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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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ActionScript 기초
“ 좋은 화학자는 시인보다 20배는 더 유용하다.”

이 장의 내용

— Ivan Turgenev

준비하기
점 표기법

ActionScript는 애플리케이션을 하나로 묶어 주는 접착제다. 알고 있

인라인 ActionScript

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의 레이아웃과 구조는 MXML을 사용하여 설

할당 및 연결

정하게 된다. 이에 반해 ActionScript는 상호작용, 이벤트 처리 및 처

함수

리 논리를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변수

스크립트를 배치할 위치, 재사용 가능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스크립트와 관련된 기본사항을 알고 있으면 강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ctionScript와 MXML이 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
다. 이 장에서는 이 강력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기

데이터 유형
오브젝트
클래스
MXML과 ActionScript의 관계
주석?
요약

본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준비하기
이 장에서는 ActionScript를 통해 상호작용을 추가하여 HelloWorld
애플리케이션을 완료할 것이다. 이제 프로젝트를 다시 열고 코드로 돌
아가자(예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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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5-1 현재까지의 HelloWorld 애플리케이션

이름 지정 규칙
Adobe에서는 완전한 컴포넌트 식
별자 및 변수 이름의 사용을 권장

<?xml version="1.0" encoding="utf-8"?>
<s:Application
xmlns:fx="http://ns.adobe.com/mxml/2009"
xmlns:s="library://ns.adobe.com/flex/spark"
xmlns:mx="library://ns.adobe.com/flex/mx"
width="100%" height="100%">

하고 있다. HelloWorld에 나오는
speak Button과 clearButton도
이 방법을 보여 주는 예다.

<s:Label id="titleLabel" x="50" y="50"
fontFamily="Arial" fontWeight="bold"
text="My First Flex 4.5 Application"/>

이 이름 지정 규칙은 뒤따라오는
한 단어 또는 두 단어 설명과 쌍을
이루며, 이러한 설명에는 Camel
Case라는 규칙을 사용하는 클래
스 이름이 들어 있다. CamelCase
에는 lowerCamelCase와 Upper
CamelCase라는 두 가지 변형이

<s:HGroup x="50" y="70" width="80%">
<s:Button id="speakButton" label="Say Something"/>
<s:TextInput id="speakTI" width="100%"/>
<s:Button id="clearButton" label="Clear"/>
</s:HGroup>
</s:Application>

있다. 일반적으로 lowerCamelCase
사용하고

HelloWorld에는 단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Design 모드에서 만든

UpperCamelCase는 클래스 이

speakButton이고, 다른 하나는 Source 모드에서 만든 clearButton이

는

변수

인스턴스에

름에 사용한다. (변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수” 절에서 설명한다.)
이 이름 지정 규칙을 따르면 컴포
넌트나 변수의 목적 및 데이터 유
형을 쉽게 정의할 수 있다. 이 방법
을 비판하는 개발자도 있지만 비판
근거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훨씬 더 직관
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특
히 수개월 후에 코드를 다시 검토

다. 보통 사용자 상호작용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수단이 단추이므로
여기에서도 단추부터 시작하자.
여기에서는 speakButton의 click 이벤트를 사용하여 TextInput에 인
사말을 채울 것이다. 다행히도 3장에서 각 컴포넌트에 id 속성을 지정
하면서 몇 가지 기본 작업을 처리해 두었다.
코드에서 컨테이너와 컴포넌트를 참조하려면 참조되는 각 컴포넌트에
고유 식별자(id) 속성이 있어야 한다. 중요한 컴포넌트를 만들 때마다

하고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매우

고유 id를 지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컴포넌트 식별자를

유용하다.

사용하면 코드를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또 한 가지 방
법은 긴 클래스 유형에 대한 약어

HelloWorld 애플리케이션에는 현재 titleLabel, speakButton, speakTI

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및 clearButton이라는 네 가지 고유 컴포넌트가 있다. 여기에서는 뒤

ArrayCollection을 AC라는 약어

쪽 세 개의 컴포넌트를 작업할 것이다.

로 사용할 수 있다. HelloWorld 예
제에서는 speakTI가 이 방법을 보
여 준다. 즉, 목적을 보여 주는 짧
은 이름 뒤에 약식 클래스 유형이
있다. speakTI에서 TI는 TextInput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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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표기법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마찬가지로 ActionScript에서도 클래스와 그
속성에 액세스하는 데 도움이 되는 편리한 구문을 제공하며, 이를 점
표기법(dot notation)이라고 한다. 점 표기법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componentId.componentProperty = someValue;

다음과 같이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speakTI.text = "Hi I say!";

이 예제에서는 TextInput 컴포넌트의 text 속성에 “Hi I say!”라는 값
이 지정된다. 또는 다음과 같이 빈 문자열로 설정하여 text 속성을 지
울 수도 있다.
speakTI.text = "";

이 장에서는 ActionScript를 사용하여 그러한 작업을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본 다음 ActionScript와 Script/CDATA 블록이라는 두 종류의 스
크립트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인라인 ActionScript부터 살펴보자.

인라인 ActionScript
MXML 태그 특성 내에 있는 스크립트를 인라인 ActionScript라고 한
다. Flex UI 컴포넌트는 마우스 클릭과 끌기 또는 키보드 입력 등과
같은 이벤트를 청취하고 응답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로 사
용자가 Button을 클릭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click 이벤
트가 발생하면서 스크립트로 작성된 반응 동작이 수행된다.
그럼 이제 예제 5-2와 같이 speakButton에 대한 인라인 click 이벤트
를 프로그래밍하여 TextInput에 인사말을 채워 보면서 실제로 인라인
ActionScript를 확인해 보자.

메모
이 예제에서는 인사말 메시지를 묶을

예제 5-2 Button click 이벤트에 대한 인라인 스크립트 추가하기
<s:Button id="speakButton" label="Say Something"
click="speakTI.text = 'Hi I say!'"/>

이 예제에서 수행한 작업은 click 특성을 단추에 추가한 후 특성 내에
간단한 ActionScript를 추가한 것이 전부다. 이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때 큰따옴표(")가 아니라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이는 특성 정의 내에 큰
따옴표 쌍이 두 개일 경우 컴파일러에
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99페이지의
보조 기사 “이중 큰따옴표”를 참조하
기 바란다.

