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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Node.js라고 하면 경량 웹 서버를 많이 떠올린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웹 페이지를 꾸미는
언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와 Node.js 형제
는 만능 언어로 점점 조명을 받으며 자라나고 있다. npm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에 힘입어 원하
는 기능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어 너무나도 편리한 언어다. 잘 알아 두면 웹 서버, 배치 프로
그램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ongoDB, 엘라스틱서치 등을 다룰 때도 직간
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 책은 일본 여행 중 우연히 서점에서 마주쳤던 책이다. 마침 회사의 빅 데이터 분석을 담당
하는 팀에서 크롤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으므로 자연스레 집어 들게 되었다. 책을 넘기면
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찍다 보니 몇십 장이 되었고, 여행 중이라 돈도 부족
하고 짐도 무거웠는데 점점 이 책을 구매해야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해졌다.
여행에서 돌아와 책을 읽어 보니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내용이 좋았다. IT 도서는 어려운
책도 많은데 이 책은 어렵지가 않았고, 예제를 따라 하며 설명을 읽으니 자연스레 이해가 되
었다. 쉽게 읽히면서도 다루는 내용은 정말 실용적이고 편리한 것들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Vagrant, Electron, Phantomjs 등을 읽어 보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편리하고 좋은 도구들
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의 많은 부분에서 흥분할지도
모르겠다.
최신 기술들을 쉽게 배울 수 있고, 괜찮은 프로그래밍 테크닉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언어와 상관없이 초급에서 중급 수준의 독자가 읽으면 반드시 큰 도움이 될 책이다.
좋은 책을 공유하고 싶다는 순수한 일념 하나로 먼저 번역 제안을 했는데, 열린 마음으로 검
토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제이펍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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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좋은 취미 하나를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시화
하는 취미다. 잘하면 괜찮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활용하기에 따라 수익이 날지도 모
른다. 적어도 재미와 함께 여러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책으로 시작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부터 머신러닝에 이르기까지 쉽고 재미있게 입문하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한다.
옮긴이 이동규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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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다양한 에이전트를 만들어 여러 작업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웹상에는
유익한 데이터가 가득하다. 그러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은
재미있는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 이 책에서는 웹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
는 방법과 그것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웹 사이트를 순회하는 크롤러를 만들어 본인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지 않고 잠들게 놔두기에는 아깝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크롤링을 통한 수집만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선호하는 기사를 꺼내거
나, 일정한 규칙으로 자동 분류하거나, 다른 데이터와 조합하는 등 한 걸음 더 나아간 활용법
을 제안한다. 트렌드를 조사하여 주식과 FX의 트레이드에 참고하거나, 광고 수익에 활용하거
나, 보고서의 자동 작성 및 문장 요약과 재작성 등 다양한 응용을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웹을 대표하는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므로 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수정하기에
도 쉬울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기술이나 프로그램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지
만, 약간 손을 봄으로써 보다 실용적인 툴이 될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바탕으
로 웹이나 업무 속 데이터에 묻혀 있는 보물을 발굴하기 바란다.
이 책은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을 알고 있는 독자나 프로그래밍 중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바
스크립트를 모르는 독자는 기본적인 문법을 마스터하고 난 후에 읽으면 내용을 더욱 쉽게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은이 쿠지라 히코우즈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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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사용 방법

이 책의 지면에서는 소스 코드를 담고 있지만, 지면 관계상 일부를 생략한 것이 있다. 소스 코
드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운로드 URL은 다음을 참고하자.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다음의 제이펍 웹 크롤러 GitHub 페이지에서 해당 도서의 예제 코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웹 크롤러 GitHub 페이지
URL

https://github.com/Jpub/JSWebCrawler

소스(지면 관계상
일부 생략되어
있기도 함)

소스들의 디렉터리
이름과 파일 이름
실행 결과

소스(지면 관계상
일부 생략되어
있기도 함)
절의 마무리

이 책의 사용 방법

xix

베타리더 후기

허찬순(삼성전자)

프로그래밍 언어도 결국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도구의 가치는 도구 스스로가 갖는 기능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성된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도구를 이용해 완성된 결과물, 산출물을 만들어 가는 사고 과정과 그와 관련된 부가
적인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인숙(가비아)

