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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 옮긴이 머리말

자바스크립트는 1995년 넷스케이프의 브렌던 아이크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이후 2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개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모카’나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이름을 거쳐 당시 자바Java의 인기에 영합

하고자 이름을 자바스크립트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실제로 두 언어를 모두 접해 보

지 않았다면 해당 언어들의 관계를 오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두 언어는 엄연히 용도가 다르므로, 좋다/나쁘다를 판단하기보다는 두 언어의 차이

점과 공통점을 비교해 본다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웹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요. 이해하기 쉽게 사람에 비유하자면, 대략적으로 HTML은 사람을 이루는 뼈대와 기관, 
CSS는 외모와 패션 센스, 자바스크립트는 뇌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순서대로 구조, 디자인, 동작을 담당합니다.

이 책은 HTML과 CSS의 힘을 빌려 웹에서의 다양한 동작을 구현하고 설명하며, 실무에서 

사용하는 실행 코드를 제공하여 똑똑한 뇌를 가진 웹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독자가 구현하고 싶은 기능을 테마별로 구분하고, 실행 결과를 이미지와 함께 제공함으로

써 실무에 적용할 기능들을 보다 쉽고 빠르게 결정하여 구현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처음 자바스크립트를 접하는 독자부터 웹과 데이터를 조금 더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다루고

자 하는 개발자 모두에게 부디 이 책이 유일무이하고, 똑똑하며, 안정적인 웹과 시스템을 구

축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옮긴이 이춘혁

옮긴이  
머리말



시작하며 xvii

해당	서적은	실무에서	사용	가능한	자바스크립트의	최신	기술을	반영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특징이	있다.

•	자바스크립트의 최신 코드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바스크립트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

•	에크마스크립트(ECMAScript)의 최신 기술 규격을 파악할 수 있다�

•	목적별로 레시피를 정리하여 사용법을 빠르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는	오랜	기간	코드의	기술	방식이	꾸준히	변해	왔다.	자바스크립트	표준	기술	

규격인	에크마스크립트는	‘ES2016’,	‘ES2017’,	‘ES2018’,	‘ES2019’	등	매년	새로운	표준	규

격의	추가와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ES2015(ESMAScript	2015,	ES6)’를	기점으로	세련된	

프로그래밍	코드	작성이	가능해졌다.

최신	에크마스크립트가	표준이므로	빠른	프런트엔드	기술의	변화	속에서도	자바스크립트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장점을	지녔다.	그러므로	이를	학습하는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오래도

록	사용	가능한	기술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배운	이론과	기술을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ES2015’	이후	새로	개정된	문법을	반영하여	최신	코드로	구성하였다.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인	리액트React,	뷰Vue.js,	앵귤러Angular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	새	규격과	코드	기술	방식의	이해는	필수이며,	이	책은	해당	지식의	기초를	쌓는	데도	도

움이	될	것이다.	

구버전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는	‘ES2015’	이후	추가된	문법과	일부	기능이	정상	동

작하지	않으나,	서포트	페이지의	설명을	참고하면	해당	버전에서도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는	세세한	기능과	데이터	연동을	통해	다양한	동적	웹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코드를	선별하여	싣고,	기능별	분류	카테고리를	만들어	필요한	부분만

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해설의	샘플	코드를	이용하여	동작을	확인하거

나	응용과	변경을	통해	실제로	필요한	기능만을	구현할	수도	있다.	그럼,	코드	레시피를	통

해	자바스크립트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란다.

	 지은이	이케다 야스노부, 카노 타케시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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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ML 136/index.html

<div id="log"></div>

 ■ JavaScript 136/main.js

const logElement = document.querySelector('#log');
logElement.innerHTML = '안녕하세요.';

 ▼ 실행 결과

셀렉터명과 일치하는 요소가 하나 이상인 경우

document.querySelector('#log')에서	요소를	가져올	때	셀렉터

명과	일치하는	요소가	하나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요소를	반환한다.	
다음	코드는	첫	번째	.box	텍스트를	출력한다.

