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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

사

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환경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의식주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대
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 사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주

저하지 않고 인터넷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바
로 웹(Web)을 떠올릴 거라 생각한다. 방대한 자료와 첨단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를 활용하
기 위한 기기가 바로 이 웹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있다. 비록 무수히 많은 기술과 이론을 바
탕으로 웹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든 것이므로 누구나 노력하면 이 웹
환경에 적응하여 훌륭한 웹 개발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웹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기술에 관한 정리에서부터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먼저
터득해야 할 이론적인 기술, 코딩 방식, 데이터베이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
한, 웹 엔지니어로서 알아야 할 네트워크와 서버에 대한 인프라 지식을 현업에서의 활용
예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웹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을 총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역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IT업계, 특히 웹 개발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게 될 신입 엔지니어들에게 이 책
을 반드시 추천하고 싶다. 또한, 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다소 부족한 현직 엔지니어들에게
도 개념을 다시금 잘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이 여러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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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감사의 글

먼저 이 책을 번역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체계적인 전문 기술 서적은 아니지
만, 이 책의 번역을 통해 역자 또한 이미 알고 있던 웹 기술을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
가 되었다.
이 책의 교정과 편집을 맡아주신 이주원 님. 그 꼼꼼한 지적에 때로는 힘들었지만, 최종적
인 결과물을 보고 그 세심한 체크에 대해 나의 편협했던 생각을 반성하게 되었다. 이 자리
를 빌려 역자의 미숙한 번역을 교정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모로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제이펍 장성두 실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하은, 시온에게도 이 책의 출간에 앞서 기쁨을 함께 공
유하고 싶다. 사랑합니다. 가족 여러분!

일본 동경에서
정인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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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

강미희

웹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 잘 다뤄져 있어 저와 같은 웹 프로그래
밍 초보자에게는 무척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웹 기술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
가 되었습니다.
고승광(플랜티넷)

열심히 찾긴 했습니다만 뭔가 어색하긴 한데 고치기는 난감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쉬
웠습니다. 늘 그렇지만 깔끔한 번역을 해내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초보 개발자뿐
만 아니라 시스템 쪽을 잘 모르는 중급 개발자가 봐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많은 책입니
다. 신입 개발자 기본 교육 교재로 사용해도 될 듯하네요.
박광수(ITFlow)

웹 개발서이지만 다변화되는 시장 상황에 알맞게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추가돼서 좋았습니다. 요즘은 엔지니어가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하길 원하는 기업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웹 개발자들은 숨가쁘게 달라지는 기술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실
겁니다. 인프라 쪽 용어들은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만,
용어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 짚고 넘어가도 추후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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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손창원(명지대학교)

웹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기초적인 개념에서부터 운영 노하우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어서 웹 개발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었습니
다. 또한, 지금까지 읽어본 웹에 대한 개요를 다룬 책 중 가장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웹 개발을 시작한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장정환(에스디바이오센서)

입문서로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Code Complete》나 《레거시 코드 활용
전략》과 같이 문제에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도서는 아닙니다. 이 책은 구조와 문제를 보는
요약서 형식입니다. 저자는 개발 간 발생 이슈를 정의하고, 개념적 설명을 토대로 각각의
접근 방법을 기술하는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급 개발자만이 아닌 중급 개
발자들에게도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개념을 정리하고, 엮어내며,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투씨에스지)

중급자를 위한 웹 개발 전문 서적은 아니지만 기초적인 웹 개발에 필요한 기본 개념, 코딩
습관, 설계,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지식 등의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웹 개발 공략서인 것 같습니다.

Beta
Readers...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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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엔지니어 시절에
파악해 두어야 할

웹 기술 총정리
•언어, 뭐가 다르지?
•서버의 역할 분담은 뭘까?
•지금 유행하는 클라우드는?

신입 엔지니어들의 경우, 새로운 환경 및 낯선 전문 용어에 대한 기대와
불안으로 머릿속이 가득할 거라 생각한다. 그 와중에 하루라도 빨리 ‘전문
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특집에서는 개발 언어, 서버,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의 각 분야를 철저하게 정리하여 소개한다. 중/상
급자들에게도 전문 분야 이외의 기술을 되돌아보는 것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각 장의 마지막에는 선배들이 추천하는 필독서를 기재하였다. 프
로그래머로서 첫걸음을 딛기 위한 지식들로 가득 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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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는 것
이 특집은 웹 프로그래밍에 처음 입문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어느 정도의 개발 경
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쉬운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처음일 때는 있는 법
이다. 아무래도 지면상의 제약으로 ‘과연 웹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까지는 대답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특집에서는 독자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단순히 웹을 사용하는 것만
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건 이미 알고 있어.”라는 사람은 다음 장 이후부터 진행해 주기 바란다. 하지만 “알
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불안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자와 함께 기본을 복습해 두자.
웹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2013년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그러므로 배워야 할 것은 당연히 잡지 안 하나의 특집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며, 한 사람이 습득하는 데 모든 경력을 쏟아부어도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없을 것이다.
이 특집의 목적은 ‘웹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웹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에
대해 배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저자는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을 것이다. 아니, 하나 있다. 독자들이 이것을 계기로 웹 프로그래밍을 계속
해서 배워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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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집의 구성
여러분이 평소 이용하는 웹 서비스는 그림 1과 같은 구성으로 움직이고 있다주1. ‘만드는 사
람(개발자)’을 목표로 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배워야 할 개발 언어에 대해서는 이 특집의 2장
에서 언급하겠다. 웹 서비스의 뒤편에 있는 서버의 이야기는 3장에서 정리할 것이며, 그중
에서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최근 세간에 자주 언
급되고 있는 클라우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여러 대의 서버가 ‘하나’로 보이는 것이다. 이
것은 5장에 정리하고자 한다.

클라우드

개발 언어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용자

개발 언어

서버 컴퓨터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그림 1 전형적인 서버/클라이언트 구성과 클라우드

주1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이라 불리는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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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의 성장과 변화
1991년 팀 버너스 리(Tim Berners Lee)의 NeXT주2에서 WWW(World Wide Web)이 태어
난 지 벌써 21년이 되어 간다. 태어났을 때 이미 웹이 존재하던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웹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다. 초창기의 웹은 학자들이 서로의 논문을 읽기 위하
여 개발되었다. 발명자인 팀 버너스 리 자신이 소립자 연구의 메카인 CERN(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의 연구원이었다. 그것이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금융 거래에서부터 포르노에 이르기까지 온갖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팔린 휴대전화의 수는
전체 인류 인구 수에 육박하며, 이들 대다수가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여
기서 주요 영향을 끼친 사건을 간단한 연표로 정리하였다(표 1).
▼▼표 1 웹 세계의 주요 연혁
년도