97

❙ CHAPTER 5 Flex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ActionScript 기초

MXML 태그 안에 배치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사용자가 단추를 클릭할 때 두 가지 이상의 조치를 처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도 편하게 click 특성 내에
여러 가지 명령을 추가할 수 있다.
이번에는 speakButton을 사용하여 인사말을 게시할 뿐만 아니라 애플
리케이션의 제목(titleLabel.text)을 “My Flex Application, Hard at
Work”로 바꿀 것이다.
이를 위해 예제 5-3처럼 코드를 수정하여 단추의 click 특성 안에 한
가지 항목을 더 추가한다.
예제 5-3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두 행으로 이루어진 인라인 스크립트
<s:Button id="speakButton" label="Say Something"
click="speakTI.text = 'Hi I say!';
titleLabel.text = 'My Flex Application, Hard at Work'"/>

이 예제를 보면 두 스크립트 지정이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다. 세
미콜론이 있을 경우 컴파일러는 같은 행에서 여러 개의 명령문이 발생
할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이 기술의 단점은 코드가 지저분해질 수 있
다는 것이다. 3~4개의 스크립트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면 click 특성이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다.
하지만 실제 개발 현장에서는 그 정도로 복잡한 예가 많지 않다. 다행
스럽게도 ActionScript를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Script/CDATA 블록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99페이
지의 “함수” 절에서 다룰 것이다.

할당 및 연결
속성의 값을 설정하는 것을 할당(assignment)이라고 하며, 등호 기호(=)
뒤에 원하는 값을 입력하면 할당이 이루어진다. 바로 앞 예제에서도
다음과 같이 값을 할당했었다.
speakTI.text = "Hi I say!";

여기에서 보듯이 문자열/텍스트 문맥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호 기
호를 연결 연산자라고 하는 반면, 수학적 문맥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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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기 연산자라고 한다. 더하기는 분명 익숙하니까 잘 알겠지만, 조

메모

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연결(concatenation)이라는 용어는 “텍스트

ActionScript에 사용되는 연산자가 매

를 함께 추가한다”는 의미의 프로그래밍 용어다. 다음은 연결을 보여
주는 예제이다.
speakTI.text = "Hi" + " " + "Bill" + "!";

이 경우에는 공백과 문장 부호를 비롯한 구의 각 부분이 표현식 내에
서 고려된다. 하지만 이는 과장된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는 하
드 코딩된 이름 값을 변수로 대체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주로 사용

우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책에서는 일
부 연산자만을 다루고 있다. 전체 목록
을 보려면 Adobe의 ActionScript
3.0 Language Reference(http://
help. adobe.com/en_US/FlashPlatform/
reference/actionscript/3/operator
s.html)를 참조하기 바라며, 이 사이트
는 즐겨찾기에 추가해 두면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다.

된다.
speakTI.text = "Hi " + "Bill" + "!";

MXML 특성 내에서 할당된 속성 값은 해당 컴포넌트가 생성되는 순
간에 설정된다. 그리고 ActionScript를 사용하면 타이밍을 좀 더 세밀
하게 제어할 수도 있다.

이중 큰따옴표
이 인라인 ActionScript 예제를 보면 click 특성에서 큰따옴표(") 대신 작은따옴표(')
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뒤에 나오는 할당 부분에서는 다시 큰따옴표를 사용한다.
첫 번째 예제에서는 작은따옴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Flex 컴파일러
가 큰따옴표를 인식하고서 click 이벤트의 정의를 열고 닫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다음 예제처럼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를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때 주의할
점은 해당 따옴표로 할당문을 열고 닫아야 한다는 것이다.
<s:Button click='speakTI.text = "Hi I say!"'/>

함수
함수(function)는 다양한 처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코드다.
함수 안에 ActionScript 코드를 넣고 함수의 이름을 지정한 다음 코드
를 실행하고 싶을 때 해당 함수를 참조한다.
인라인 ActionScript를 사용하여 events 특성에서 함수를 호출하기도
한다. 그리고 함수 내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다. 곧 살펴볼
정렬과 같이 간단한 함수에는 동적 입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에 반해
복잡한 함수에서는 전달된 값을 받아서 조작한 다음 리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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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에서는 두 번째 스크립트 작업으로 Script/CDATA 블록 내에
서 TextInput 컨트롤을 지우는 특수 함수를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함수의 위치
ActionScript 함수는 Script/CDATA 블록 내에 있어야 하고, 이 블록
은 Source 모드에서만 작성할 수 있다.
Script 블록을 작성하려면 여는 Application 태그와 UI 컴포넌트 사이
에 커서를 놓고 <fx:script를 입력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코드 완
성 항목이 표시될 것이므로 Tab 키를 누른 다음 Enter/Return 키를
눌러 코드를 확정한다. 그런 다음 오른쪽 꺽쇠 괄호(>)를 추가하여 여
는 스크립트 태그를 닫는다.
메모

스크립트는 애플케이션 코드의 위쪽에 두는 것이 좋다. 예제 5-4에서

ActionScript 함수는 Script/CDATA

Script/CDATA 블록의 위치를 살펴보자.

블록 내에 위치한다.

예제 5-4 ActionScript 함수를 위한 Script/CDATA 블록 추가하기
<?xml version="1.0" encoding="utf-8"?>
<s:Application
xmlns:fx="http://ns.adobe.com/mxml/2009"
xmlns:s="library://ns.adobe.com/flex/spark"
xmlns:mx="library://ns.adobe.com/flex/mx"
width="100%" height="100%">
<fx:Script>
<![CDATA[
]]>
</fx:Script>
<s:Label id="titleLabel" x="50" y="50"
fontFamily="Arial" fontWeight="bold"
text="My First Flex 4.5 Application"/>
<s:HGroup x="50" y="70" width="80%">
<s:Button id="speakButton" label="Say Something"
click="speakTI.text = 'Hi I say!';
titleLabel.text = 'My Flex Application, Hard at Work'"/>
<s:TextInput id="speakTI" 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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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utton id="clearButton" label="Clear"/>
</s:HGroup>
</s:Application>

CDATA 태그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이다. CDATA는 컴파
일러에게 태그의 콘텐츠를 무시하도록 지시하는 특수 XML 엔터티다.
앞으로 작성할 ActionScript에는 따옴표와 꺽쇠 괄호(< 및 >)와 같은
문자가 사용되는데, 이로 인해 XML 구문 분석기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CDATA 블록으로 래핑할 것이다.
Flash Builder의 코드 완성 기능을 통해 블록이 자동으로 완성되므로
CDATA 태그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Script/CDATA 블록 안에 명명된 ActionScript 함수를 추가할
것이다. 이제 그 방법을 살펴보자.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
Script/CDATA 블록 안에서 함수를 작성하려면 function이라는 키워
드와 설명이 포함된 이름을 차례로 입력한 다음 한 쌍의 괄호를 넣고
그 뒤에 function 블록을 여는 왼쪽 중괄호({)를 입력한다. 왼쪽 중괄호
뒤에서 Enter 키를 누르면 캐리지 리턴과 오른쪽 중괄호(})가 추가되면
서 function 블록이 자동으로 닫힌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fx:Script>
<![CDATA[
function clearSpeakTI(){
}
]]>
</fx:Script>