 ■ HTML

생략

<div class="box">첫 번째 박스</div>
<div class="box">두 번째 박스</div>
<div class="box">세 번째 박스</div>

 ■ JavaScript

// .box 요소 가져오기
const box = document.querySelector('.box');
 
// 텍스트 내 요소 출력
console.log(box.innerHTML); // 결과: 첫 번째 박스

COLUMN

 ■ Syntax

메소드 의미 반환

document.querySelector(셀렉터명) 셀렉터명	일치	요소	가져오기 요소(Element)

HTML	요소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	HTML	요소를	읽어	와야	한다.	자바스크립트는	

셀렉터명,	ID명,	클래스명	등의	지정을	통해	HTML	요소를	읽어	올	수	있다.

document.querySelector(	)는	인수의	셀렉터명과	일치하는	하나의	요소를	가져오는	메

소드다.	셀렉터는	요소	지정을	위한	조건식으로	CSS의	#ID명,	.클래스명,	:nth-child(번호)	

등과	같다.	일치하는	요소가	하나	이상이라면	첫	요소를	반환한다.

 ■ HTML

<div id="foo"></div>
 
<ul class="list">
  <li class="item"></li>
  <li class="item"></li>
  <li class="item"></li>
</ul>

 ■ JavaScript

// foo 요소
document.querySelector('#foo');
// .list 요소 내 두 번째 .item 요소
document.querySelector('.list .item:nth-child(2)');

#log	요소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샘플을	확인해	보자.

셀렉터 사용하기
CH A P TER 8

136

	≐ 셀렉터를 사용해 지정 요소를 가져오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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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목표

구현하고	싶은	기능을	

나타낸다.

➋ 적용

실제로	적용되는	예를	

나열한다.

➌ Syntax

기능	구현에	필요한	핵심	

구문을	설명한다.

➍ 본문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설명한다.

➎ JavaScript

자바스크립트	샘플	코드다.	
‘부분’	코드는	설명을	위해	

샘플	코드의	일부만	추출한	

내용으로	실행	확인은	추가	

코드가	필요하다.

➊

➋

➌

➍

➎

이 책을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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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ML 136/index.html

<div id="log"></div>

 ■ JavaScript 136/main.js

const logElement = document.querySelector('#log');
logElement.innerHTML = '안녕하세요.';

 ▼ 실행 결과

셀렉터명과 일치하는 요소가 하나 이상인 경우

document.querySelector('#log')에서	요소를	가져올	때	셀렉터

명과	일치하는	요소가	하나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요소를	반환한다.	
다음	코드는	첫	번째	.box	텍스트를	출력한다.

 ■ HTML

생략

<div class="box">첫 번째 박스</div>
<div class="box">두 번째 박스</div>
<div class="box">세 번째 박스</div>

 ■ JavaScript

// .box 요소 가져오기
const box = document.querySelector('.box');
 
// 텍스트 내 요소 출력
console.log(box.innerHTML); // 결과: 첫 번째 박스

COLUMN

 ■ Syntax

메소드 의미 반환

document.querySelector(셀렉터명) 셀렉터명	일치	요소	가져오기 요소(Element)

HTML	요소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	HTML	요소를	읽어	와야	한다.	자바스크립트는	

셀렉터명,	ID명,	클래스명	등의	지정을	통해	HTML	요소를	읽어	올	수	있다.

document.querySelector(	)는	인수의	셀렉터명과	일치하는	하나의	요소를	가져오는	메

소드다.	셀렉터는	요소	지정을	위한	조건식으로	CSS의	#ID명,	.클래스명,	:nth-child(번호)	

등과	같다.	일치하는	요소가	하나	이상이라면	첫	요소를	반환한다.

 ■ HTML

<div id="foo"></div>
 
<ul class="list">
  <li class="item"></li>
  <li class="item"></li>
  <li class="item"></li>
</ul>

 ■ JavaScript

// foo 요소
document.querySelector('#foo');
// .list 요소 내 두 번째 .item 요소
document.querySelector('.list .item:nth-child(2)');

#log	요소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샘플을	확인해	보자.

셀렉터 사용하기
CH A P TER 8

136

	≐ 셀렉터를 사용해 지정 요소를 가져오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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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HTML

HTML	샘플	코드다.

➐ 샘플 파일

샘플	파일명과	디렉터리를	

표시한다.	대부분의	예제에는	

샘플	코드가	준비되어	있다.

URL 		https://github.com/
Jpub/JSCR_278

➑ 실행 결과

샘플	코드의	실행	결과를	

브라우저나	콘솔에	표시한다.