발생한 일

1990년

WWW 탄생

1993년

NCSA Mosaic 등장

1994년

Mosaic Communications(후의 넷스케이프) 창업
Amazon.com 창업

1995년

윈도우즈(Windows) 95 판매

1996년

애플 NeXT를 인수, 스티브 잡스의 복귀

1998년

구글 창업
AOL, 넷스케이프를 인수
Mozilla.org 창립

1999년

i-Mode 등장. 닷컴 버블

주2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그만둔 후, 1985년에 창업한 컴퓨터 기업. 여기서는 이 회사에서 만든 컴퓨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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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웹 세계의 주요 연혁(계속)
년도

발생한 일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2004년

페이스북 창업

2007년

아이폰 발매

2010년

오라클,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인수

2011년

애플 시가총액 세계 1위
스티브 잡스 사망

TCP/IP를 보급시키고 자바를 생산한 선 마이크로시스템즈가 오라클에 인수되고, 닷컴 버
블로 정점에 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 총액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자금 원조로 어떻게
든 파산을 면한 애플이 넘어섰다. ‘Dog Year’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데, 지금이야말로
‘무엇이 변하는가?’ 대신,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웹의 세계에서 생존
해 온 한 사람으로서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세 가지 약속
저자는 이전에 《WEB+DB PRESS》 총편집[Vol.1~60]의 특별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기
고했다.

WWW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부터 시작된다.
•URI: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가?
•HTTP: 데이터는 어떻게 손에 넣는가?
•HTML: 데이터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세 가지는 탄생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웹 프로그래밍의 근간 기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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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가?
웹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특징은 한 대의 컴퓨터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경
우에도 반드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존재한다(그림 2). 이 둘을 동일한 컴퓨터에서 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예: http://localhost/), 기본적으로 양쪽이 별도로 존재한다. 사람을 상대
로 하는 클라이언트와 컴퓨터를 상대로 하는 서버. 프로그래밍의 폭은 이 둘로 분업하여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컴퓨터
웹 프로그래밍
서버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프로토콜

클라이언트
컴퓨터

서버 컴퓨터
(웹 서버)

▲▲그림 2 일반적인 프로그래밍과 웹 프로그래밍의 차이

하지만 나눈 것만으로는 그저 각자의 처리가 늘어날 뿐이다. 그래서 URI (Uniform
Resource Identifier)가 그 둘을 연결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알려져 있지만, URI가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여기서는 URI로 통칭하겠다.

웹 페이지를 단 한 페이지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웹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
줄에 URI를 입력한 경험은 여러 번 있을 것이다. 다음의 문자열은 URI의 예다.
http://blog.livedoor.jp/dankogai/search?q=WEB%2BDB

이것을 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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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어떤 방법(Scheme)으로 데이터를 가지러 갈 것인가?주3

blog.livedoor.jp

서버(host)는 어떤 것인가?

/dankogai/search

서버 내의 위치(path)는 어딘가?

?q=WEB%2BDB

질의(query)는 무엇인가?

URI를 훑어봤을 때 대략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전달되지 않는가? 이 ‘딱 보면 대강은 알겠
다’라는 특성은 웹이 URI에 한정되지 않은 채 성공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것은 웹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다. ‘딱 보면 대강은 알게끔’ 작성하자.
▒ 정보 그 자체를 나타내는 URI

한정된 지면 관계상, UR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문헌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다만,
다음 두 개의 특별한 스키마는 주의해 둘 필요가 있다. URI는 ‘정보가 있는 곳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정보 그 자체는 아니지만, URI가 ‘정보 그 자체’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그중 하나는 javascript:스키마다. 이것은 URI 자체가 실행 가능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
램이다. 리스트 1을 있는 그대로 웹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 입력해 보자. 프롬프트가
나오면 1+1 등을 입력해 보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멈춘다 주4.
▼▼리스트 1 임의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URI
javascript:(function(s){while(s!==null)try{s=eval(prompt(s))}catch(e){s=e}})('JS:')

이러한 URI를 북마크릿(bookmarklet)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URI이므로 북마크가 가능하
기 때문이다. 이로써 작지만 훌륭한 프로그램임을 앞의 예를 통해 알게 되었을 것이다.
URI 그 자체에 프로그램을 갖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
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data:스키마다. 실물을 보도록 하자(리스트 2).

주3 그 밖에도 https나 ftp 등이 있다. 평소 우리가 흔히 접하는 URL(http://)은 HTTP 스키마(scheme)라 불리고 있다.
주4 http://blog.livedoor.jp/dankogai/archives/515151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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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2 favicon 그 자체를 포함한 URI
data:image/x-icon;base64AAABAAEAEBAAAAAAAABoBQAAFgAAACgAAAAQAAAAIAAAAAEACAAAAAAAA
AAAAAAAAAAAAAAAAAAAAAAAAAD///8AzP//AJn//wBm//8AM///AAD//wD/zP8AzMz/AJnM/wBmzP8AM8z/AADM/wD/mf8AzJn/AJmZ/wBmmf8AM5n/AACZ/wD/Zv8AzGb/AJlm/wBmZv8AM2b/AABm/wD/
M/8AzDP/AJkz/wBmM/8AMzP/AAAz/wD/AP8AzAD/AJkA/wBmAP8AMwD/AAAA/wD//8wAzP/MAJn/
zABm/8wAM//MAAD/zAD/zMwAzMzMAJnMz
……1400문자 (！) 중략……

8AAAAAAPz7AAD6AAAA+NfX19cA4eH8++Hr6/n5+OvX1wAA1+HhAADh6+sAAADr19cAANfh4eHh4evrAAD
r69fXAADX4eEAAOHr6wDrAOvX1wAA1+HhAADh6+vrAADr19fX1/j44eHh+Ovr+Pj46wAA//8AAEK0AAAA
AAAA//8AAP3pAAD+zgAA/t0AAAAAAAAAAgAAkhQAAKEzAAChMwAA//8AAAAAAAD//wAAyoQ=
※샘플 코드는 제이펍 홈페이지(www.jpub.kr)의 상세 소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기 바란다.

꽤 큰 URI 이지만, 이것은 favicon의 이미지 데이터(그림 3)를 그대로 URI로 변환한 것이
다. 이미지가 어떠한 부피를 차지하는지 실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외부
링크를 일절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미지를 포함한’ 웹 페이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 favicon의 이미지 데이터

HTTP: 데이터는 어떻게 손에 넣는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나타내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러 가보자.
맥 오에스 텐(Mac OS X) 및 리눅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터미널 소프트웨어를,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명령 프롬프트를 각각 열고 다음과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자. 밑줄 친
부분이 실제로 입력한 부분, 그렇지 않은 곳이 출력된 부분이다.
% telnet gihyo.jp 80
Trying 49.212.34.191...
Connected to gihyo.jp
Escape character is '^]'.
GET / HTTP/1.1
Host:qihy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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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net라는 것은 서버와 직접적으로 대화하기 위한 커맨드로, 웹 브라우저가 뒤쪽에서 하
는 주고받는 처리를 직접적인 명령으로 실행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마지막 라인에서 다
시 엔터 키를 입력해 보라. 그림 4와 같이 출력될 것이다. 여기서 입력한 문자열이 요청
(request), 출력된 문자열이 응답(response)이라고 불리며, 여기에서도 ‘딱 보면 대강은 알

게끔’이라는 특성은 건재하다. 한눈에 다음과 같은 것을 간파할 수 있다.
•하나의 요청당 하나의 응답
·요청 동안에는 응답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추가
•입력의 구분은 빈 라인

•출력도 데이터에 관련된 데이터와 데이터 본체가 빈 라인으로 구분된다
·데이터에 관련된 데이터(메타 데이터)부분은 헤더(header)라고 부른다 ← ①
·데이터 본체는 바디(body)라고 부른다 ← ②
HTTP/1.1 200 OK
Date: Tue, 06 Mar 2012 19:44:59 GMT
Server: Apache
……중략……

❶

Content-Length: 6482
Connection: close
Content-Type: text/html; charset=UTF-8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Transitional//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transitional.dtd">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xml:lang="ja" lang="ja">
<head>

❷

……중략……

</body>
</html>
Connection closed by foreign host.