이 책은 Node.JS뿐만 아니라 가상환경 설정을 위한 Vagrant, 다양한 웹 크롤링 기법, 한글 형
태소 분석 등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가 이건 토이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면 재밌겠
다고 생각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저 읽기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이보라(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원 석사과정)

이 책은 크롤러부터 챗봇까지 자바스크립트와 Node.js를 이용해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의 가장 좋은 점은 라이브러리나 모듈 등을 엄선해서 소개한
다는 점입니다. 자바스크립트와 Node.js 입문서를 다 읽고, 또 뭘 만들어 볼까 고민하는 개발
자에게 가장 적합한 도서입니다. 다른 분들도 실습을 따라 해보시면 떠오르는 다양한 프로젝
트 아이디어를 구현해 보고자 하는 욕구가 샘솟을 것입니다.

xx

베타리더 후기

김용현(마이크로소프트 MVP)

자바스크립트부터 시작해서 핫 이슈인 커피스크립트, 웹 크롤링, 웹 자동화 테스팅으로 이어
지더니 SVM에 머신러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단원이 옴니버스식의 단순 설명이 아니라 정
확하고 놀라울 만큼 독자가 궁금해하고 원하는 결과를 보장합니다. 책을 처음부터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최신 IT 흐름보다 앞선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node.j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
을까 더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책을 펼치세요!

Beta
Readers...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xxi

제

1

장

개발 환경

1장에서는 개발 환경에 관해 알아볼 것이다. 자바스크립트

(JavaScript)는 운영체제를 가리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지만, 여기서는 가상 머신을 이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개발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엔진
에 관해 알아보고, 개발 생산성을 높여 줄 최신 에디터를 소
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라는 재미있
는 보물찾기를 떠나기 전에 장비부터 먼저 갖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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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이모저모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낮은 호환성이 개발자에게 커다란 고민거리였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 표준화되
어서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환경에서도 동작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 엔진
에 관해 살펴보겠다.
주요 학습 내용
●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특징
● 개발 환경 설치 방법

주요 도구와 라이브러리
● Node.js
● Rhino/Nashorn
● JScript

ECMAScript가 실현한 범용 자바스크립트의 세계
ECMAScript는 Ecma International에 의해 표준화된 스크립트 언어의 명세서다. 이 명세서는
웹 브라우저별로 달랐던 클라이언트 기반 스크립트의 구현을 표준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자바스크립트는 ISO/IEC JTC 1, ISO/IEC 16262로 표준화되었다. 2016년 11월 현재 최신
버전은 7로, ‘The Seventh Edition’이라 부르며, 이러한 표준화 덕에 자바스크립트는 개발 언어
로서의 지위를 점차 높일 수 있었다. 앞으로 나올 버전 8에는 동시성 지원, CPU 명령어 세트
를 이용한 병렬 계산 등으로 성능이 더욱 향상될 예정이다.
자바스크립트는 웹 브라우저라는 제약을 뛰어넘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매크로 언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포토샵(Photoshop)이나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로 유명한 어도
비(Adobe)의 CC(Creative Cloud) 시리즈다. 이들 제품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각종 작업을 자
동화할 수 있다. 그리고 윈도우(Windows)에는 기본으로 JScript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 이를 이
용하면 윈도우의 다양한 기능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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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HTML5 덕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마저도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폰갭(PhoneGap) 프레임워크처럼 HTML5로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을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으
로 변환하는 기술이 발전하여 성능상의 문제도 없어지고 있다.
즉,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 웹 애플리케이션부터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 그리고 배치 처리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분야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
가 된 것이다. 또한, 자바스크립트는 배우기 쉽고, 언어의 유연성이 높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NN

IE(Internet
Explorer)의
자바스크립트

ECMAScript

각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

(Netscape

Navigator)의
자바스크립트

자바
스크립트를
표준화

포토샵이나
에디터 등
매크로로서의
자바스크립트

Node.js/Rhino
등 범용적인
자바스크립트
엔진

▲ 표준화되어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이모저모
이 책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폭넓은 정보 처리 방법을
소개한다. 정말로 자바스크립트만으로 이런 고도의 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행 엔진의 힘을 빌려야 한다.
뛰어난 화가가 여러 개의 붓으로 캔버스에 아름답게 채색해 나가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엔진
도 그 종류가 다양하여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고도의 작업을 더 짧은 시간에 수
행할 수 있다.
01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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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주로 Node.js(노드제이에스)라는 실행 엔진을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소개할 것이다.