➒ 칼럼

관련	정보나	추가	정보	등을	

기술한다.

➏

➑

➒

➐

➐



xx 베타리더 후기

김진영(야놀자)

자바스크립트는	4,	5년여	전에	제이쿼리jQuery를	통해서	조금씩	사용해	본	게	전부라	처음부

터	기억을	되돌리는	느낌으로	이	책의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책	후반부에서는	예전에	

사용할	때는	알	수	없었던	여러	새로운	개념이	나와서	새롭게	깨우친	부분도	상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샘플	코드가	충실한	편이며,	자바스크립트	초급자가	전체적인	개념을	훑는	목적

이나	실무자	분이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참고하는	용도로	적절한	책입니다.

김창회(한양대학교)

프런트엔드	개발에	쓸모	있는	여러	내용을	쉽게	설명해	준	책이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나

중에	찾아서	보기도	편할	책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아	다소	아쉬웠지만,	

책	콘셉트상	원리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적당히	생략된	것도	책장	넘기기	좋은	이유	중	하나

였습니다.

김형빈(티맥스소프트)

실무에서	필요한	예시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프런트엔드	개발자나	자바스크립트	중급자에게

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굳이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특정	기능	구현이나	배경	지식이	필요할	

때	목차를	참고하여	필요한	내용과	예제	코드를	빠르게	알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

니다.	책의	구성과	번역	문체도	깔끔하여	프런트엔드	개발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

할	수	있으며,	예제를	직접	실행해	가며	프런트엔드	개발에	입문하기에도	좋은	책으로	추천

합니다.	완성도	높은	책이어서	특별히	피드백할	내용이	많이	없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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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곤(엔컴)

보통	자바스크립트	책은	기본	서적으로	기초	문법부터	시작해서	고급	문법	조금	다루고	끝납

니다.	기본	문법을	알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

에서	많이	쓰이는	코드	278가지	방법을	다루고	있어서	특히	신입	웹	개발자들이	인터넷에서	

헤매는	시간을	대폭	줄여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278가지	레시피를	익혀서	멋진	프런트

엔드	개발자가	되기	바랍니다.

허민(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지원처)

최근	트렌드에	맞게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처리	위주의	실무	예제를	풍부하게	다룬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해결책을	278가지	유형

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였기에	뷰Vue나	리액트React	등	다양한	기법이	난무하는	프레임워크의	

홍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만의	든든한	기준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이	이	책의	매력입니다.	지금까지	IT	서적의	베타리딩에	20회	이상	참여했는데,	그중	가장	완

성도	높은	베타리딩	도서를	접했던	것	같습니다.	오탈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소스	코

드의	오류도	매우	경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20년	가까이	다뤘는데	여태	몰

랐던	기법들을	제법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허헌(리걸테크)

웹	개발자에게	있어	자바스크립트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언어입니다.	러닝	커브가	낮아	

배우기	쉽다고는	하지만,	정확히	알고	사용하지	않으면	많은	오류들이	난무하는	소스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업에서	활동하는	개발자라도	다시	한번	이	책을	보고	정확히	

익힌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옆에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꺼내어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베타리딩	기회	덕에	양질의	책을	미리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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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는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HTML,	스타일	

시트와	함께	동적	웹	페이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자바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기

능들을	가진다.

•	문자� 숫자� 배열 등의 데이터를 다룬다�

•	날짜와 시간을 다룬다�

•	브라우저를 조작한다�

•	이벤트를 처리한다�

•	페이지의 데이터 요소를 조작한다�

•	폼Form을 조작한다�

•	애니메이션 효과를 처리한다�

•	이미지/사운드/영상을 다룬다�

•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	로컬 데이터를 다룬다�

자바스크립트는	‘에크마스크립트(ECMAScript,	국제	표준화	기구인	ECMA	International에서	정

하는	표준	규격)’를	표준으로	한다.	2015년에	발표된	‘ES2015(ECMAScript	2015,	ES6)’를	통
해	당시까지는	자바스크립트에	없던	클래스Class,	블록	스코프Block	Scope,	화살표	함수Arrow	

Function,	모듈Module	등의	기능이	대거	추가되었다.	‘ES2015’	이후부터는	매년	새로운	버전

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	ES2015(2015년)
•	ES2016(2016년)
•	ES2017(2017년)

•	ES2018(2018년)
•	ES2019(2019년)