빈 괄호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함수에 변수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괄호 안에서 변수를 참조하게 된다. 지금은 TextInput 컨트롤을 지우
기만 하고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을 것이므로 변수를 전달할 필요가 없
다. 하지만 나중에 106페이지의 “함수 매개변수” 절에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예제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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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의 구조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왼쪽 및 오른쪽 중괄호({})가
function 블록의 틀이 된다. 이제 틀이 잡힌 함수가 있으므로 이 함수
에서 간단한 작업을 수행해 보자. 첫 번째 행에서 speakTI의 text 속성
을 빈 문자열(" ")로 설정한다. 그런 다음 두 번째 행에서 레이블 텍스
트를 “My First Flex 4.5 Application”으로 다시 설정한다. 이 사항을
적용한 코드는 다음과 같다.
<fx:Script>
<![CDATA[
function clearSpeakTI(){
speakTI.text = "";
titleLabel.text = "My First Flex 4.5 Application";
}
]]>
</fx:Script>

이제 남은 작업은 TextInput을 지우기 위해 함수를 호출하는 것뿐이
다. 함수를 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서는 clearButton 컴포넌트의 click 이벤트에서 인라인 ActionScript
를 사용하여 새 함수를 호출할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clearButton
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만 하면 된다.
<s:Button id="clearButton" label="Clear" click="clearSpeakTI()"/>

예제 5-5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모두 적용된 애플리케이션 코
드를 보여 준다.
예제 5-5 인라인 및 블록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HelloWorld
<?xml version="1.0" encoding="utf-8"?>
<s:Application
xmlns:fx="http://ns.adobe.com/mxml/2009"
xmlns:s="library://ns.adobe.com/flex/spark"
xmlns:mx="library://ns.adobe.com/flex/mx"
width="100%" height="100%">
<fx:Script>
<![CDATA[
function clearSpeakTI(){
speakTI.text = "";
titleLabel.text = "My First Flex 4.5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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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x:Script>
<s:Label id="titleLabel" x="50" y="50"
fontFamily="Arial" fontWeight="bold"
text="My First Flex 4.5 Application"/>
<s:HGroup x="50" y="70" width="80%">
<s:Button id="speakButton" label="Say Something"
click="speakTI.text = 'Hi I say!';
titleLabel.text = 'My Flex Application, Hard at Work'"/>
<s:TextInput id="speakTI" width="100%"/>
<s:Button id="clearButton" label="Clear"
click="clearSpeakTI()"/>
</s:HGroup>
</s:Application>

clearButton을 클릭하면 clearSpeakTI() 함수가 호출되면서 speakTI
가 지워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컨트롤을 재설정할 수 있다. 이제 프
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자(그림 5-1 및 5-2).

그림 5-1 HelloWorld 애플리케이션 실행

그림 5-2 애플리케이션과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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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액세스
HelloWorld를 예제 그대로 프로그래밍했다면 코드의 몇 가지 결점에
대한 경고가 표시되었을 것이다(그림 5-3).

그림 5-3 IDE 경고 검사하기

이는 Flash Builder가 누락 오류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을 우리
에게 알려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컴파일러가 코드를 추가할 필요
가 있다는 의미로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첫 번째 경고에서는 함수의 리턴 값에 대한 유형 선언이
없음을 알려 준다.
1008: return value for function ‘clearSpeakTI’ has no type
declaration.

이 경고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무시하고 넘어가자.
다음과 같은 두 번째 경고에서는 함수가 정식으로 “범위 지정”되어 있
지 않다는 점을 알려 준다.
1084: function ‘clearSpeakTI’ will be scoped to the default
namespace: HelloWorld: internal. It will not be visible outside of
this package.

먼저 범위 문제부터 해결하자.
메모

함수의 범위(scope)는 애플리케이션 내의 다른 컴포넌트에 대한 함수

범위와 액세스 수준은 변수 선언에도

의 가용성 수준을 의미한다. 범위는 public, private, protected 및

적용되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
명한다.

internal을 포함한 액세스 한정자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설정된다. 액
세스 한정자(access modifier)는 function 키워드 앞에 있으면서 함수의
범위를 정의하는 데 사용된다. 다음 4가지 범위 유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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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ublic 범위로 선언된 함수는 프로젝트의 모든 클래스에서 액세스할
수 있다.
private

private 범위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는 컴포넌트 내부에서만 볼 수 있
는 함수를 식별한다. 즉, private 범위의 함수는 해당 함수를 정의하
고 있는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internal

internal 범위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는 클래스와 같은 패키지나 폴더
에 있는 모든 클래스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함수를 식별한다. 함수의
범위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범위인 internal 범위로 컴파일
된다.
protected

protected 범위의 함수는 해당 함수를 정의하고 있는 클래스와 그 하
위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HelloWorld가 열려 있다고 가정하고 clearSpeakTI() 함수를 private
범위로 설정해 보자. clearSpeakTI()는 애플리케이션의 다른 컴포넌트
에서 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함수의 범위를 제한하면 더 좋은 성능
을 얻을 수 있다. 예제 5-6에서 함수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을 볼 수
있다.
예제 5-6 함수를 private 범위로 제한하기
private function clearSpeakTI(){
speakTI.text = "";
titleLabel.text = "My First Flex 4.5 Application";
}

범위를 적절하게 지정할 수 있으면 전략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한 클래스의 함수를 다른 클래스에 보여 주거나 숨길 수 있다. 범위 문
제는 보통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하거나, 컴포넌트를 확장하거나, 사용
자 지정 패키지를 만들 때 발생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위를 올바
르게 지정하는 방법은 알아 두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다른 컴포넌
트에서 호출할 수도 있는 함수라면 public 또는 internal 범위를 사용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rivate 범위가 더 적합하다.
오류가 많이 발생했거나 어느 범위를 사용해야 할지 모를 경우에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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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함수의 범위를 public으로 설정해 보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내
어디에서나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언제라도 범
위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모든 함수를 public 범위로 지정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방법
은 전략 차원이 아니라 대책 차원에서 보고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예제로 돌아가자. clearSpeakTI()의 범위를 private로 설정하면
컴파일러의 첫 번째 경고가 해결된다. 이제 프로젝트를 저장하면 경고
가 사라진다.
다음 절에서는 함수 간에 매개변수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컴파일러의 나머지 경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109페이지의 “데이터 유
형” 절에서 설명할 것이다.

함수 매개변수
앞에서 언급했던 괄호가 생각날 것이다. 괄호는 매개변수(parameter)라
고 하는 변수 정보를 함수에 전달할 때 사용된다. 많은 함수에서는 데
이터 입력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빈 괄호를 그대로 사
용한다. 하지만 여러 개의 입력이 필요한 함수도 있으며, 그러한 함수
를 호출할 때는 매개변수를 전달해야 한다.
TextInput 컨트롤에 지정할 텍스트를 함수에게 알려 주려는 경우 함
수에 매개변수를 직접 전달하면 된다. 이제 예제 5-7의 함수를
Script/CDATA 블록 내에 추가하여 직접 확인해 보자.
예제 5-7 입력 매개변수를 받는 함수 작성하기

메모
범위와 관련해서 또 하나 고려할 사항
으로 로컬 범위가 있다. 정의하고 있는

private function postGreeting(name:String){
speakTI.text = "Hi " + name + "!";
}

예제 5-7의 코드에서는 함수의 로컬 범위 내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함수에 의해 인스턴스화되고, 사용된

name이라는 String 변수가 생성된다. 이 함수를 호출할 경우에는

후 최종적으로 소멸되는 변수를 로컬

String 값을 괄호 안에 넣어서 전달해야 하며, 이 값은 함수의 name

범위의 변수라고 한다.