▲▲그림 4 HTTP의 출력(gihyo.jp)

너무 간단해서 맥이 빠질 것 같지만, HTTP 이전의 프로토콜은 이것보다 필요 이상으
로 복잡했다. 예를 들어, HTTP 이전에 가장 많이 사용된 파일 교환 프로토콜인 FTP(File
Transfer Protocol)는 메타 데이터를 교환하는 포트(21)와 데이터를 교환하는 포트(20)가 별

도로 존재하므로, 직접적인 커맨드로 서버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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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을 주고받는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는 Simple이라고는 하나, 메일을
한 통 송부하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통신이 최소한 네 번은 필요하다.
그에 반해 HTTP의 포트는 한 개이며, 데이터의 주고받기는 일문일답의 형식이므로 매우
간단하다. 여차하면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직접적인 커맨드로 교환할 수 있을 정도다. 웹 브
라우저는 이상의 교환을 뒤쪽에서 자동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이며 기본은 똑같다.

HTML: 데이터는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듯 URI에 지정된 데이터를 HTTP로 가져오는 것까지는 어쨌든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러나 HTTP에서 보았듯이 출력된 것은 단순한 텍스트이며, 보기에는 웹 페이지와 전혀 닮
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왜 웹 페이지는 예쁘게 배치된 데다,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의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일까?
그것은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이라는, 사람이 직접 읽는 것이 아닌 웹 브
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이 처리하는 언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HTML을 보도록 하자. 리스트 3은 markdown주5이라는 ‘인간이 직접 작성하기에
적당한’ 표기법으로 작성된 문서주6를 HTML로 변환한, 즉 웹 페이지를 동적으로 생성한
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웹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생성된 HTML은 그림 5와 같이 표시
된다. 방금 HTML은 “인간이 직접 읽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딱
보면 대강은 알겠다.’는 생각이 든다.
▼▼리스트 3 markdown을 HTML화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예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
<link rel=”stylesheet”

주5 http://daringfireball.net/projects/markdown/
주6 리스트 3의 예에서는 ch1.txt라는 텍스트를 html로 변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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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http://blog.livedoor.jp/dankogai/site.css”
type=”text/css”>
<title>Chapter #1</title>
</head>
<body style=”margin:1em;width:768px”>
<div id=”md2html”></div>
<script src=”./markdown.js”></script>
<script src=”https://ajax.googleapis.com/ajax/libs/
jquery/1.7.1/jquery.min.js”></script>
<script>
$(function(){
$.get(‘ch1.txt’, function(data){
$(‘#md2html’).html(markdown.toHTML(data));
});
});
</script>
</body>
</html>

▲▲그림 5 리스트 3으로 생성된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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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로 텍스트가 둘러싸여 있다. 이것을 태그(tag)라고 부른다
•태그는 중첩될 수 있다
•URI가 들어간 태그가 있다

HTML 자체는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술 방법, 아니 언어(language)가 아니다. 그래서 프로
그래머가 아니어도 눈동냥으로 어느 정도는 작성할 수 있다. 웹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결국
이 HTML을 하나하나 작성하는 대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웹을 지원하는 세 개의 프로토콜(약속) 중에서 가장 상세히 알아야 할 것이 HTML
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한 개의 언어, 세 개의 언어 안의 언어
방금 HTML은 “프로그래밍을 위한 언어가 아니다.”라고 썼다. 처음에는 그것으로 족했다.
하지만 “웹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특징은 한 대의 컴퓨터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떠올리기 바란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이 둘 중 어느 한 곳에 프로그래밍한다면, 클라이언
트는 HTML의 보기에 전념하고 서버에서는 HTML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움직이면 좋
지 않을까?
사실 처음에는 그랬다.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던 2000년 무렵
의 웹 프로그래밍은 서버 프로그래밍과 거의 동의어였다. 웹 브라우저는 말 그대로 Web
Browser, 즉 서버가 전송한 HTML을 ‘그냥 보기만’ 하는 도구였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실로 아까운 일이다. 정말로 입출력밖에 할 수 없었던 ‘더
미 터미널’(사진 1)의 시대라면 어쩔 수 없지만, 웹 브라우저를 탑재하고 있는 현재의 ‘클라
이언트’는 고급 처리 능력을 지닌 컴퓨터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조차 이미 고성능의 사양
을 지녔으며, 최신 PC라면 그 처리 능력이 단일 서버를 웃도는 것조차 이젠 드문 일이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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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더미 터미널의 대표적인 예: VT100

예를 들어 “3, 2, 1, 제로!”라고 카운트다운을 하는 간단한 웹 프로그램을 상상해 보자. 서
버 측에서 구현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네 번의 웹 페이지를 전송하게 되지만, 클라이언트
에서 한다면 전송 한 번으로 끝난다.
게다가 이런 ‘간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버에서 전부 처리했을 때, 규모가 커질 경우에
는 ‘간단치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것은 웹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방금 전의 카운트다
운 프로그램이 만약 ‘신년인사’ 메일이었다고 한다면 어떨까? PC는커녕, 예전의 일반 핸드
폰밖에 사용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심야에 주고받는 메일 서버가 다운되거나 응답이 느
려지리라는 것을 상상해낼 수 있을 것이다.
클라이언트 측에서도 프로그램이 움직이도록 하고 싶다. 그러나 HTML은 프로그래밍이
아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 이럴 때는 언어에 언어를 추가해 넣으면 된다.