Node.js의 활용도는 다른 어떤 자바스크립트 엔진보다도 높다.

웹 브라우저에서의 자바스크립트 엔진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되었던 스크립트 언어다.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
트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Microsoft Internet Explorer)나 모질라 파이어폭
스(Mozilla Firefox), 구글 크롬(Google Chrome), 애플 사파리(Apple Safari) 등 웹 브라우저에서 사
용된 스크립트 언어를 말했다. 이들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고속화되었고, 다양한 처리도 가능
하게 되었다. 그러나 웹 브라우저에 탑재된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동작할
수 있어 제한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로컬 PC 안의 파일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없고, 웹 서버
로 동작할 수도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웹 브라우저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다.

고속 엔진에서 탄생한 Node.js
Node.js는 웹 서버처럼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위해 개발된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이다. 그
심장부에는 구글 크롬에 탑재된 자바스크립트 엔진 V8이 있다. V8의 가장 큰 특징은 고속 수
행 능력이다. 웹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가 보안 때문에 파일 처리 등이 불가능한 것에 반해

Node.js를 사용하면 파일 처리부터 네트워크 처리까지 다양한 작업을 소화할 수 있다. 또한,
패키지 매니저인 npm을 사용하면 다양한 확장 기능을 쉽게 도입할 수도 있다.

Node.js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실
행 환경(런타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
서 주로 서버 관련 기술로만 취급되기가 쉽다.
그러나 Node.js로 작성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이 존재한다. 서두에 잠깐 HTML5로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 앱으로 변환해 주는
폰갭에 대해 소개했는데, 폰갭도 바로 Node.js
를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4

제1장 개발 환경

▲ Node.js 웹사이트(https://nodejs.org/ko/)

자바의 풍부한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Rhino와 Nashorn
다음으로, Rhino(라이노)와 Nashorn(나스호른)에 관해 알아보자.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 이들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자바로 구현되었다. 그래서 자바의 가상 머신(JVM, Java Virtual Machine)
위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돌릴 수 있다.
이들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최대 장점은 자바스크립트로 자바의 기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즉, 자바스크립트로 자바의 방대한 API나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책에서도
자바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소개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자바스크립트 엔
진이 자바의 가상 머신 위에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Rhino는 자바 1.4 이후에서, 그리고

Nashorn은 자바 SE 8 이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다. 기본적인 기능은 같
으나, Nashorn은 최신 자바 버전에 맞게 다시 작성되어서 JVM의 새로운 기능을 이용한 고속
수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점이기도 한데 에러 메시지가 친절하게 나
와 디버깅이 쉽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Nashorn이 가진 이점이 많지만, 이 책에서는 어느 정도 오래된 PC에서도 동작을 테스
트할 수 있도록 Rhino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소개할 것이다.

▲ Mozilla Rhino 웹사이트
(https://developer.mozilla.org/
ko/docs/Rhino)

▲ Nashorn 블로그 사이트(https://blogs.oracle.com/nashorn/
entry/welcome_to_the_nashorn_blog)

01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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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에 표준으로 탑재된 제이스크립트
제이스크립트(JScript)는 윈도우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나, 그만큼 윈도우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을 다룰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제이스크립트를 이용하면 윈도우의 ActiveX(COM) 기술에 대응한 각종 애플리케
이션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엑셀에 있는 명부를 워드로 만든 편지 서식의 수신
인에 끼워넣는 것처럼 실무에서 편리한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JScript Excel’ 등의 키워
드로 검색해 보면, 엑셀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팁이 검색된다.