변수에 할당된다. 이 함수를 호출하려면 예제 5-8처럼 speakButton에
대한 인라인 click 이벤트를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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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5-8 인라인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함수를 호출하고 값 전달하기
<s:Button id="speakButton" label="Say Something"
click="postGreeting('Bobby');
titleLabel.text = 'My Flex Application, Hard at Work'"/>

그리고 예제 5-9와 같이 여러 개의 매개변수를 받는 함수도 작성할 수
있다.
예제 5-9 두 개의 입력 매개변수를 받는 함수 작성하기
private function postGreeting(firstName:String, lastName:String){
speakTI.text = "Hi " + firstName + " " + lastName + "!":
}

메모
이들 예제에서는 연결 기법을 통해 여
러 개의 문자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만
든다. 연결에 대해서는 앞의 “할당 및
연결” 절에서 살펴보았다. 이 환영 메

이 함수는 예제 5-10처럼 호출할 수 있다.

시지의 firstName과 lastName 사이
에 공백(" ")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예제 5-10 함수에 두 개의 매개변수 전달하기

바란다.

<s:Button id="speakButton" label="Say Something"
click="postGreeting('Bobby','Bodico');
titleLabel.text = 'My Flex Application, Hard at Work'"/>

함수의 매개변수를 정의할 때 그 기본값을 지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
법이다. 기본값을 미리 설정해 두면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변수를 전
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값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개변수의
기본값이 사용된다. 예제 5-11과 같이 함수를 선언할 때 매개변수 값
을 지정하면 기본값이 설정된다.
예제 5-11 함수 매개변수의 기본값 지정하기
private function postGreeting(firstName:String = "Guest",
lastName:String = ""){
speakTI.text = "Hi " + firstName + " " + lastName + "!";
}

기본값을 지정해 두었으므로 한 개 또는 두 개의 매개변수를 사용하거
나 매개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예제 5-12
에서는 매개변수 없이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예제 5-12 기본값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함수 호출하기
<s:Button id="speakButton" label="Say Something"
click="postGr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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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5-13에서는 매개변수 한 개를 사용해서 firstName의 기본값인
“Guest”를 재정의한다.
예제 5-13 두 개의 기본값 매개변수 중 하나를 재정의하는 함수 호출하기
<s:Button id="speakButton" label="Say Something"
click="postGreeting('Bobby')"/>

그리고 예제 5-14에서는 두 개의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firstName과
lastName의 기본값을 재정의한다.
예제 5-14 두 개의 기본값 매개변수를 둘 다 재정의하는 함수 호출하기
<s:Button id="speakButton" label="Say Something"
click="postGreeting('Bobby', 'Bodico')"/>

매개변수를 처리하는 함수를 프로그래밍한 후 해당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코드 완성 기능이 필수 매개변수를 파악해
서 필수 매개변수의 순서, 데이터 유형 및 가정할 수 있는 기본값을
알려 주는 팝업 메시지를 보여 준다. 그림 5-4에서 이 기능의 실제 작
동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첫 번째 매개변수가 이미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력해야 하는 두 번째 매개변수가 볼드체 텍스트
로 강조 표시되어 있다.

그림 5-4 postGreeting() 함수에 매개변수 전달하기

변수
변수(variable)는 숫자나 텍스트 또는 복잡한 오브젝트(. 배열, XML, UI
컴포넌트 등)의 인스턴스와 같은 데이터 값을 나타내는 “컨테이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의 이름을 저장해 두
려는 경우 String 변수를 생성한 다음 사용자의 이름을 해당 변수의
값으로 지정해 놓을 수 있다. 예제 5-15에서 이에 대한 예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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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5-15 String 변수를 선언하고 값 지정하기
var username:String;
username = "Elijah";

메모
“데이터 유형 지정”이라는 구문은 변
수가 인스턴스화할 클래스 또는 기본
데이터 유형을 선언하는 코드를 의미

이 예제에서 var 키워드는 변수를 작성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 키워

한다. 예를 들어, 변수의 유형은 String

드 뒤에는 설명이 포함된 이름인 username이 있다. 변수 이름 바로

이나 Number 같은 간단한 “유형으로

뒤에는 유형 연산자(type operator)인 콜론(:)이 오는데, 이 연산자는 컴
파일러에게 데이터 유형 지정이 발생할 것임을 알려 준다. 콜론 뒤에

지정”할 수도 있지만 Array, XML 또
는 Flex UI 컴포넌트와 같은 복잡한
오브젝트로도 지정할 수도 있다.

는 원하는 데이터 유형이 있다(이 경우에는 String). 마지막으로 세미콜
론(;)이 해당 코드 행을 종료한다.
두 번째 코드 행에서는 텍스트 값인 Elijah를 새 String 변수에 할당한다.
물론 예제 5-16과 같이 동일한 코드 행에서 변수를 생성하고 그 기본
값을 설정할 수도 있다.
예제 5-16 한 행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값 할당하기
var username:String = "Elijah";

그리고 함수와 마찬가지로 변수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예제 5-17).

메모
변수 범위는 Script/CDATA 블록 상
단 근처에 선언된 애플리케이션 및 컴
포넌트 레벨 변수에 대해서만 설정된
다. 하지만 함수의 본문 내에 선언된

예제 5-17 public 범위의 변수 선언하기
public var username:String = "Elijah";

변수에는 범위를 지정할 수 없다. 실제
로 함수 변수의 범위를 설정하려고 시
도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데이터 유형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 유형(data type) 지정이란 변수가 나타낼 클래
스 또는 데이터 유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을 적
절히 잘 지정하면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향상되며, 유형을 엄격하게 지
정하는 습관이 있는 개발자들은 특정 상황에 필요한 정보의 유형을 심
사숙고해서 결정하게 된다.

기본 데이터 유형
표 5-1에서는 자주 사용하게 되는 기본 데이터 유형을 보여 준다. 처음
에는 필요할 때마다 이 표를 참조하게 되겠지만, 머지않아 능숙하게
데이터 유형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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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기본 데이터 유형
이름
String

설명

예

단순한 일반 텍스트이며, 하나 이상의 문자로 구성될

기본값
var hi:String = "Hello!";

null

수 있다. String은 “string of characters”의 약어다.
Number

분수(소수 자릿수)가 될 수 있는 숫자 값이다.

var pi:Number = 3.14;

NaN("NotaNumber")

uint

“부호 없는” 정수, 즉 음수가 아닌 정수를 의미한다.

var lightSpeedMPS:uint =
299792458;

0

var neg:int −12

0

var isHappy:Boolean = true

false

function doNothing(): void
{
}

undefined

유효 범위는 0부터 4,294,967,295까지다.
int

분수나 소수 자릿수가 아닌 정수이며, 유효 범위는
-2,147,483,648부터 2,147,483,647까지다.