이	책은	ES2015	이후	새롭게	추가된	기능도	함께	소개하며,	‘ES2015’	이전	버전	중	사용	

빈도와	중요성이	낮은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였다.	자바스크립트는	주로	웹	브라

우저에서	사용되지만,	2010년대부터는	서버에서도	사용하는	기술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Node.js’다.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프런트엔드와	백엔드의	구분	없이	양쪽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	책에서	Node.js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Node.js에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문법을	대

부분	응용할	수	있다.
※  HTML의 요소를 다루는 DOM 명령 구문과 캔버스 관련 멀티미디어 계열 요소는 ‘Node.js’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외 

기능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의 기초
CH A P 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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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는 기능의 개요와 사양을 알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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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ntax

구문 의미

<script>자바스크립트</script> 자바스크립트의	처리	코드를	기술

자바스크립트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HTML을	이용하자.	HTML에서	script	태그로	감싼	부분이	자바스크립트를	기술하는	곳이

다.	alert(	)	기능을	통해	알림창을	만들어	보자.

 ■ HTML 002/index.html

<!doctype html>
<html lang="ko">
<head>
  <meta charset="UTF-8">
  <title></title>
  <link rel="stylesheet" href="style.css"/>
  <script>
    alert('안녕하세요!');
  </script>
</head>
<body></body>
</html>

파일을	열면	브라우저에서	‘안녕하세요!’라는	알림	메시지가	표시된다.

자바스크립트의 구현(사용) 방식

	≐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CH A P TER 1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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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행 결과

script	태그의	위치는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샘플	코드는	head	태그	안에	넣었으나,	body	
태그	안에도	사용할	수	있다.	세미콜론(;)은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기호로,	샘플	코드에서	

세미콜론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는	세미콜론을	생략해도	적절히	줄바꿈을	

넣어	주면	에러	없이	기능이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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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ntax

구문(HTML 코드) 의미

<script	src="자바스크립트파일주소"	defer></script> 자바스크립트	파일	읽어	오기

확장자가	‘.js’인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다른	파일에서	불러와	사용할	수	있으며,	HTML	내부

에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기술하기	위해서는	script	태그를	이용한다.	main.js	파일을	만들

어	index.html에서	불러오는	코드를	작성해	보자.

 ■ HTML 003/index.html

<!doctype html>
<html lang="ko">
<head>
  <meta charset="UTF-8">
  <title></title>
  <link rel="stylesheet" href="style.css"/>
  <!-- main.js 불러오기 -->
  <script src="main.js" defer></script>
</head>
<body></body>
</html>

 ■ JavaScript 003/main.js

alert('반가워요!');

index.html	파일을	열면	main.js가	실행되므로	‘반가워요!’	알림창이	표시된다.

다른 파일에서  
자바스크립트 불러오기

	≐ HTML 외부에 자바스크립트를 기술하고 싶을 때

CH A P 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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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행 결과

script	태그의	defer	속성은	자바스크립트	실행	관련	지정자다.	자세한	것은	19장	‘자바스

크립트	읽기	타이밍	최적화하기’에서	설명하겠다.	 ▶▶ 268 	

여러	개의	파일도	하나의	HTML에서	불러올	수	있으며,	명령	기술의	순서에	따라	파일을	불

러와	작업한다.

 ■ HTML 다수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읽어	오는	코드

<head>
  <script src="script1.js" defer></script>
  <script src="script2.js" defer></script>
  <script src="script3.js" defer></script>
</head>

자바스크립트를	HTML과	분리하면	전체적인	구조	파악이	쉬우며,	상대	경로/루트	경로/절
대	경로를	이용해	파일의	위치	지정이	가능하다.

 ■ HTML 상대	경로의	예

<script src="./script/script.js" defer></script>

 ■ HTML 루트	경로의	예

<script src="/project/script/script.js" defer></script>

 ■ HTML 절대	경로의	예

<script src="https://example.com/script/script.js" defer></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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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ntax

메소드 의미 반환

console.log(값1,	값2,	...) 콘솔에	값	표시하기 없음

console.log(	)를	사용하면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콘솔에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다.	임의

로	출력을	지정하여	데이터	값의	변화를	확인하며	작업하고	싶을	때	유용하다.	브라우저에	

따라	콘솔의	표시	방법이	다르므로	이어서	나올	칼럼을	참고하자.

