom_properties

4  Sass와 CSS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을 ‘컴파일한다’고 합니다.

5  http://lesscss.org/

6  https://stylus-lang.com/

7  https://postcss.org/

CSS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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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s 코드

 SCSS 
.bl_media {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_imgWrapper {
    flex: 0 1 percentage (331 / 1200);
    margin-right: percentage (40 / 1200);

    > img {
      width: 100%'
    }
  }
}

컴파일된 CSS
 CSS 
.bl_media {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

.bl_media_imgWrapper {
  flex: 0 1 27.58333%;
  margin-right: 3.33333%;
}

.bl_media_imgWrapper > img {
  width: 100%;
}

동일한 셀렉터를 반복해 쓸 필요가 없고 사칙연산8이나 %로의 변환 등을 간단하게 할 수 있

어 대단히 편리합니다. 필자 또한 일반적으로 개발을 할 때는 Sass를 사용합니다. Sass 파일 안

에서 문법이 틀리는 경우에는 컴파일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CSS가 익스포트되지 않습니

다. CSS의 경우 문법이 틀리더라도 별다른 알림 없이 스타일이 깨질 뿐이지만, Sass를 사용하

면 오류를 즉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Sass는 매우 복잡하며 제대로 설명하려면 그것만으로 책 한 권 분량이 됩니다. 다행히 『웹 개

발자를 위한 Sass 교과서』9라는 좋은 서적이 이미 출간되어 있으므로 Sass에 관해 흥미가 있는 

분들은 해당 서적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rowsersync10

Browsersync(브라우저싱크)는 개발 중인 웹사이트 등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로컬 서버11를 실행하고 파일 저장 시점을 감지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브라우저를 자동으

로 새로고침하는 도구입니다. 파일이 변경되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브라우저를 새로고침해 

주기 때문에, 수정한 내용을 브라우저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개발 효율이 향상됩니다. 다

른 도구와의 조합을 통해 ‘Sass 파일을 수정해서 저장하는 순간, 브라우저에 반영한다’와 같은 

작업도 가능합니다.

8   Sass의 경우에는 사전에 계산한 뒤 CSS로 컴파일하기 때문에 다소 그 성격이 다르지만, 사칙연산은 CSS에도 calc()이라는 함

수가 존재합니다. https://developer.mozilla.org/ko/docs/Web/CSS/calc

9   『웹 개발자를 위한 Sass 교과서(Web制作者のためのSassの教科書)』(히라사와 타카시/모리타 소우 지음, 임프레스, 2017) 
https://book2.scss.jp/

10  https://www.browsersync.io/

11  외부와의 통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서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개인 PC 등의 머신에서 기동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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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 변경되면 브라우저를 새로고침한다’는 구조를 ‘라이브 리로드(Live Reload)’라고 부릅

니다. 라이브 리로드 기능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면, 더 이상은 라이브 리로드 없는 환경

으로는 돌아오지 못할 만큼 편리한 기능이므로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소개할 

Prepros에서도 간단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Autoprefixer12

Autoprefixer(오토프리픽서)는 CSS에 벤더 접두사(Vendor Prefix)를 자동으로 붙여 주는 도구입

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하고 Autoprefixer에 전달하면, 각 브라우저에서 인

식하기 위해 필요한 벤더 접두사를 자동으로 붙여 CSS를 익스포트합니다.

Autoprefixer 실행 전

 CSS 
::placeholder {
  color: gray;
}

Autoprefixer 실행 후

 CSS 
::-webkit-input-placeholder {
  color: gray;
}
::-moz-placeholder {
  color: gray;
}
::-ms-input-placeholder {
  color: gray;
}
::placeholder {
  color: gray;
}

‘어떤 브라우저/버전을 대상으로 벤더 접두사를 붙이는가?’에 관해서는 Browserslist13라는 도

구의 기법에 근거해 직접 커스터마이즈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 시 ‘이 속성에는 벤더 접두사가 

필요한가?’, ‘어떤 벤더 접두사를 붙이는 것이 좋은가?’와 같은 문제로 고민이 될 때, 이 도구

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2  https://github.com/postcss/autoprefixer

13  https://github.com/browserslist/browsers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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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사람에 따른 편차 없애기

CSScomb14

CSScomb는 주로 CSS 속성의 나열 순서를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CSScomb용 설정 파일 

‘.csscomb.json’15를 만들고 프로젝트 루트 디렉터리에 저장합니다. .csscomb.json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JSON 
{
  "sort-order": [
    [
      "position",
      "z-index",
      "top",
      "right",
      "left",
      "display"
    ]
  ]
}

그리고 다음 코드의 CSS에 CSScomb를 실행하면 .csscomb.json에 설정한 속성의 나열 순서로 

정리해 줍니다.

CSScomb 실행 전

 CSS 
.example {
  display: block;
  top: 50px;
  right: 50px;
  position: absolute
}

CSScomb 실행 후

 CSS 
.example {
  position: absolute;
  top: 50px;
  right: 50px:
  display: block;
}

속성의 나열 순서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 등도 .csscomb.json에 정의해서 통일할 수 있습니다.

•	색상 지정 시 알파벳 대문자 혹은 소문자 사용 설정

•	큰따옴표 혹은 작은따옴표 사용 설정

14  https://github.com/csscomb/csscomb.js/

15  CSScomb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개발 시 사용하는 많은 도구 설정 파일은 파일명이 .으로 시작됩니다.

CSS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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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Config16

EditorConfig(에디터컨피그)는 코드 기술법을 통일하는 도구입니다. 물론 사용하는 에디터

가 EditorConfig에 대응해야 하지만 최근 많은 에디터가 EditorConfig에 대응하고 있을 정

도17로 표준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EditorConfig 설정 파일 

‘.editoconfig’를 만들어 프로젝트의 루트 디렉터리에 저장했다고 가정합니다.

# 프로젝트 루트에 저장한 .editorconfig인가?

root = true

# 줄바꿈 코드와 파일 끝에 빈 공간을 넣는가?
[*]
end_of_line = lf
insert_final_newline = true

# CSS와 HTML의 들여쓰기 지정

[*.{css,html}]
indent_style = space
indent_size = 2

이 상태에서 파일을 수정하면 다음 처리를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	줄바꿈 코드에는 Line Feed(lf)를 사용함

•	파일 맨 마지막에 빈 줄을 넣음

•	CSS와 HTML의 들여쓰기는 탭이 아닌 스페이스를 사용함

•	CSS와 HTML의 들여쓰기는 스페이스 두 칸을 사용함

이를 통해 ‘파일을 만든 사람에 따라 들여쓰기가 제각각인’ 상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Prettier18

Prettier(프리티어)는 소위 ‘코드 포매터(Code Formatter)’라 불리는 코드 정리 도구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EditorConfig가 코드를 작성하는 도중에도 설정이 반영되는 것에 비해 Prettier는 임의

의 시점에 저장 완료 파일에 대해 실행합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 주변의 코드 형태를 정리하

는 도구였는데, 현재는 HTML이나 CSS, Sass의 CSS 기술법을 포함해 많은 언어에 대응하고 

16  https://editorconfig.org/

17  에디터에 따라서는 플러그인을 추가함으로써 EditorConfig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18  https://prettie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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