HTML: 언어를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언어
언어 내에서 다른 언어를 다루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세계에서는 실제로도 자주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펄(Perl), PHP, 파이썬(Python), 루비(Ruby) 등의 이른바 ‘P 언어’에는
정규 표현이라는 ‘언어 내 언어’가 모두 탑재되어 있다.
언어 내 언어는 딱히 프로그래밍 언어의 전매 특허가 아니다. 거의 모든 자연 언어는 언어
내 언어를 다루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How do you say that in English?”라고 이 기
사에 쓸 수도 없을 것이며, 수식을 우리말로 해설하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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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L의 언어 내 언어

다행히도 HTML은 언어 내 언어를 취급하기에 참으로 적합한 언어였다. 태그 덕분에 어
떤 언어도 감쌀 수 있다. 또한, 하이퍼링크 덕분에 ‘밖에 있는 언어’조차도 내부로 가져올
수 있다.
현재 HTML에서 사용되고 있는 ‘필수 언어 내 언어’는 세 가지가 있다. HTML 자신,
CSS(Cascading Style Sheet),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다. CSS는 ‘웹 페이지를 어떻게 보일
까’를 기술하고, 자바스크립트는 ‘웹 페이지를 어떻게 움직일까’를 기술하는 언어다. 모두
HTML과는 전혀 닮지 않은 언어이지만, CSS는 <style> 태그, 자바스크립트는 <script>
태그를 사용하여 HTML 안에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파일이라도 CSS는 다음과 같이
내부로 가져올 수 있다.
<link rel=”stylesheet” href=” CSS의 URI ”>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이 내부로 가져올 수 있다.
<script src=” JavaScript의 URI ”>

HTML은 현대적인 웹 프로그래밍에서 그림 6과 같이 다른 언어를 ‘언어 내 언어’로 간주
하기보다는 다른 언어를 그 위에 올려놓기 위한 ‘언어 밑의 언어’로 간주하는 편이 나을지
도 모른다. 방금 리스트 3에서 표시한 HTML의 실제 예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

Data（Text, Image, Video ⋯）

CSS

JavaScript

HTML

▲▲그림 6 HTML은 언어 밑의 언어

CSS: 언어가 아닌가?
원래 HTML의 레이아웃은 태그의 종류로 정해져 있었다. <i>는 이탤릭체, <b>는 볼드체와
같은 식이다. WWW의 당초의 목적인 논문 상호 검색이라면, 이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웹의 활용도가 확산되면서 ‘웹 페이지는 이렇게 보여야 한다.’라는 요구가 점차 확대
되어, 그때마다 태그의 종류도 많아졌다. <font> 태그 정도라면 몰라도 문자를 스크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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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태그인 <marquee> 태그 정도의 수준이 되면, 말 그대로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진다.
“외형은 태그라는 ‘어휘’가 아니라 외형을 설명하는 별도의 언어로 준비하자.”라는 사고방
식이 등장하는 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가 될
지를 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렸다. 두 개의 후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 CSS vs. XSLT

하나는 XML 기반의 XSLT(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Transformations)였다. XML
그 자체가 HTML에서 발전한 것이라는 점도 있고 해서 이것이 주류가 될 것 같았으나, 정
작 표준이 된 것은 HTML과 조금도 비슷하지 않은 CSS 쪽이었다.
여담이지만, 필자는 지금도 왜 XSLT가 패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결정적이었던
것은 XML이 XSLT보다 구문 오류를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 사양이었기 때문이라는 결론
에 항상 도달했다. HTML은 컴퓨터가 생성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태그를 닫는 것을 잊으면, 웹 페이지의 대부분이 invalid(무효)가 된다. 하지
만 그러한 경우에도 웹 브라우저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나름대로’ 볼 수 있도록 처리해 준
다. 반면에 XML은 “그것은 오류다!”라고 명확하게 거절하는 규격이다.
▒ CSS에 의한 표현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실제 CSS를 살펴보자.
body {
background-color:#d0e4fe;
}
h1 {
color:orange;
text-align:center;
}
p {
font-family:"Times New Roman";
font-size:20px;
}

한눈에 ‘이것은 HTML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나중에 언급할 자바스크
립트의 외형과 비슷하다. 그러나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HTML
과 같은 기술 언어로, 문법만 보면 HTML보다 훨씬 간단하다. 예를 들어 HTML은 태그
를 중첩할 수 있지만, CSS는 중첩이 없다. 어떤 HTML 요소=DOM(Document Object

15

특집 1
웹 기술 총정리

Model)주7 객체를 열거한 후, 그것들에게 어떤 스타일을 적용할지의 여부를 { } 안에 열거

할 뿐이다. CSS가 ‘언어’가 아니라 ‘스타일 시트’라 자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도 달인의 손을 거치면 그림 7과 같은 표현력을 갖게 된다주8.

▲▲그림 7 CSS로 그린(!) 큐베

자바스크립트: 약자의 이유 있는 승리
자, 드디어 ‘웹 페이지를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작성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스크
립트가 등장한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HTML과 관련된 부분만
언급하겠다.
▒ 자바와 자바스크립트의 관계

자바스크립트 그 자체는 일찍이 1995년에 Netscape Navigator 2.0과 함께 등장하였다.
‘서버만으로는 웹 프로그래밍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은 당시에도 이미 존재했지만, 자바스
크립트라는 이름에도 있듯이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의 ‘의붓자식’이었다. 다른 언어였으나,
마케팅상의 사정으로 그러한 이름이 돼버린 것이다. 어디까지나 클라이언트 측 웹 프로그
래밍의 주류는 자바 애플릿주9이었고, 자바스크립트는 그 ‘덤’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자바스크립트에는 자바보다 결정적인 강점이 있었다. 그것은 ‘HTML 안의 언어’라

주7 http://ko.wikipedia.org/wiki/문서객체모델
주8 http://jsdo.it/norahiko/m1WT
주9 웹 브라우저에 로딩되어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행되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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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HTML 안의 언어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외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모두 ‘HTML의 외부 언어’라는 점이다. <script> 태그는
일단 자바스크립트 이외의 언어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language 속성에 자바스크립트 이
외의 것이 쓰이는 일은 거의 없을뿐더러, 쓴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
가 없었다. HTML 5주10에 이르러서는 language 속성은 ‘obsolete’, 즉 ‘흑역사’로 취급하
게 되었다.
▒ 플래시의 대두

자바 애플릿이라면 먼저 자바를 컴파일하여 클래스 파일을 만든 후, HTML 파일에 별
도 <object> 태그 등으로 로딩해야 한다. 가뜩이나 귀찮은데 초기의 JVM(Java Virtual
Machine, 자바 가상 머신)은 매우 느렸고, 자바 애플릿을 이용한 웹 페이지는 꽤 무거워서

사용자들이 꺼리게 되었다.
한편, 자바스크립트가 등장한 당시에는 DOM조차 존재하지 않아, 웹 페이지에서 할 수 있
는 것이 매우 한정적이었다. 자바 애플릿이 ‘너무 무겁다’는 점에서 꺼려지게 되었다면, 자
바스크립트는 ‘너무 가볍다’는 점에서 꺼려지게 되었다. 간단히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번
잡한 웹 페이지를 간단히 만들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한 이유로 웹 브라우저에 표시되
는 팝업 광고의 남발을 초래하여 자바스크립트를 꺼버리는 사용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자바와 자바스크립트의 내전’을 물리치고 보급된 것이 바로 플래시(Flash)였다. 자바스
크립트보다도 고기능이며, 자바보다 가벼운 플래시는 순식간에 널리 보급되었다.
▒ 플래시의 흥망