 ■ JavaScript 004/log/main.js

const a = 10;
const b = 20;
const sum = a + b;
console.log(sum); // 결괏값: 30

 ▼ 실행 결과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콘솔에 로그가 표시된다

값을 로그로 출력하기

	≐ 스크립트의 데이터 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

	≐ 콘솔 패널에 값을 표시하고 싶을 때

CH A P 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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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e.log( )의 파라미터 수

console.log(	)는	콤마(,)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	전달이	가능하다.	다음

은	문자열과	현재	시간을	console.log(	)로	전달하고	출력	결과를	확인하는	코드

로,	결과는	하나의	로그로서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JavaScript 004/multi_log/main.js

console.log('안녕하세요.', '지금은', new Date(), '입니다.');

 ▼ 실행 결과

�안녕하세요� 지금은 (현재 시각) 입니다��가 출력된다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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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브라우저의 콘솔 패널 표시 방법

마이크로소프트 에지Microsoft	Edge

1.	 오른쪽 위 메뉴 바에서 [개발자 도구] 선택(혹은 F12 키)

2.	 [콘솔] 탭 선택

▼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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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롬Google	Chrome

1.	  오른쪽 위 메뉴 바에서 [도구 더보기] ➞ [개발자 도구] 선택(혹은 F12 키)

2.	  [Console] 탭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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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리Safari(macOS)

1.	 메뉴 바에서 [Safari] ➞ [환경설정] 선택

2.	 [고급] 탭 선택

3.	 [메뉴 바에서 개발자용 메뉴 보기] 체크

4.	 메뉴 바에서 [개발자용] ➞ [JavaScript 콘솔 표시]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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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질라 파이어폭스Mozilla	Firefox

1.	 오른쪽 위 메뉴 바에서 [웹 개발 도구] ➞ [웹 콘솔]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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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ntax

구문 의미

+ 덧셈

- 뺄셈

* 곱셈

/ 나눗셈

% 나머지

** 제곱

+,	-,	*,	/,	%,	**는	기본	연산자다.	숫자	데이터	사이에	연산자를	입력하면	해당	계산이	실

행된다.	덧셈과	뺄셈의	기호는	같으나	곱셈은	×가	아닌	*(애스터리스크),	나눗셈은	÷가	아

닌	/(슬래시)가	사용된다.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는	%(퍼센트)를	사용한다.

 ■ JavaScript 

console.log(100 + 200); // 300
console.log(200 - 80); // 120
console.log(100 * 3); // 300
console.log(400 / 5); // 80
console.log(402 % 5); // 2
console.log(2 ** 3); // 8

계산 프로그램 만들기

	≐ 사칙연산을 사용하고 싶을 때

CH A P 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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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Syntax

구문 의미

let	변수명	=	데이터값 변수에	값	대입(반복	대입	가능)

자바스크립트는	숫자나	문자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	데이터에	이름을	지정해서	

쉽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수와	상수다.	변수와	상수에	값을	넣는	것을	

‘값을	대입한다’	또는	‘값을	할당한다’고	표현하며,	‘const’는	상수,	‘let’은	변수를	의미한다.

변수	myName에	문자열을	대입하는	예제를	확인해	보자.	alert(	)을	이용해	myName에	
대입한	문자열을	확인한다.

 ■ JavaScript 006/let/main.js

// 변수 myName에 '제이펍'을 대입

let myName = '제이펍';
// myName의 값을 alert()으로 출력하기

alert(myName);

 ▼ 실행 결과

myName의 내용이 출력된다

변수 선언하기  let 
CH A P TER 1

006
	≐ 데이터 값에 이름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싶을 때

	≐ 데이터 값을 반복 사용하고 싶을 때

	≐ 값 변경이 가능한 변수를 사용하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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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임의	값의	대입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문자열이나	날짜,	함수의	대입도	가능하다.

 ■ JavaScript

let myString = '제이펍'; // 문자열을 대입 

let currentDate = new Date(); // 현재 날짜를 대입

let myFunction = () => console.log('함수 확인'); // 함수를 대입

‘let’으로	선언한	변수는	값	변경이	가능하다.	대입한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샘플을	확인해	

보자.