▲ JScript 마이크로소프트 매뉴얼

자바스크립트가 데이터 수집에 적합한 이유
자바스크립트가 데이터 수집에 적합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로 코드 작성이 쉬운
점을 들 수 있다. 요즘에는 많은 웹 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이용되고 있는 만큼 누구라도
조금만 배우면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
를 위한 풍부한 라이브러리가 준비되어 있다. 이유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배우기 쉽다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문법은 매우 간단하다. 기본적인 부분만 놓고 말한다면 쉽게 학습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독자가 자바스크립트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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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기본 문법을 알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자바스크립트의 실전 코딩
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준비되어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실행 엔진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주로 Node.js를 다루는데

Node.js를 위한 수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으며, 그것들을 패키지 매니저인 npm을 이용해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유연성이 높아 코드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는 언어의 유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프로토타입 기반의 객체
지향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며, Node.js의 경우는 기능을 모듈 단위로 관리할 수 있다.

이 절의 마무리
● 여러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관해 알아보았다.
● 자바스크립트의 실행 환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 특히, Node.js가 많은 개발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
● 이 책에서도 Node.js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주로 소개한다.
● Rhino나 Nashorn을 사용하면 자바로 작성된 많은 라이브러리를 자바스크립트에서 활용할 수 있다.

01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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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번 절에서는 이 책
에서 목표로 하는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인 에이전트를 작성하기 위해 어떤 분
야의 기술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주요 학습 내용
● 에이전트에 관하여

주요 도구와 라이브러리
● 없음

에이전트의 의미
에이전트(Agent)란, 타인이나 타 조직의 의뢰를 받고 대신 행동해 주는 개인이나 조직을 뜻한
다. 대리인, 대리업자, 중개업자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운동선수를 대신해서 팀과 교섭해 주는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해 들어 보았을 것이다. 또한, 연예계에서 연예인을 대신해서 다양한 교
섭을 해주는 것도 에이전트다. 일상생활의 가까운 예로, 여행자를 대신해서 여행을 준비해 주
는 여행 에이전트가 있다. 또,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도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절충 업무를
해주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다.
이런 작업, 처리, 업무를 IT 분야에 적용한 것이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다. 사용자 혹은 다른 소
프트웨어를 대신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
서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짧게 줄여 에이전트라 부르도록 하겠다.
이 책은 웹사이트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일련의 처리를 자동으로 수행해 주는 에
이전트의 작성법을 다룬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부터 처리, 보관, 한글 형태소 분석, 데이터
분석 기법 등 다양한 기술을 광범위하게 다룬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도 좋고, 필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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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택적으로 읽을 수도 있게 구성하였다.

지능형 에이전트
에이전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몇 개의 에이전트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지능형 에이전트(IA, Intelligent Agent)다. 지능형 에이전트는 인공지능으로
사용자를 돕고, 반복되는 작업을 사용자 대신에 처리한다. 지능형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은 특
징이 있다.
●●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며 동작이 개선된다.

●●

온라인으로 실시간 적응한다.

●●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학습한다.

●●

새로운 문제 해결 규칙에 적응한다.

●●

자신의 동작에 대해 성공과 실패를 스스로 분석한다.

위 특징들을 읽으면 SF소설에 나오는 고도의 지능을 지닌 로봇이 상상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미 우리 근처에서 지능형 에이전트가 활약하고 있다. 실례를 살펴보자.

바이어 에이전트
구매 봇이라고도 불린다.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발견하는 것을 도와주는
에이전트다.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쇼핑할 때 페이지 밑에 유사 상품들이 표시된다. 이것은
그 페이지를 본 다른 사용자가 구매한 상품이나, 사용자가 본 다른 상품의 경향 정보를 이용
한 것이다. 전문점의 점원이라면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손님에게 딱 맞는 상품을 선택해 준다.
약사는 손님의 증상을 듣고 맞는 약을 추천해 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이어 에이전트도 사용
자의 취향을 고려해서 상품을 추천해 준다.

사용자 에이전트
인터넷 세계에서는 사용자 에이전트가 큰 활약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웹 브라우저나 이메
일 클라이언트의 경우 사용자를 위해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이메일 클라이언트는 새로
운 메일을 수신하고, 규칙에 따라 메일을 분류하고, 중요한 메일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알리기
도 한다. 그리고 웹 브라우저는 사용자와 웹 서버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에이전트다. 사
02 에이전트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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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보고 싶은 페이지를 웹 브라우저에 입력하면 웹 브라우저가 서버의 데이터를 취득해서
보기 쉬운 형태로 표시해 준다. 보다 고도의 에이전트의 경우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웹의 뉴
스를 모으는 일도 한다. 또, 게임의 상대가 되기도 하고 사용자와 대화를 하기도 한다.