그러나 플래시에 있어 불행한 점은, 자바 애플릿보다 더 ‘HTML의 외부’에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플래시와 같은 웹 브라우저 플러그인의 경우는 웹 페이지 안에 ‘전혀 다른 세계’를
요구한다. 웹 브라우저를 개발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재개발할 수 없는 토지’가 된
다는 의미다.
어느 날, 스티브 잡스가 이 점을 공격했다. 플래시는 지금은 ‘구시대의 유물’이 된 피처폰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사파리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으며, 아이패드(iPad)가 등

주10 HTML은 지금까지 수차례 커다란 개정이 이루어졌고, HTML 5는 그 다섯 번째 개정판이다. 2013년 6월 현재,

일반적으로 HTML이라 하면 HTML 4를 말한다. HTML 5는 사파리(Safari)와 크롬(Chrome) 등의 새로운 웹 브
라우저를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요소 등이 강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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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이후에도 지원되지 않았다. 이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은 스티브 잡스의 답변은 네 가
지의 ‘No’였다. “오픈되어 있지 않다.”, “전혀 웹적이지 않다.”, “안정적이지 않다.”, “전력
소비가 많다.”주11.
물론, 이후에 0순위의 No, 즉 ‘애플이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있지만, 겉으로 표현된
이유만으로도 플래시가 iOS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Android)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하기
에는 충분했다. 논쟁이 점차 커져가는 동안에도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많
아졌으며, 마침내 HTML 5로 ‘플래시 없이도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되었고, 사용자들도 그
의 답변을 납득하게 되었다.
HTML을 다른 무언가로 바꾸는 것은 잡스의 힘으로도 무리였을 것이다. 오히려 앱스토어
(AppStore)를 폐쇄적으로 유지하면서, “오픈 프로그래밍은 웹 앱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HTML 5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유약한 사생아였던 자바
스크립트는 HTML이라는 최강의 갑옷으로 보호받아, 지금은 ‘웹’ 없이도 ‘최강의 프로그
래밍 언어’로 자라나고 있다.
2장에서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중심으로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명하겠다.

정리 – 곤란할 때의 포스텔 법칙
이상으로 웹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조금 복습해 보았다. URI, HTTP, HTML이라는 웹 프
로그램의 ‘세 종류의 신기(神器)’가 급변하는 인터넷의 세계에서 진화는 했어도 어째서 노
화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저자가 깨달은 해답은 이랬다. 웹은 인터넷의 아버지 중 한 명인 고(故) 존 포스텔(Jon Postel)
의 말에 가장 충실했기 때문이다.

주11 http://www.apple.com/hotnews/thoughts-on-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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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an implementation must be conservative in its sending behavior, and liberal in its
receiving behaviorr 주12.
당신이 하는 것에는 보수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는 개방적이 돼라.

이것은 WWW가 받아들여진 이유이자, 자바 및 XML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도 당초의
예상만큼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으로 이 장을 마감한다.

추천 도서
•《웹 개발자를 위한 웹을 지탱하는 기술》(야마모토 요헤이 저, 김성훈 역, 멘토르, 2011년)

이 장에서 다룬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하면, 바로 이 책에 해당된다. 모든 초심자와 초심
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현역 웹 프로그래머에게 추천하는 도서다.

주12 http://en.wikiquote.org/wiki/Jon_Pos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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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I로부터 Ajax로의 변천

코가이 단 ⊙ KOGAI Dan
메일
URL
트위터

dankogai@dan.co.jp
http://blog.livedoor.jp/dankogai/
dankogai

시작에 앞서
Q: “웹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언어가 좋을까?”
A: “뭐든 좋지. 단, 자바스크립트만은 특별해.”

왜 그럴까? 여기에서는 현재 시각을 표시하기만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프로
그래밍 언어의 변천을 확인하겠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실제로 베껴 써서 동작
시켜보기 바란다.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도 ‘열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것’이 마찬가지
로 통용되는데, 웹 프로그래밍만큼 그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 또 없을 것이다.

CGI 시대
우선, 처음에 등장한 것이 CGI(Common Gateway Interface)주1다.
그림 1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는 웹 브라우저가 예전처럼 정적인 웹 페이지를 표시하

주1 http://ko.wikipedia.org/wiki/공용_게이트웨이_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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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웹 브라우저라는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당초 웹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논문 등의
‘정적인 문서를 살펴보기(브라우징하기)’ 위한 도구였다. 때문에 웹 페이지를 동적으로 바꾸
고 싶으면 웹 서버 측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림 1을 보고 한 가지 더 깨닫게 된 것은 CGI를 어떤 언어로 작성할 것인가라는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어디까지나 인터페이스이므로 해당 인터페이스에 적합하다면 뭐든 좋
다. 이후 소개할 것은 펄로 작성한 예인데, C에서든, C++에서든, 자바에서든, 파이썬에
서든, 루비에서든 모두 OK다.
그러나 ‘뭐든지 OK’라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선술집에서 “우선
맥주 한 잔.”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CGI 시대의 ‘맥주’에 해당하는 것이 펄이었다.
텍스트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고, C나 자바와는 다르게 별도의 컴파일이 필요 없다는 점
에서 펄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편리했다.

CGI 프로그램

웹 브라우저

환경 변수/표준 입력

클라이언트
컴퓨터

표준 출력

서버 컴퓨터
(웹 서버)

▲▲그림 1 CGI의 개념

CGI에서의 현재 시각 데모
현재 시각을 표시하는 CGI 프로그램의 예는 리스트 1과 같다.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Apache(아파치)를 비롯해 대부분의 웹 서버에서 이 파일을 cgi-bin
디렉터리 밑에다 date.cgi라는 이름을 붙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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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1 CGI에서 동작하는 현재 시각 표시 프로그램의 예
!/usr/bin/env perl;
use strict;
use warnings;
my ( $s, $m, $h, $dt, $mo, $yr ) = localtime();
$yr += 1900;
$mo += 1;
my $now = sprintf(
‘%04d년%02d월%02d일%02d시%02d분%02d초’,
$yr, $mo, $dt, $h, $m, $s
);
print “Content-Type: text/html; charset=UTF-8\n\n”;
print <<”EOF”;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
<title>Hello</title>
</head>
<body>
<p>이 페이지가 $now를 알립니다.</p>
</body>
</html>

chmod a+x date.cgi 주2로 실행 속성을 부여하면, 웹 서버의 메인 URI가 http://
example.com/라고 했을 때 http://example.com/cgi-bin/date.cgi로 액세스할 수 있
다. 자세한 것은 mod-cgi의 매뉴얼주3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주2 파일 및 디렉터리의 퍼미션(소유권)을 변경하는 커맨드. a는 모두, x는 실행 가능이라는 의미다.
주3 http://httpd.apache.org/docs/2.2/ko/mod/mod_cg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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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P와 웹 서버, 임베디드 언어의 시대
그러나 CGI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실은 프로그램의 대부
분이 단순한 HTML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HTML을 프로그램에 모두 작성하기보다는
HTML 안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좀 더 편리할 것이다.
그러한 수요에 가장 적합했던 것이 바로 PHP다(그림 2).