Boolean

전원 스위치 같은 true/false 값이며, 올바른 값은 true
와 false다.

void

함수에 사용되는 특수 값으로, 함수가 아무것도 리턴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유형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
한 값은 undefined다.

애플리케이션에 이름과 나이 같은 사용자 정보를 묻는 폼이 있다고 가
정하자. 이름은 텍스트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String이다. 나이는
숫자 값이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숫자 값이어야 할까? 나이는 항상 양
의 정수여야 하므로 표 5-1을 보고 uint 데이터 유형을 적합한 유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int와 Number를 사용해도 괜찮다.

강제 변환, 캐스팅 및 변환
데이터 유형을 다른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흔한 예로 숫자 값을 TextInput의 text 속성에 지정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암묵
적으로 어떤 유형의 변수를 다른 유형으로 처리하는 것을 강제 변환 또는 암묵적
강제 변환이라고 하며, 이 경우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보통은 캐스팅이라고 하는 명시적 변환을 수행하여 의도한 대로 변수를 처리해야
한다. 캐스팅 작업에는 컴파일러에게 숫자 값을 String 값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한
데이터 유형을 다른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하도록 지시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캐스팅 방법 중 하나로서 원하는 유형의 생성자를 사용하여 값을 변환하는 방법이
있다. 나중에 클래스를 설명하는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생성자는 String()과 같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 메소드다. 다음과 같이 생성자를
만들어서 값을 전달해 주면 값 유형이 변환된다.
textInput.text = String(numericStepper.value);

또 하나의 방법으로 대부분의 클래스에서 상속하는 toString() 메소드를 사용할 수
도 있다. toString() 메소드는 다음과 같이 값의 String 표현을 리턴한다.
textInput.text = numericStepper.value.to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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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유형 지정하기
앞 절에서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변수 age의 유
형을 uint으로 지정할 경우 예제 5-18과 같은 코드를 사용하게 된다.
예제 5-18 uint 변수 선언하기
var age:uint = 30;

여기에서는 콜론을 삽입한 다음 데이터 유형인 uint을 입력하기만 하
면 된다. 이 구문은 데이터 유형을 지정할 때 항상 사용된다. 예제 5-19
의 코드에서는 pi라는 변수를 생성하면서 이 변수의 유형을 Number
로 지정한다.
예제 5-19 Number 변수 선언하기
var pi:Number = 3.14;

함수 유형 지정하기
함수의 유형도 비슷한 방법으로 지정한다. 함수의 유형 지정에 대해
아직까지 다루지 않았지만 함수에는 값을 리턴(return)하는 기능이 있
으며, 함수에서 리턴되는 값에는 유형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함수
의 리턴 값에 유형을 지정하려면 변수와 마찬가지로 콜론과 적절한 데
이터 유형을 괄호 뒤에 입력한다. 그런 다음 함수 블록 내에서 return
키워드를 사용하여 처리된 값을 내보낸다. 예제 5-20의 함수에서는 2
더하기 2의 결과 값을 리턴한다.
예제 5-20 Number 값을 리턴하도록 함수의 유형 지정하기
public function doSomeMath():Number{
return 2 + 2;
}

코드에서 함수의 리턴 값을 사용하려면 해당 값을 적용하려는 위치에
서 함수를 호출하면 된다. 예제 5-21에서는 함수의 리턴 값을 Number

메모
함수의 리턴 값을 변수에 지정하려면
함수의 데이터 유형과 변수의 데이터
유형이 같아야 한다.

변수 myMath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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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5-21 함수의 리턴 값을 변수에 지정하기
var myMath:Number = doSomeMath();
//myMath의 값은 4다.

앞에서 clearSpeakTI() 함수를 설명할 때 언급했던 두 가지 문제점이
생각나는가?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되었던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1008: return value for function ‘clearSpeakTI’ has no type
declaration.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함수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은 채로 두
지 않고 예제 5-22처럼 void 데이터 유형을 리턴할 것임을 나타내는
함수 선언을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
예제 5-22 값을 리턴하지 않을 함수는 void 유형으로 지정해야 한다.
private function clearSpeakTI():void{
speakTI.text = "";
titleLabel.text = "My First Flex 4.5 Application";
}

이 함수가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함수는 아무것도 리턴
하지 않을 것이므로 리턴 값을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로 void 데이터
유형이 추가되었다.
이제 HelloWorld로 돌아가서 clearSpeakTI()와 postGreeting()의 유
형을 void로 지정하면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완료된다. 예제 5-23은
이 애플리케이션의 최종 코드이며, 그림 5-5에서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작동 모습을 보여 준다.
예제 5-23 완성된 HelloWorld 애플리케이션
<?xml version="1.0" encoding="utf-8"?>
<s:Application
xmlns:fx="http://ns.adobe.com/mxml/2009"
xmlns:s="library://ns.adobe.com/flex/spark"
xmlns:mx="library://ns.adobe.com/flex/mx"
width="100%" height="100%">
<fx:Script>
<![CDATA[
private function clearSpeakTI():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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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TI.text = "";
titleLabel.text = "My First Flex 4.5 Application";
}
private function postGreeting(firstName:String,
lastName: String):void{
speakTI.text = "Hi " + firstName + " " + lastName + "!";
}
]]>
</fx:Script>
<s:Label id="titleLabel" x="50" y="50"
fontFamily="Arial" fontWeight="bold"
text="My First Flex 4.5 Application"/>
<s:HGroup x="50" y="70" width="80%">
<s:Button id="speakButton" label="Say Something"
click="postGreeting('Bobby','Bodico');
titleLabel.text = 'My Flex Application, Hard at Work'"/>
<s:TextInput id="speakTI" width="100%"/>
<s:Button id="clearButton" label="Clear"
click="clearSpeakTI()"/>
</s:HGroup>
</s:Application>

그림 5-5 완성된 HelloWorld 애플리케이션

드디어 첫 번째 프로그램을 마쳤다. 하지만 이 장에서 다룰 주제가 아
직 더 남아 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오브젝트 지향 프로그래
밍에 대해 살펴본 후 ActionScript와 MXML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오브젝트
모든 것이 오브젝트(object)다. 그렇다. ActionScript와 같은 오브젝트
지향 프로그래밍(OOP) 언어에서는 모든 것이 일종의 오브젝트다. 이
책 전체에서 “오브젝트”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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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지만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아직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좋다. 지금부터 시작하자.
오브젝트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일반적인 컨테이너다. 오브젝트는
텍스트나 숫자를 담을 수도 있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논리를 담을 수
도 있으며, 심지어는 다른 오브젝트를 담을 수도 있다. 상태와 동작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오브젝트
에는 변수(상태)와 그러한 변수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메소드(동작)가 있
을 수 있다. 오브젝트는 모든 Flex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빌딩 블록이
기도 하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것이 오브젝트이기 때
문이다. 애플리케이션도 오브젝트이고,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단추
도 오브젝트이며, 개발자가 작성한 변수도 오브젝트다.
이제부터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자. car라는 새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
메모

오브젝트에 자동차와 관련된 속성(. type과 color)을 지정하려고 한다.