감시 에이전트
화려하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 감시 에이전트다. 이 에이전트는 컴퓨터 기기
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보고한다. 기기가 고장 나거나 시스템이
다운되면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자동으로 복구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소매점의 재고 현
황을 감시해서 재고 부족을 예측하여 보고하는 일도 한다.

데이터 마이닝 에이전트
데이터 마이닝이란, 크고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발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작업
은 광산에 있는 광석을 채굴(mining)하는 것과 비슷하여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라 부른
다. 데이터 마이닝 에이전트는 정보를 수집하고 모은 데이터를 분류, 분석한다. 그리고 트렌드
의 전환을 검출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아낸다.
유명한 데이터 마이닝의 예로, 슈퍼마켓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의외의 정보
를 발견한 사례가 있다.
●●

맥주를 사는 손님은 기저귀를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

비가 오는 날은 고기의 판매량이 많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맥주와 기저귀의 판매대를 가깝게 하거나 비가 오는 날에 진열하는
고기의 종류를 늘리는 것과 같은 간단한 지침을 통해 매출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에이전트는 이미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책에서 모든 내용을 망라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입문한다면 더 심오한 기술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의 마무리
● 에이전트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해 주는 사람이나 조직,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우리 주변에는 이미 다양한 에이전트가 있어서 온라인 마켓이나 브라우저, 이메일 클라이언트 등에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 책에서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의 작성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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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발 환경 구축
이번 절에서는 가상 머신 위에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가상 머신 위에서라면 안심하
고 마음껏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수행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보다 쉬운 방법으로 가상 머신 및 개발 환
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주요 학습 내용
● 가상 머신 위에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

주요 도구와 라이브러리
● Vagrant/VirtualBox
● CentOS
● Node.js

● Poderosa
● nvm
● git

가상 머신에 실행 환경 구축
이 책에서 설명하는 코드는 윈도우, Mac OS X, 리눅스 모두에서 동작한다. 그러나 프로그
램을 개발할 때 가상 환경을 구축해 놓으면 편리한 점이 많다. 이 책에서는 가상 머신 위에

CentOS(센트오에스)를 설치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독자와 필자의 운영체제 차이로 생기는
여러 에러 메시지에 관한 걱정 없이 코드의 설명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가상 환경을 만들면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으며, 문제가 생겨도 쉽게 복구할 수 있다. 어떠한 무리한 프로그램
을 실행시켜도 호스트 머신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가상화 도구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최근의 PC라면 가상 머
신을 켜 둔 채로 있어도 호스트 머신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콘솔을 통해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윈도우에도 콘솔이 있지만, 리눅스 계열의 터미널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또한, 리눅스에 있는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면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
03 개발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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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머신 생성
그러면 가상 머신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리는 VirtualBox(버추얼박스) 위에 CentoOS
를 설치할 것이다. 그런데 운영체제 설치는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그래서 여기
서는 CentOS가 미리 설치된 머신 이미지를 한 번의 명령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Vagrant(베이그
런트)라는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VirtualBox와 Vagrant 설치
그러면 VirtualBox와 Vagrant를 설치하자. VirtualBox는 다음 URL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윈
도우라면 ‘VirtualBox x.x.x for Windows hosts’를 선택하고, Mac OS X이면 ‘VirtualBox x.x.x

for OS X hosts’를 선택한다. 인스톨러가 준비되어 있어 안내에 따라 설치를 진행하면 된다.

VirtualBox > Downloads
https://www.virtualbox.org/wiki/Downloads

▲ VirtualBox의 웹사이트

다음으로, Vagrant를 설치하자. 다음 URL에서 다운받는다. 역시, 인스톨러가 있으니 지시에
따라 설치를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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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grant > Download
https://www.vagrantup.com/downloads.html

▲ Vagrant의 웹사이트

가상 머신 추가
윈도우에서는 명령 프롬프트, Mac OS X에서는 터미널을 열어서 가상 머신을 생성하고 싶은 폴
더로 이동한다. 그리고 ‘vagrant init’이라고 입력한다. 그러면 Vagrantfile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 vagrant init