PHP
프로그램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컴퓨터

서버 컴퓨터
(웹 서버)

▲▲그림 2 PHP의 개념

PHP에서의 현재 시각 데모
실제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다. <?php와 ?>로 둘러싼 부분만이 프로그램
이고 나머지는 HTML이다. 게다가 PHP의 경우 CGI를 통해서 웹 서버 이외의 프로그램
에 외주로 처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웹 서버 그 자체가 PHP를 실행할 수 있도록 확장
했다는 점에서 처리 속도의 향상도 실현해냈다.
PHP에서의 예를 리스트 2에 나타내었다. 실행 방법은 공식 사이트의 ‘PHP: 인스톨과 설
정’주4을 참고하기 바란다. 기본적으로 웹 서버에 설정을 한 번 해두면, 적당한 디렉터리에
확장자 .php를 붙이는 것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4 http://www.php.net/manual/kr/instal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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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2 PHP에서 동작하는 현재 시각 표시 프로그램의 예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
<title>Hello</title>
</head>
<body>
<p>이 페이지가<?php
date_default_timezone_set(‘Asia/Tokyo’);
$now = date(‘Y년m월d일H시i분s초’, time());
echo $now;
?>를 알립니다.</p>
</body>
</html>

HTML 안에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기능, 웹 서버 그 자체에 언어 실행 기능을 부여하는 확
장, 이 모두가 PHP의 전매 특허가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언어의 경우 ‘웹 프로그램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언어인 점에 반해, PHP는 ‘웹 프로그
램을 작성하기 위한 전용 언어’라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인기를 누렸다.

범용 언어 vs. 전용 언어
어떠한 언어에도 적성이 있다. 대체로 범용성이 높은 언어일수록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에 ‘불필요한 처리’를 작성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에 반해, 전문성이 높은 언어에서는 특정
한 것 외의 용도에 있어서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동일한 일을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자바나 펄, 파이썬, 루비는 PHP보다도 장황해지기 쉬운 반면, 웹 서버 그 자체를 구
현하는 일 등의 PHP에서는 어려운 용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범용 언어를 좀 더 나누어서 생각하여 컴파일러 언어와 스크립트 언어의 두 종
류로 분류해 예를 들어보겠다.

컴파일러 언어
소스 코드로부터 실행 파일(바이너리)을 생성한 후에 그것을 실행하는 언어를 말한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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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자바 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작업에 있어서는 번거롭지만, 처리 속도는 빠르다.’ 즉, 만드는 데는 여러모로 수고가 들
지만, 동일한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작성했을 때, 처리 속도가 고
속인 것이 특징이다. 변수의 형주5은 정적주6, 즉 정수를 지정한 변수에는 문자열을 대입할
수 없다. 다음 예에서는 n이라는 변수에 1이라는 정수를 지정하고 있는데, 변수가 형을 정
하고 있으므로 ‘one’이라는 문자열을 대입하면 에러가 발생한다.
int n = 1;
n = “one”; // 에러

▒ C, C++

언어이긴 하지만, 언어로서의 역할보다는 언어 처리나 라이브러리를 구현하기 위한 언어
로서 사용되고 있다. 다른 P 언어를 공부한 후 고속화 요구 등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공부
하면 좋을 것이다.
▒ 자바

등장한 당초에는 ‘Write Once, Run Anywhere(한 번 작성하면 어디서나 동작한다).’라는 캐
치 프레이즈로 ‘어디에서든지 사용되는 언어’가 될 것이라고 선전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서
블릿주7으로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으로 사용되고 있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언어이기도 하다.

스크립트 언어
소스 코드를 직접 실행하는 언어를 말한다. 자바스크립트, PHP, 펄, 파이썬, 루비가 이에
해당한다.
컴파일러 언어와는 반대로 ‘실행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작성하기에는 빠르다.’ 즉, 실행
속도 면에서는 느려도 동일 처리의 동일한 알고리즘을 가진 프로그램이라면, 보다 빠르

주5 데이터 타입이라고도 한다. 데이터를 취급하는 형식의 차이에 따라 나중에 설명할 정적 타입(static typing) 방식

과 동적 타입(dynamic typing)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주6 정적 타입. 변수에 지정된 것 이외의 형의 데이터를 대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최적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주7 자바 Servlet. 자바 서버 상에서 웹 페이지 등을 동적으로 생성하거나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자바로 작성된 프

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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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Lightweight Language(경량
언어)라고도 불린다. 변수 타입은 모두 동적주8, 다시 말해 대입된 시점에 정해진다. 다음

의 예에서는 n이라는 변수에 1이라는 변수가 지정되는 시점까지는 앞의 예와 동일하지만,
“one”이라는 문자열을 대입해도 에러는 발생하지 않는다.
$n = 1;
$n = “one”; # ok

▒ 펄(Perl)

루비나 파이썬의 발전과 함께 ‘웹 프로그래밍에 있어 첫 번째 언어’에서 ‘핵심 언어 중 하나’
가 되었지만, CPAN(Comprehensive Perl Archive Network)주9에 의한 라이브러리의 충실
성은 지금도 다른 언어들이 따라올 수 없으며, 아마존(Amazon)이나 DeNA 등의 고부하
환경을 요구하는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P 언어’의 대표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루비(Ruby)

이 언어의 아버지인 통칭 Matz라 불리는 마츠모토 유키히로가 설계하였다. 유명한 프레
임워크주10 루비 온 레일즈(Ruby on Rails)주11에 의해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쿡패
드(Cookpad)가 사용하고 있기도 해서 더욱 유명하다. 2012년 3월 31일부로 국제 규격으
로서 승인되었다. 동적 언어에서는 드물게 ‘공식 규격’을 갖는 언어가 된 것이다주12.
▒ 파이썬(Python)

유럽에서는 펄에 뒤지지 않을 만큼 인기가 많다. 구글 앱 엔진(Google App Engine)의 개
발 언어이기도 하다.

주8

동적 타입. 변수의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 데이터를 대입한 시점에 타입이 결정되는 방식을 말한다.