Flash Builder에서는 Object 클래스

ActionScript에서 다음 코드를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아

에 대한 코드 완성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 이는 Object의 속성이나 메소
드에 대한 기본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코드 완성 기능을 사용하려면 클래스
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래 코드에서는 먼저 Object의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 원하는 속성을 지
정한다.
var car:Object = new Object();
car.type = "sports car";
car.color = "yellow";
car.topSpeed = 170;
car.isInsured = false;
car.driver = undefined;

이 자동차의 driver도 만들 수 있다.
var person:Object = new Object();
person.name = "Grant";
person.age = 25;

이제 car 오브젝트의 driver 속성을 수정하여 person을 포함시킬 수
있다.
car.driver = person;

어떤가? 25세의 Grant가 운전하는 무보험 고속 스포츠 카가 완성되었
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 프로그
램에 여러 대의 자동차와 여러 명의 운전자가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상
황이라면 사용자 지정 클래스를 통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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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모든 것이 오브젝트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클래스는 무엇일까? 클래스
(class)는 오브젝트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클래스는 오브젝트의

속성과 메소드를 정의한다. 따라서 클래스 변수(class variable)는 클래
스의 인스턴스를 나타내는 메모리 내 컨테이너다. 이 절에서 설명하는
예제를 따라서 해보려면 작업 공간에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ClassTesting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패키지
ActionScript 클래스는 특정 패키지에 속해 있어야 한다. 패키지
(package)는 다양한 클래스와 관련된 소스 코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고유한 폴더 구조다. Flash Builder에서는 패키지를 파일 시스템의 어느
위치에나 둘 수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이 장점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폴더 구조를 작업 공간

메모

에 만든다. 이 책에서는 C:\Flex45Code\를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규칙에 따라 패키지 이름은 모두 소문

있다.

자여야 한다.

C:\Flex45Code\com\learningflex45\classes

이 구조를 사용한다는 것은 작업 공간에 com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아래에 learningflex45 폴더가 있고, 또 그 아래에 classes 폴더가 있어
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용자 지정 패키지에 대한 폴더 구조를 설정하고 새 프로젝트를 만들
었으면 이제 패키지를 프로젝트에 링크할 차례다. Package Explorer
에서 프로젝트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Project➝Properties➝
Flex Build Path를 선택한다. 그런 다음 “Source path” 탭을 클릭하고
Add Folder 단추를 누른다. Add Folder 대화 상자에서 작업 공간에
있는 com 폴더를 찾아서 추가한다(그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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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패키지를 추가 소스 경로로 추가하기

이제 패키지가 프로젝트에 링크되면서 새 소스 경로가 Package
그림 5-7 프로젝트에 추가된 외부 관
리 패키지

에 추가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

메모

새 클래스 만들기

Explorer에 표시된다(그림 5-7). 드디어 사용자 지정 클래스를 패키지

새 클래스 이름에 소문자를 사용할 수
는 있지만, 이름 지정 규칙에 따라 대

새 클래스를 만들려면 먼저 Package Explorer에서 외부 패키지를 선

문자로 시작하고 UpperCamelCase

택한 다음 File➝New➝ActionScript Class를 선택한다. 대화 상자가

를 사용하는 클래스 이름을 사용하는 것

표시될 때 올바른 패키지 이름인 learningflex45.classes도 함께 표시

이 좋다.

되어야 한다. 이제 클래스에 Car라는 이름을 지정하고 Finish를 클릭
한다(그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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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새 클래스 대화 상자로 클래스 추가하기

이제 편집기로 돌아오면 예제 5-24와 같은 빈 클래스 코드를 볼 수 있다.
예제 5-24 C:\Flex45Code\com\learningflex45\classes\Car.as
package learningflex45.classes
{
public class Car
{
public function Car()
{
}
}
}

가운데 부분에 있는 public function Car()는 클래스의 생성자(constructor)
메소드다. 클래스의 생성자는 클래스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 위
해 초기화할 때 수행해야 하는 모든 작업을 처리한다. 예를 들어, 기본
속성 값을 지정하거나 다른 클래스를 초기화하는 등의 작업을 처리한
다. 여기에서는 복잡한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생성자 내에
서 별다른 작업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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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속성
클래스 속성은 클래스 정의 내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 값이다. 앞에서
살펴본 변수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변수에도 범위가 있어야 한다. 이
범위에 따라 클래스 내부와 외부에서 클래스 변수에 액세스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결정된다. 클래스에 외부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속성을 지
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public 범위로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다.
예제 5-25에서는 Car 클래스에 car 오브젝트와 같은 속성을 지정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메모
이 클래스의 속성은 강력한 유형이다.
따라서 type은 String이고, color는
uint이고, isInsured는 Boolean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듯이 driver 속성은 Person이다.
강력한 유형의 값은 개발자뿐만 아니
라 Flex 컴파일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예제 5-25 Car 클래스의 속성 변수 정의하기
package learningflex45.classes
{
public class Car
{
public var type:String;
public var color:uint;
public var topSpeed:int;
public var isInsured:Boolean;
public var driver:Person;
public function Car()
{
}
}
}

지금까지 클래스를 만들고 속성을 지정하는 방법을 배웠으므로 Person
클래스를 만들어 보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자. 이 클래스는 Car와
같은 패키지에 있다(예제 5-26).
메모
소위 “Getter” 및 “Setter” 함수를 사
용하면 클래스 속성을 틀에 맞춰 처리할
수 있다. 이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싶
다면 16장, 445페이지에 있는 “Getters
와 Setters” 보조 기사를 읽어보기 바
란다.