 ■ JavaScript

// 변수 myName을 선언

let myName = '펭귄';
// myName에 다른 값을 대입

myName = '고래';

값이	대입된	변수는	값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숫자 타입 변수 간에는 덧셈과 뺄셈 계산이 가능하다�

•	문자열 타입 변수 간에는 결합이 가능하다�

•	한 변수는 다른 변수에 대입이 가능하다�

다음	코드를	통해	+	연산자를	사용한	숫자	타입	변수의	합과	문자열	타입	변수의	결합을	확

인해	보자.

 ■ JavaScript 006/let_2/main.js

// 숫자형 변수의 덧셈

let number1 = 10;
let number2 = 20;
let sum = number1 + number2;
console.log(sum); // 결과: 30
 
// 문자열 변수의 결합

let firstName = '브렌던';
let familyName = '아이크';
let fullName = firstName + familyName;
console.log(fullName); // 결과: '브렌던아이크'
 
// 변수를 다른 변수에 대입

let value1 = 100;
let value2 = value1;
console.log(value2); // 결과: 100(value1과 같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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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행 결과

변수 초기화 생략하기

변수의	초기화는	생략이	가능하며,	생략	시	값으로	‘undefined(아무

것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주어진다.

 ■ JavaScript

let value;
console.log(value); // undefined

COLUMN

한꺼번에 변수 선언하기

콤마(,)로	구분하면	‘let’	하나에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	
‘let’을	일일이	쓰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JavaScript

let a = 1,
  b = 2,
  c;
 
console.log(a + b); // 3
console.log(c); // undefined

COLUMN



017

적용

C
H

A
P

T
E

R
 1

자
바
스
크
립
트
	기

초

 ■ Syntax

구문 의미

const	상수명	=	데이터값 상수에	데이터	값	대입(값의	변경	불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const’가	상수를	의미한다.	상수	myName에	문자열을	대입하는	다

음의	샘플을	확인해	보자.	alert(	)을	사용해	대입한	문자열을	확인한다.

 ■ JavaScript 007/const/main.js

// 상수 myName에 '사자' 대입
const myName = '사자';
// myName을 alert()로 출력하기

alert(myName);

 ▼ 실행 결과

myName의 내용이 출력된다

상수 사용하기  const 

	≐ 데이터 값에 이름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싶을 때

	≐ 데이터 값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 데이터 값의 수정이 불가능한 상수를 사용하고 싶을 때

CH A P 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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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는	임의	값의	대입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문자열과	함수의	대입도	가능하다.

 ■ JavaScript 

const myString = '사자'; // 문자열 대입

const myFunction = () => console.log('함수 확인'); // 함수 대입

상수는	변수와	다르게	값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다음	코드는	에러가	발생한다.

 ■ JavaScript 

// 상수 myName 선언
const myName = '자바';
// myName은 값의 변경이 불가능함

myName = '스크립트';

데이터	타입이	같다면	상수도	변수처럼	계산과	결합이	가능하다.	다음	코드를	통해	+	연산자

를	사용한	상수의	덧셈과	결합을	확인해	보자.

 ■ JavaScript 007/const_2/main.js

// 숫자형 데이터 상수 간의 덧셈

const number1 = 10;
const number2 = 20;
const sum = number1 + number2;
console.log(sum); // 30
 
// 문자열 상수의 결합

const familyName = '브렌던';
const firstName = '아이크';
const fullName = familyName + firstName;
console.log(fullName); // '브렌던아이크'

 ▼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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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초기화 생략 불가

상수의	경우	초기화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 JavaScript

// 초기화는 생략이 불가능

const value;

COLUMN

한꺼번에 상수 선언하기

콤마(,)로	구분하면	let	하나에	여러	개의	상수를	선언할	수	있다.	
let을	일일이	쓰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JavaScript

const a = 1,
      b = 2;
 
console.log(a + b); // 결과: 3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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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로 선언된 배열과 객체 내부의 값은  
변경 가능

상수는	기본적으로	값을	변경할	수	없지만,	상수로	선언된	배열과	

객체	내부의	값은	변경할	수	있다.	다음	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자.

 ■ JavaScript

const myArray = ['펭귄', '고래', '참치'];
myArray[0] = '새우'; 
// myArray[0] 변경. 에러는 발생하지 않음

 
const myObject = { id: 20, name: '펭귄' };
myObject.name = '오리'; 
// myObject.name 변경. 에러는 발생하지 않음

상수로	선언된	배열과	객체	값의	변경을	제한하는	Object.freeze(	)
는	뒤의	설명을	참고하자.