주9


펄의
라이브러리•모듈 및 펄로 작성된 소프트웨어를 모은 아카이브 사이트로, 펄 프로그래머는 원하는 기능을
지닌 모듈을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다.
http://www.cpan.org/

주10 웹 프로그래밍에 공통된 작업에 대한 노력을 경감하기 위해 재사용 가능한 코드를 정리한 클래스, 라이브러리

의 집합. 프로그래머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함으로써 표준적이고, 근간이 되는 코드를 작성하는 수고로부터 해
방될 수 있다.
주11 ‘동일한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개발된 프레임워크로, 다른 프레임워크보다도 작은 코드

로 간단히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http://rubyonrails.org/
주12 이 국제 표준에 의해 언어로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기업에서의 루비 채용 수가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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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언어
앞 페이지의 언어들과 비교하면 아직 널리 보급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얼랭(Erlang)
과 하스켈(Haskell)은 소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얼랭(Erlang)

전화 교환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에릭슨이 개발한 언어인데, 분산 프로그래밍과 내장애성
에 착안하여 웹 프로그래밍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언어에서는 OS에 의존하
는 스레드를 독자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이것에 의해 보급 PC에서도 수만
가지 스레드를 동시 실행할 수 있다.
▒ 하스켈(Haskell)

순수 함수형 언어. 함수형 언어는 C 언어 등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많이 쓰인다.
그리고 특히 스크립트 언어는 함수형 언어의 특징도 갖고 있다. 다만, 하스켈은 순수 함수
형 언어인 만큼 if문과 같은 조건 분기조차 함수로 작성할 수 있다.
오드리 탱(Audrey Tang)주13은“C++보다 고속이고, 펄보다 간결하며, 파이썬보다도 정규
적이고, 루비보다 유연하고, C#보다 타입이 풍부하며, 자바보다도 강력하고, PHP와는 아
무런 공통점도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러 언어가 있지만…
언어의 범용성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 변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는 웹 클
라이언트 프로그램 전용 언어로서 탄생하였으나, Node.js주14의 등장으로 인해 서버 언어
로서도 사용되게 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PHP(전용 언어)와 임베디드 언어 시대로부터 한 발짝 앞선 자바스크립트를
취급하겠다.

주13 펄6의 구현인 Pugs를 C가 아니라 하스켈로, 게다가 불과 1주일 안에 최초의 프로토타입을 동작시킨 천재 프

로그래머.
주14 http://node.j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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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의 시대
웹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전용 언어로서의 지위를 확립한 PHP의 경우, 서버에서 프
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점은 CGI와 별로 다르지 않다. 100만 액세스라면 100만 회, 10억
액세스라면 10억 회로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이대로의 구성이라면 서버를 아무리 강
화해도 늘어나는 액세스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클라이언트 또한 컴퓨터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서버는 그
저 정적인 파일을 배포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이 염원(?)을 이뤄준 것이 바로 자바스크립트다(그림 3).

자바스크립트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컴퓨터

서버 컴퓨터
(웹 서버)

▲▲그림 3 자바스크립트의 개념

자바스크립트에서의 현재 시각 데모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예를 리스트 3에 나타내었다. CGI나 PHP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것
은 파일에 확장자 .html을 붙여서 보존주15하고 그것을 그대로 웹 브라우저에서 열면 실행
이 가능하다.

주15 파일 보관 시의 Encode는 Unicode(UTF-8)로 보존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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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는 다른 언어와 경합하는 PHP와는 다르게 지금도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
그래밍에 있어 사실상 유일한 언어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리스트 3 자바스크립트로 동작하는 현재 시각 표시 프로그램의 예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
<title>Hello</title>
</head>
<body>
<p>이 페이지는 현재 시각<span id=”now”></span>을 알립니다.</p>
<script>
window.onload = function(){
var date = new Date,
now = date.getFullYear()
+ ‘년’
+ (date.getMonth() + 1) + ‘월’
+ date.getDate()
+ ‘일’
+ date.getHours()
+ ‘시’
+ date.getMinutes()
+ ‘분’
+ date.getSeconds()
+ ‘초’;
document.getElementById(‘now’).innerHTML = now;
};
</script>
</body>
</html>

▼▼리스트 4 jQuery로 동작하는 현재 시각 표시 프로그램의 예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
<title>Hello</title>
</head>
<body>
<p>이 페이지는 현재 시각<span id=”now”></span>을 알립니다.</p>
<script src=”https://ajax.googleapis.com/ajax/libs/jquery/1.7.1/jquery.min.js”></
scrip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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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var date = new Date,
now = date.getFullYear()
+ ‘년’
+ (date.getMonth() + 1) + ‘월’
+ date.getDate()
+ ‘일’
+ date.getHours()
+ ‘시’
+ date.getMinutes()
+ ‘분’
+ date.getSeconds()
+ ‘초’;
$(‘#now’).text(now);
});
</script>
</body>
</html>

서버를 어떻게 구축할지는 서버를 관리하는 웹 프로그래머 한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할 수
도 있지만, 웹 브라우저는 그렇지 않다.
웹 브라우저를 배포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이 서버를 구축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이유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PC와 그 안에 있는 웹 브라우저의 수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한 일이다. 서버의 구축이라면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웹 브라우저의 배포와
유지보수는 마이크로소프트(인터넷 익스플로러), 구글(크롬), 애플(사파리)의 대기업과, 대기
업에서 수많은 자금을 제공받은 모질라 파운데이션(파이어폭스)과 같은 ‘단체’라는 것이 바
로 그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 회사가 서로 다른 언어를 내장하는 것보다, 하나의 언
어를 세련되게 만드는 것이 상책이다.
이것이 이 장 앞에서 설명한 “단, 자바스크립트만은 특별”하다는 이유다. 사용자의 계산
자원을 이용하려면 자바스크립트만을 선택해야 하니 말이다.

jQuery의 시대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 의한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그래밍이 좀처럼 보급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을 조작하는 기능—엄밀하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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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주16—이 나중에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나중에 추가된 탓에 매우 사용하기 어렵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웹 브라우저 간의 다른 점이다. 동일하게 자바스크립트라고 말하지만,
파이어폭스(Firefox)와 인터넷 익스플로러(IE)의 자바스크립트는 무척 다르다. 이는 마치
동일한 중국어라 할지라도 북경어와 광동어 사이에서는 의사소통의 지장이 초래되는 것과
흡사하다.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등장했다.
그것은 언어 그 자체를 멋대로 확장하면 다른 하나의 ‘방언 문제’도 확장해 버리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자바스크립트의 차이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
르다.

jQuery에서의 현재 시각 데모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것이 바로 jQuery다. 데모를 리스트 4
에 나타내었다. 이것도 앞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파일을 .html로 보존하여 웹 브라우저
로 열기만 하면 실행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세 가지가 있다.
❶ 인스톨 불필요

<script src=로 구글 및 야후가 호스트하고 있는 jQuery의 URI를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❷ HTML 요소를 CSS로 지정

엄밀하게는 ‘CSS와 비슷한 기술 방법’인데, 그야말로 골치 아픈 프로그램인 document.
getElementById(’now’)가 아닌, $(’#now’)의 보다 짧고 알기 쉬운 기법으로 적용하려
는 요소를 쉽게 지정할 수 있다.
❸ 웹 브라우저가 달라도 동일한 메소드

예를 들어, ‘그 요소 내의 텍스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innerText, 그 외에는

주16 텍스트나 이미지와 같이 HTML로 작성된 웹 페이지의 내용을 객체(대상)로서 취급해,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스