예제 5-26 C:\Flex45Code\com\learningflex45\classes\Person.as
package learningflex45.classes
{
public class Person
{
public var name:String;
public var age:uint;
public function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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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클래스 메소드
메소드는 함수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클래스 변수
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함수에도 범위가 있다. 클래스 외부에서 액세스
할 수 있는 함수도 있고, 클래스 내부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함수도
있다.
예제 5-27에서는 Car 클래스에 출발지(placeA)와 목적지(placeB)를 받
아서 형식화된 텍스트 문자열을 리턴하는 public 메소드(drive)를 추가
한다.
예제 5-27 Car 클래스의 메소드 정의하기
package learningflex45.classes
{
public class Car
{
public var type:String;
public var color:uint;
public var topSpeed:int;
public var isInsured:Boolean;
public var driver:Person;
public function Car()
{
}
메모
public function drive(placeA:String, placeB:String):String
{
return ("starting at: " + placeA + "\n" +
"going to: " + placeB);
}
}

이 코드에서 \n은 “줄 바꿈”을 의미하
며, 지금 보고 있는 TextArea를 비롯
한 많은 컨트롤에서도 줄 바꿈으로 해
석된다. 원한다면 \n 대신 “캐리지 리
턴”을 의미하는 \r을 사용할 수도 있다.
두 엔터티 모두 동일하게 처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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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클래스 작업하기
Car 클래스와 Person 클래스를 만들었으므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사용해 보자. ClassTesting 프로젝트를 위한 예제 5-28의 코드에
서는 두 가지 이벤트를 사용하여 어떤 작업을 수행한다.
먼저 Application 컨테이너의 creationComplete 이벤트가 makeCar
AndDriver() 함수를 호출한다. 그러면 이 함수가 애플리케이션의 범
위에 선언된 car 및 person 변수에 값을 지정한다.
두 번째로 Button 컨트롤의 click 이벤트가 hitTheRoad() 함수를 호출
한다. 그러면 이 함수가 해당 정보를 TextArea 컨트롤로 출력한다.
이 예제에서는 TextArea 컨트롤을 사용하여 출력을 변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몇 가지 팁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줄 바꿈 엔터티(\n)를 사용
하여 출력의 줄 바꿈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 엔터티는 따옴표로 묶어
야 하고 텍스트 문자열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결 할당 연산자
(+=)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TextArea에 추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반
오류 대처 방법

적인 할당 연산자(=)를 사용했다면 각각의 새 텍스트 문자열이 앞에 있

예제 5-28의 import 문은 해당 변

던 문자열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

수 인스턴스를 작성할 때 Flash
Builder에 의해 자동으로 추가된
다. 즉, private var car:Car를 입
력하면 Script 블록 위쪽에 import
learningflex45.classes.Car;가 자
동으로 추가된다는 말이다. 원한다
면 import 문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이와는 달리 코드를 복사해서 Flash
Builder에 붙여 넣을 경우에는 필
요한 import 문이 추가되지 않는
다. 그러한 경우에는 import 문을
직접 추가해야 한다. 이는 블로그

예제 5-28 ClassTesting의 애플리케이션 코드
<?xml version="1.0" encoding="utf-8"?>
<s:Application
xmlns:fx="http://ns.adobe.com/mxml/2009"
xmlns:s="library://ns.adobe.com/flex/spark"
xmlns:mx="library://ns.adobe.com/flex/mx"
creationComplete="makeCarAndDriver()">
<fx:Script>
<![CDATA[
import learningflex45.classes.Car;
import learningflex45.classes.Person;

튜토리얼 등에 실려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애플리케이션에 붙여 넣
을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 이 상황
에서 import 문을 추가하지 않으면
Flash Builder에서 오류가 발생한
다. 따라서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었을 때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import 문을 모두 입력했는
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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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var car:Car = new Car();
private var person:Person = new Person();
private function makeCarAndDriver():void{
car.type = "sports car";
car.color = 0x000000;
car.topSpeed = 75;
car.isInsured = false;

MXML과 ActionScript의 관계❙

person.name = "Grant";
person.age = 25;
car.driver = person;
}

private function hitTheRoad():void{
textArea.text = "car: " + car.type + "\n";
textArea.text += "driver: " + car.driver.name + "\n";
textArea.text += "travel speed: " + car.topSpeed + "\n";
textArea.text += car.drive("Elijah's place", "VillaGIS");
}
]]>
</fx:Script>
<s:VGroup horizontalCenter="0" verticalCenter="0">
<s:Button label="Go Somewhere!" click="hitTheRoad()"/>
<s:TextArea id="textArea"/>
</s:VGroup>
</s:Application>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자. 그림

그림 5-9 사용자 정의 클래스 작업
하기

5-9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 지정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면 Flex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프레임워크 기초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
니라 기본 컴포넌트를 확장하기 시작할 때도 그 배경이 되는 오브젝트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큰 그림을 받아들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MXML과 ActionScript의 관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MXML은 구조의 레이아웃을 잡는 데 효과적
이고, ActionScript는 메소드 논리와 상호작용을 정의하는 데 적합하
다. 그렇다면 유사한 부분이 많은 이 두 언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MXML과 ActionScript의 보완 관계
MXML과 ActionScript는 서로를 보완한다. ActionScript보다는 MXML
을 사용할 경우에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MXML의 경우에는 읽고 쓰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몇 번의 입력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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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
만 MXML이 ActionScript를 대체하지는 못한다. 중요한 Flex 애플리
케이션에는 스크립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원한다면
ActionScript만 사용해서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MXML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배후 작업 확인하기

MXML은 ActionScript로 해석된다

MXML을 바탕으로 해서 Flex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컴파일할 때 사용자가 작성한 모든 MXML은

생성된 모든 ActionScript 코드를 보

ActionScript로 해석된 다음 바이너리 SWF로 변환된다. 따라서

고 싶은가? 프로젝트의 Properties
대화 상자 왼쪽에 있는 목록에서
Flex Compiler를 선택하여 컴파

ActionScript는 Flash Player의 언어이고, Flex의 모든 기능은 최종적
으로 ActionScript로 변환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러 옵션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Additional compiler arguments”
필드가 보일 것이다.

태그는 클래스다

이 필드 내에서 컴파일러 인수

Flex 애플리케이션의 MXML 컴포넌트는 그에 상응하는 ActionScript

-keep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각 컴

코드로 축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코드는 MXML에서 Button을

파일러 인수는 공백으로 구분되어
야 한다. 이렇게 하면 MXML을 바탕
으로 해서 컴파일러에 의해 생성된

만든다.
<s:Button id="myButton"/>

ActionScript 코드가 generated 폴
더에 파일로 저장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ActionScript 코드로도 Button을 추가할 수 있다.
import spark.components.Button;
var myButton:Button = new Button();
addChild(myButton);

이 점을 알고 있으면 MXML을 사용할 필요 없이 ActionScript를 사
용하여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다.

특성은 속성이다
태그에 특성을 추가하면 해당 컴포넌트 인스턴스의 속성도 기본적으
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단추의 label 속성을 변경하기 위해 MXML에
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s:Button id="myButton" label="Click Me"/>

이에 상응하는 ActionScript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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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spark.components.Button;
var myButton:Button = new Button();
myButton.label = "Click Me";
addChild(myButton);

이 ActionScript 예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행에 spark.
components.Button을 가져오는 import 문이 있다. 이렇게 하면 컴파
일러가 특정 클래스를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져오게 된다.
두 번째 행에서는 myButton이라는 Button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Button 유형 선언 뒤에 있는 new Button() 문은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초기화한다.
프레임워크 클래스와는 달리 기본 데이터 유형은 초기화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곧 다음과 같이 new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
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var name:String = "Bmose";

Number의 경우에는 다음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
var num:Number = 23;

특성은 스타일이다

메모
스타일에 대해서는 15장에서 자세히

3장에서 분할창에 대해 설명할 때 보았던 것처럼 한 컴포넌트에 여러

설명한다.