에디터를 사용해서 Vagantfile을 편집하도록 한다. 파일 내에 config.vm.box="base"라고 쓰여
진 부분을 찾아서 아래와 같이 바꾸도록 한다. 이것은 Vagrant Cloud로부터 자동으로 가상
머신 파일(Box 파일)을 내려받도록 하는 설정이다.1

#config.vm.box = "base"
← 주석 처리
config.vm.box = "puphpet/centos65-x64" ← 추가

1

이 가상머신 파일은 사용자들이 작성하여 올린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해당 이름으로 설치가
안 되면 http://vagrantcloud.com에서 CentOS를 검색해서 Box 파일 이름을 기재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03 개발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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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에디터로 편집

여기서는 CentOS 6.5를 내려받도록 설정하였는데, Vagrant Cloud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가상
머신 Box가 등록되어 있어 원하는 것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Vagrant Cloud의 웹사이트
[URL] https://vagrantcloud.com

▲ Box 파일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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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머신 기동
이것으로 준비가 완료되었다. 다음과 같이 명령을 실행해 보자. 그러면 자동으로 Box 파일을
내려받고 가상 머신을 기동한다.

$ vagrant up

역주

▲ 첫 실행 시에는 Box 파일을 내려받는다

첫 실행 시에는 Box 파일을 내려받는 시간이 필요하여 다소 오래 걸리지만, 이후에는 그만큼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한편, 지금까지 설명한 가상 머신을 다운받고 기동하는 과정은 다음 두
줄의 명령어로 대체할 수 있다.

vagrant init puphet/centos65-x64
vagrant up --provider virtualbox

역주 윈도우 10에서 vagrant up 실행 중 에러가 발생한다면 설치 경로에서 VirtualBox.exe 파일을 찾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속성  호환성 탭에서 “관리자권한으로 실행”을 체크해 준다. 그리고 VirtualBox.exe를 실행하여 도움말  모든 경고 초기화
를 클릭한다.

03 개발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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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머신 제어
가상 머신의 기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명령어를 사용한다. 정상적으로 기동 중이면
‘running(동작 중)’이라고 표시된다.

$ vagrant status

실행 중인 가상 머신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vagrant halt’라고 입력한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가상 머신을 제어할 수 있다.
▼ Vagrant 관련 명령어 일람
커맨드

제어 설명

vagrant up

가상 머신 시동

vagrant halt

가상 머신 정지

vagrant suspend

가상 머신 휴면

vagrant resume

가상 머신 휴면 상태에서 복원

vagrant reload

가상 머신 재시동

vagrant status

가상 머신의 상태 확인

vagrant destroy

가상 머신 삭제

vagrant ssh

가상 머신에 로그인

가상 머신에 로그인하기
우리가 앞서 설치한 CentOS 이미지는 최소 구성이므로 데스크톱 화면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
라서 터미널을 통해 가상 머신에 로그인해야 한다. Mac OS X이라면 터미널을 열고,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SSH를 통해 가상 머신에 로그인하게 된다.

$ vagrant s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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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 OS X에서 가상 머신에 로그인한 화면

윈도우에서 가상 머신에 로그인하는 방법
윈도우에서는 다음과 같이 SSH 접속에 필요한 정보만 표시된다.

> vagrant ssh
(이하 표시 예)
Host: 127.0.0.1
Port: 2222
Username: vagrant
Private key: E:/vagrant/.vagrant/machines/default/virtualbox/private_key

먼저, SSH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위 정보를 설정하여 접속한다. 유명한 윈도우용 SSH 클라
이언트로는 Putty(푸티), TeraTerm(테라텀), Poderosa(포데로사) 등이 있다. 여기서는 Poderosa의
사용법을 소개하겠다.
다음 주소에서 Poderosa를 다운로드한다. ZIP 파일을 압축 해제하면 Poderosa.exe가 나오는
데 이것이 실행 파일이다. 더블클릭하여 실행한다.

Poderosa
[URL] http://sourceforge.net/projects/poderosa/

Poderosa를 실행한 후 메뉴에서 ‘File  New Telenet/SSH Connection’을 클릭한다. 그리고 앞
서 ‘vagrant ssh’로 획득한 접속 정보를 입력한다. Host에 ‘127.0.0.1’, Protocol에 SSH2, Port에
포트 번호, Account에 vagrant, Authentication에는 Public Key를 선택하고, Key File(Private

03 개발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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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을 지정한다. 이때 포트 번호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22가 아니라 2222인 것에 주의한다.