COLUMN

let보다는 const를 적극 이용하자

최근에는	값	변경이	필요한	데이터에만	let을	쓰고,	이외에는	const
를	주로	이용하는	추세다.	이렇게	하면	변경이	필요한	데이터와	그

렇지	않은	데이터의	구분이	쉬워져	가독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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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ntax

구문 의미

// 기호	이후	내용을	주석	처리(한	줄)

/*	내용	*/ 기호	안의	내용	부분을	주석	처리(여러	줄	가능)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고	개발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다른	개발자의	코드를	이해하고	분석하

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코드	내부에	의도와	용도에	맞는	적절한	주석을	넣어	주는	

것이	좋다.	자바스크립트에는	두	가지	주석	기술	방식이	존재한다.	‘//’는	해당	기호	다음에	

오는	한	줄의	내용만	주석	처리하며,	‘/*	내용	*/’은	몇	줄이라도	상관없다.

 ■ JavaScript

const value = 100; // 가격
const tax = 1.1;   // 세금 10%
 
//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계산

const price = value * tax;
 
const result = 100 + 200 /* + 300 */ + 400;
console.log(result); // 700
 
/* 여러 줄의 입력이 가능한 주석 

줄바꿈도 유효함 */
 
/*
 * 이와 같은 스타일을

 * 사용할 수도 있음

 */

주석(코멘트) 추가하기

	≐ 프로그램 작동에 영향이 없는 메모를 코드 내부에 남기고 싶을 때

	≐ 코드 일부분을 무효화하고 싶을 때

CH A P 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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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Syntax

구문 의미

A	==	B A,	B의	값이	같은가

A	===	B A,	B의	값과	데이터	타입이	같은가

A	!=	B A,	B의	값이	다른가

A	!==	B A,	B의	값과	데이터	타입이	다른가

A	<	B A가	B보다	작은가

A	<=	B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가

A	>	B A가	B보다	큰가

A	>=	B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가

두	데이터의	값을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는	위와	같으며,	반환값은	모두	참true	또는	거짓false

이다.

 ■ JavaScript

console.log('사과' == '사과'); // 값이 같으므로 true 반환
console.log(10 < 30); // true
console.log(20 >= 30); // false

배열과	객체	등의	타입	비교는	같은	곳을	참조하고	있는	경우에만	참이	반환된다.

 ■ JavaScript

const array1 = [1, 2, 3];
const array2 = [1, 2, 3];
console.log(array1 == array2); // false. 참조하는 곳이 다르다.
 
const array3 = [1, 2, 3];
const array4 = array3;
console.log(array3 == array4); // true. 참조하는 곳이 같다.

두 개의 값 비교하기 
(비교 연산자)

CH A P 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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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개의 값을 비교하고 싶을 때

	≐ 변수의 값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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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 차이점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는	숫자와	문자열	등의	타입이	있다.	==를	
사용한	비교는	두	비교	대상이	다른	타입이라도	동일한	것으로	간

주하여	비교한다.

 ■ JavaScript

console.log(10 == '10'); 
// 결과: true(두 데이터 모두 같은 데이터 타입으로 간주)

===를	사용한	비교는	두	데이터의	타입이	다르면	다른	데이터로	

간주하여	비교한다.	‘!=’나	‘!==’의	관계와	같다.

 ■ JavaScript

console.log(10 === '10'); 
// 결과: false(10과 '10'은 다른 타입으로 간주)
console.log(20 != '20'); 
// 결과: false(두 데이터 모두 같은 타입으로 간주)
console.log(20 !== '20'); 
// 결과: true(20과 '20'은 다른 타입으로 간주)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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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ntax

구문 의미

x	=	y x	=	y

x	+=	y x	=	x	+	y

x	-=	y x	=	x	-	y

x	*=	y x	=	x	*	y

x	**=	y x	=	x	**	y

x	/=	y x	=	x	/	y

x	%=	y x	=	x	%	y

대입할	때	사용하는	기호인	‘=’는	대입	연산자라고	한다.	이를	응용하여	좌변과	우변의	연산	

결과를	좌변의	변수에	대입하는	것을	복합형	대입	연산자라고	한다.	복합형	대입	연산자는	

사칙연산	기호와	‘=’를	조합하고	축약한	형태로	사용한다.	사용법을	확인해	보자.