유형의 속성이 있을 수 있다. 아마도 Properties 분할창의 Category
뷰에서 Styles 섹션을 보았을 것이다. 스타일(style)은 컴포넌트의 룩앤
필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특별한 컴포넌트 속성이다.
스타일이 속성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ActionScript에서 점 표기법을 사
용하여 직접 액세스할 수는 없다. MXML에서 특성을 사용하여 스타
일을 쉽게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Flex에서 스타일을 구현하는 방법
때문에 ActionScript에서 스타일 속성에 액세스하려면 getStyle() 및
setStyle() 메소드를 사용하는 구문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MXML을 사용하여 Button 컨트롤의 곡률을
설정하는 cornerRadius 스타일 속성을 설정할 수 있다.
<s:Button id="myButton" cornerRadius="14"/>

이 속성은 스타일 속성이기 때문에 직접 액세스할 수 없다. 따라서 다
음 코드는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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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utton.cornerRadius = 14;

대신 setStyle() 메소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 메소드는 두 개의 매개변
수를 받는다.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매개변수는 스타일 속성의 이름이
며, 대개 String 유형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매개변수는 이 속성에 지정
할 값이다.
myButton.setStyle("cornerRadius", 14);

getStyle() 메소드는 스타일 속성의 현재 값을 리턴한다. 이 메소드는
액세스하려는 스타일의 이름을 단일 매개변수로 받은 다음 스타일의
값을 리턴한다. 예를 들어, myButton의 cornerRadius를 얻으려는 경
우 다음과 같은 ActionScript를 사용할 수 있다. 아래 구문은 리턴 값
을 roundness 변수에 저장한다.
var roundness:Number = myButton.getStyle("cornerRadius");

특성은 이벤트 리스너이기도 하다
이벤트 리스너는 컴포넌트가 다양한 상호작용을 식별하고 응답하기
위해 사용하는 트리거다. 앞에서 Button의 인라인 핸들러를 작성할 때
간단한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었었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너는 MXML
특성으로도 만들 수 있으며, 이들은 진정한 속성이 아니다. 이제 그 이
유를 알아보자.
앞에서 다음과 같이 MXML Button 선언에 click 리스너를 추가했었다.
<s:Button id="myButton" click="doSomething()"/>

그리고 ActionScript에서는 다음과 같이 click 이벤트 리스너를 설정
한다.
import spark.components.Button;
var myButton:Button = new Button();
myButton.addEventListener("click", doSomething);
addChild(myButton);

이 ActionScript 코드에서는 addEventListener() 메소드를 사용한다.
이 메소드는 두 개의 매개변수를 받는다. 하나는 이벤트의 이름(이 경우
에는 click)이고, 다른 하나는 이벤트 발생 시 호출할 함수의 이름(이 경
우에는 doSometh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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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ActionScript와는 달리 addEventListener() 메소드의 경우에
는 리스너 선언 내에 표현식을 넣을 수 없다(. textInput.text = "some
text"). 그러한 활동은 실제 함수에서만 가능하다.

addEventListener()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호출할 함수의 이름만 두
번째 매개변수로 추가해야 한다. 즉, 함수 이름 뒤에 괄호를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코드는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
myButton.addEventListener("click", doSomething());

주석?
코드에서 주석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메모를 남기기 위해서
일 수도 있고, 코드의 일부를 컴파일되지 않도록 임시로 제외하기 위
해서일 수도 있다. MXML과 ActionScript에서는 서로 다른 주석 구문
을 사용한다.
ActionScript에서는 한 행 또는 한 블록을 주석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 행을 주석으로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이중 슬래시(//) 구문을 사
용한다.
//이 코드는 컴파일되지 않는다.
//public var foo:String = "No Comment";

여러 행을 주석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주석 블록 구
문을 사용한다.

메모
Flash Builder에서는 올바른 구문을

/*

몰라도 주석을 쉽게 추가할 수 있다.

public var foo:String = "No Comment";
public var bar:String = "Don't want to see it";
*/

주석을 지정할 코드를 강조 표시한 다
음 Source➝Toggle Block Comment
를 선택하면 된다.

MXML에서는 ActionScript과 다른 주석 구문을 사용해야 한다. XML

또는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할 수도 있

에서 파생된 구문을 사용하는 MXML에서는 HTML과 동일한 주석 시

다. Windows에서는 Ctrl-Shift-C를

스템인 <!-- 및 --> 기호를 사용한다. 다음은 MXML의 주석 예제이다.

사용하고, Mac OS에서는 Command-

<!-- MXML의 주석 -->
<s:Button label="Button to Keep"/>
<!-- <s:Button label="Button to Remove"/> -->

슬래시(/)를 사용할 수 있다.
ActionScript를 편집하거나 MXML을
편집하거나 상관없이 올바른 주석 구
문이 삽입된다. 코드에 주석을 지정할
때는 MXML 태그 또는 스크립트 블록
전체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 타임 오류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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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의 유용한 용도 중 하나는 코드의 일부를 컴파일되지 않도록 임시
로 제외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특히 디버깅할 때 유용하며, 디버깅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요약
이 장에서는 ActionScript를 이용한 기본적인 스크립트 작업을 살펴보
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웠다.
• ActionScript는 인라인으로 배치하거나 MXML 특성 내에 배치할
수 있다.
• 명명된 함수는 Script/CDATA 블록 내에 있어야 하며, 인라인 스
크립트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에서도 호출할 수 있다.
• 명명된 함수는 매개변수를 받을 수 있으며, 유형이 지정된 값을 리
턴할 수도 있다.
• 값을 리턴하지 않는 함수는 void 유형이어야 하며, 값을 리턴하는
함수는 강력한 유형이어야 한다.
• 변수 및 함수의 범위/액세스 가능성을 정의하여 애플리케이션의 다
른 컴포넌트에 대한 표시 여부를 제어할 수 있다.
• 클래스는 속성(변수)과 메소드(함수)를 가질 수 있는 미리 정의된 특
별한 오브젝트다.
• ActionScript 클래스는 패키지에 속해야 하며, 이러한 패키지를 통
해 특정 프로젝트의 외부에서도 클래스를 관리할 수 있다.
• Flex 프레임워크 컴포넌트는 ActionScript 클래스에 상응한다.
이 장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Flex에서
더 멋진 작업을 수행하려면 ActionScript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야 한
다.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해서 ActionScript를 능숙하게 다루고 싶은 분
을 위해 다음과 같은 도서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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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ActionScript 3.0(O’Reilly)
Foundation ActionScript 3.0 for Flash and Flex(friends of ED/Apress)
Visual Quickstart Guide: ActionScript 3.0(Peachpit Press)
ActionScript 3.0 Cookbook(O’Reilly)

이 책에서도 계속 ActionScript를 보게 될 것이므로 이 책을 통해서도
좋은 공부가 되기를 바란다. 다음 장에서는 Flex 애플리케이션의 디버
깅 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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