크립팅 언어를 사용하여 제어하기 위한 사양을 말한다. DOM이 정해짐으로써 웹 페이지에서 더 풍부한 표현
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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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Content로 액세스하는데, jQuery를 사용하면 모두 ‘text’를 사용한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그래밍의 실제
자바스크립트와 jQuery에 의한 프로그래밍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까지의 예에서
는 어디까지나 처음에 표시된 시각만이 표시될 뿐이었다. 이것은 서버 사이드에서도 가능
하다. 이것을 매 초마다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1초마다 리로드하면 되지 않을
까?”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두 번째의 <script> 태그 안을 리스트 5
와 같이 바꿔보기 바란다. “이왕이면 클릭으로 표시를 멈추거나 재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리스트 6과 같이 바꿔보기 바란다.
여담이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고 싶은 것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고쳐 나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기
바란다.
▼▼리스트 5 1초마다 리로드하는 현재 시각 표시 프로그램의 예
(function(){
var date2korean = function(){
var date = new Date;
return date.getFullYear()
+
+ (date.getMonth() + 1)
+ date.getDate()
+ date.getHours()
+ date.getMinutes()
+ date.getSeconds()
};
window.setInterval(function(){
$(‘#now’).html(date2korean())
}, 1000);
})();

‘년’
+ ‘월’
+ ‘일’
+ ‘시’
+ ‘분’
+ ‘초’;

▼▼리스트 6 클릭으로 멈출 수 있는 현재 시각 표시 프로그램의 예
$(function(){
var date2korean = function(){
var date = new Date;
return date.getFull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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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date.getMonth() + 1) + ‘월’
date.getDate()
+ ‘일’
date.getHours()
+ ‘시’
date.getMinutes()
+ ‘분’
date.getSeconds()
+ ‘초’;

},
interval = null;
$(‘#now’).click(function(){
var now = $(this);
if (!interval) {
interval = window.setInterval(function(){
now.html(date2korean())
}, 1000);
now.css(‘backgroundColor’, ‘yellow’);
} else {
window.clearInterval(interval);
interval = null;
now.css(‘backgroundColor’, ‘transparent’);
}
}).click();
});

그리고 Ajax
지금까지 보았다시피, 웹 프로그래밍의 기법은 사용자와 프로그래머 양측 모두를 편하게
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그 결과, ‘모든 것을 서버 측에서 생성하기’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되도록 클라이언트 측에서 생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은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인가?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준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시각
표시의 예라면 필요한 데이터는 시각만이므로 클라이언트 측에서 모두 준비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것이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라면 어떨까?
‘필요한 데이터만 서버에 질의하여 그것을 클라이언트에서 가공하여 표시’할 필요가 반
드시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실현한 것이 바로 Ajax(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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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로부터 JSON에
Ajax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에 보내는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
로 할 것인가를 정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있다고 하자.
Title : 웹 기술 총정리
Authors :
- Name: 타류
- Name: 긴토
- Name: 나미카와
- Name: 코가이
Blog: http://blog.livedoor.jp/dankogai/

이것은 YAML(YAML Ain’t Markup Language)이라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각 항
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것을 XML
로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opt Title=” 웹 기술 총정리 “>
<Authors Name=”타류” />
<Authors Name=”긴토” />
<Authors Name=”나미카와” />
<Authors Blog=”http://blog.livedoor.jp/dankogai/”
Name=”코가이 단” />
</opt>

꽤 부피가 커졌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지만, Authors 등이 반복되는 것이 아깝다. 이
대신에 잘 사용하게 된 것이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주17과 같은 형식이며, 다음
과 같이 작성한다.
{
“Title”:”웹 기술 총정리 “
“Authors”:[
{“Name”:”타류”},
{“Name”:”긴토”},
{“Name”:”나미카와”},
{“Name”:”코가이”,

주17 데이터 기술 언어. 텍스트 베이스로 간략하게 구조화된 데이터를 기술할 수 있어 기술하기가 쉬우며, 사람이 이

해하기도 쉬운 데이터 포맷이다.
http://www.js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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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http://blog.livedoor.jp/dankogai/”}
]
}

보다시피 꽤 아담한 사이즈가 되었다. JSON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JSON은
자바스크립트 그 자체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 측에서 데이터 형식을 변환할 필요가 없다.
그런 관계로 Ajax 프로그래밍이란 다음과 같은 흐름이 된다(그림 4).
❶ 서버는 JSON을 클라이언트에 송부한다
❷ 클라이언트는 자바스크립트로 그것을 가공한다

자바스크립트

CGI, PHP
웹 브라우저

JSON

클라이언트
컴퓨터

서버 컴퓨터
(웹 서버)

▲▲그림 4 JSON의 개념

그럼, ‘임의의 URL에 액세스하여 그것이 JSON이라면 JSON이라고 표시하는’ JSON
Exploer라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어 보자.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생각하겠지
만, 실제로는 리스트 7과 같은 코드가 된다.
▼▼리스트 7 Ajax로 만든 JSON Explorer의 예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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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JSON Explorer</title>
</head>
<body>
<dl>
<dt>URI:</dt>
<dd><input id=”uri” type=”text” size=”80” value=”http://api.dan.co.jp/jsonenv”>
<input id=”get” type=”submit”></dd>
<dt>Text:</dt>
<dd><textarea id=”text” cols=”80” rows=”4”></textarea></dd>
<dt>JSON:</dt>
<dd><pre id=”json”></pre></dd>
</dl>
<script src=”https://ajax.googleapis.com/ajax/libs/jquery/1.7.1/jquery.min.js”>
</script>
<script>
$(function(){
$(‘#get’).click(function(){
$.get($(‘#uri’).val(), function(data){
$(‘#text’).val(data);
if (data.match(/\);?\s{0,2}$/)) { // padding을 삭제
data = data.replace(/\);?\s{0,2}$/, ‘’)
.replace(/^\S+\(/, ‘’);
}
$(‘#json’).text(‘’);
try {
var obj = JSON.parse(data);
$(‘#json’).text(JSON.stringify(obj, null, ‘ ‘));
} catch(err) {
$(‘#json’).text(err);
}
}, ‘text’);
});
});
</script>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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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Write once, Learn anywhere
CGI, PHP, 자바스크립트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언어의 범용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름
에 따라 변화한다. 자바스크립트는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전용 언어로서 탄생하였지만,
Node.js의 등장으로 인해 서버 언어로서도 제공되게 되었다.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할 것
인가?”라는 문제는, “그것으로 무엇을 작성할 것인가?”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다. 자바
스크립트는 그 점에 있어서 전용성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도 범용적인 사용 또한 가능해,
이후에 다른 언어를 배울 때에도 발판이 되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첫 언
어로 선택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우리는 언어라는 것을 평생에 걸쳐서 배운다. 웹 프로그래밍도 그와 마찬가지다. 우리말도
시대에 따라 변천하고 있지만, 웹 프로그래밍의 변천은 이것의 10배 이상 되는 속도로 계
속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도 계속 공부하는 중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년간 해온 선수
도, 20분만 해본 선수도 모두 동일한 입장인 셈이다.
Happy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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