 ■ JavaScript

let a = 10;
let b = 20;
a += b; // a = a + b와 같은 의미

console.log(a); // 결과: 30
 
let c = '자바';
let d = '스크립트';
c += d; // c = c + d와 같은 의미

console.log(c); // 결과: 자바스크립트
 
let e = 5;
let f = 2;
e *= f; // e = e * f와 같은 의미

console.log(e); // 결과: 10

복합형(축약형) 대입 연산자 
사용하기

CH A P 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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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식을 간략히 나타내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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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ntax

구문 의미

function	함수명(파라미터)	{	처리내용	} 함수를	정의

return	값 함수	내부의	값을	반환

함수명(	); 함수를	실행

함수는	들어온	값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반환하는	구조다.	function으로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명을	정할	수	있으며,	{	}	블록	안에	처리할	내용을	입력한다.	함수에	전달되는	값을	파

라미터(인수)라고	한다.	그럼,	입력	a에	대해	a	+	2의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

 ■ JavaScript 

function myFunction(a) {
  const result = a + 2;
  return result;
}

파라미터의	개수는	제한이	없으며,	콤마(,)로	구분하여	전달한다.

 ■ JavaScript 

function calcSum(a, b, c) {
  const result = a + b + c;
  return result;
}

전달되는	파라미터가	없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다.

함수 사용하기  function 

	≐ 처리 작업을 하나로 모아 이름을 지정하고 싶을 때

	≐ 처리 작업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싶을 때

CH A P 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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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vaScript

function myFunction() {
  console.log('안녕하세요');
  return 100;
}

함수에서	반환되는	결과를	‘반환값’	또는	‘결과	반환값’이라고	하며,	return으로	처리한다.

 ■ JavaScript

function myFunction(a) {
  const result = a + 2;
  return result;
}

반환값이	없는	경우는	반환값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다.

 ■ JavaScript

function myFunction() {
  console.log('안녕하세요');
}

return	구문으로	함수가	종료되기	때문에	return의	아랫부분은	코드를	입력해도	실행되지	

않는다.	

 ■ JavaScript

function myFunction() {
  return 100;
 
  // 실행되지 않음

  console.log('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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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함수	내에서	return	구문은	몇	번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조건에	

따라	반환값을	다르게	처리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은	a가	100	이상이면	

return	a가	실행되고	return	b는	실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a가	100	미만이라면	return	b
만	실행된다.	샘플을	확인해	보자.

 ■ JavaScript

function myFunction(a, b) {
  // a가 100 이상이라면 a를 반환

  if (a >= 100) {
    return a;
  }
 
  // a가 100 미만이라면 b를 반환

  return b;
}

정의한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함수명	뒤에	(	)를	붙인다.	파라미터가	있다면	(	)	안에	적는다.

 ■ JavaScript

// 함수의 정의

function calcFunction(price, tax) {
  const result = price + price * tax;
  return result;
}
 
// 함수를 실행하고 반환값을 myResult에 대입함

const myResult = calcFunction(100, 0.1);
console.log(myResult); // 결과: 110

전달할	파라미터가	없으면	(	)	안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는다.

 ■ JavaScript

function myFunction() {
  console.log('안녕하세요');
}
 
myFunction(); // 결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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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Syntax

구문 의미

(파라미터)	=>	{	처리내용	} 함수를	정의

function	외에도	화살표	함수를	사용하여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화살표	함수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함수를 간략히 기술할 수 있다�

2.	 this를 묶는 것이 가능하다(18장에서 설명)�

화살표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한다.

 ■ JavaScript

// 함수의 정의

const calcSum = (a, b, c) => {
  const result = a + b + c;
  return result;
};

함수의	실행	방식은	일반	함수와	같다.

 ■ JavaScript

calcSum(1, 2, 3);  // 결과 : 6

화살표	함수는	일반	함수와	달리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파라미터가	하나인	경우는	(	)의	생

략이	가능하나,	파라미터가	없거나	2개	이상인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입력	a에	대해	a	+	2
의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를	확인해	보자.

화살표 함수Arrow Function 사용하기
CH A P 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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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수를 간략히 정의하고 싶을 때

	≐ this를 지정하고 싶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