OK를 누르면 가상 머신에 접속한다.

▲ Poderosa로 접속하는 화면

보통 웬만한 SSH 클라이언트는 화면 색을 기호에 맞게 바꿀 수 있는데 Poderosa도 메뉴의

Tools  Options의 Display 탭에서 화면 색을 설정할 수 있다.

▲ Poderosa를 실행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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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계정과 비밀번호는 모두 vagrant다.
▼ 디폴트 계정 정보
디폴트

계정

vagrant

패스워드

vagrant

Node.js 설치
그러면 이 책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인 Node.js를 설치하자. Vagrant로 기동
한 가상 머신에 로그인한다. Node.js는 버전에 따라 동작이 다르다. 그래서 nvm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특정 버전의 Node.js를 설치할 것이다. 먼저,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 nvm을 설
치한다.

$ curl -o- https://raw.githubusercontent.com/creationix/nvm/v0.25.3/install.sh | bash

설치 후 셸의 재시작을 위해 ‘logout’ 명령어를 이용하여 로그아웃하였다가 재접속하여 다시
로그인한다. 이어 Node.js 0.12.4를 설치한다.

$ nvm install v0.12.4
$ nvm alias default v0.12.4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보자. ‘node –v’ 명령어로 설치된 Node.js의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과 비슷하게 표시되면 성공한 것이다.

$ node -v
v0.12.4

Node.js에는 REPL(Read-Eval-Print-Loop)이라 불리는 대화 환경이 준비되어 있다. 터미널에서
인자 없이 node 명령어를 실행하면 REPL이 시작된다. 여기서 3 + 5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03 개발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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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8이라는 결과가 표시될 것이다.

$ node
> 3 + 5
8

그런데 nvm을 사용해서 Node.js를 설치한 경우에는 sudo 명령어와 함께 npm이나 node 명령
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해 sudo 명령을 실행할 때의 패스(PATH: 프로그램이나 명령을 찾는
기본 경로를 담고 있는 환경 변수)를 일반 사용자의 패스와 같게 해야 한다. 먼저, ‘.exit’를 입력하

여 REPL 환경을 종료하고 다음과 같이 visudo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한다.

$ sudo visudo

많은 설정 항목이 있는데 env_keep을 설정한 행을 찾아서 주석 표시 ‘#’을 없애도록 한다. 그
런데 visudo를 실행하면 vi 에디터가 실행된다. vi 에디터는 명령 모드와 문자를 입력할 수 있
는 입력 모드를 바꿔가면서 편집을 수행한다. vi를 실행하면 명령 모드로 시작된다. i 키를 눌
러 입력 모드로 변환하여 편집을 수행하고, 편집이 끝나면 esc 키를 눌러 명령 모드로 돌아가
도록 한다.

### 첫 번째 수정(env_reset을 무효화)
Defaults env_reset
↓
Defaults !env_reset
### 두 번째 수정(HOME을 추가)
#Defaults env_keep += "HOME"
↓
Defaults env_keep += "HOME"
### 세 번째 수정(sudo 명령어 실행 시 사용할 패스를 덮어쓰지 않도록 주석 처리한다)
Defaults secure_path = /sbin:/bin:/usr/sbin:/usr/bin
↓
# Defaults
secure_path = /sbin:/bin:/usr/sbin:/usr/bin

명령 모드에서 :wq 키를 누르면 저장 후 vi가 종료된다. 한 번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하면
설정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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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 설치
다양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로컬 환경에 내려받을 수 있도록 git도 설치해 두자.

$ sudo yum install git

가상 머신에서 웹 서버를 사용하기 위한 설정
가상 머신은 말하자면 상자 안의 모형 정원이다. 그래서 가상 머신에 웹 서버를 만들었다면
기본적으로 호스트 머신에서 접근할 수가 없다.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Vagrant의 설
정 파일 Vagrantfile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config.vm.network "forwarded_port", guest: 80, host: 8080
config.vm.network "private_network", ip: "192.168.33.10"

설정 파일의 마지막 줄에 있는 end 위에 기술한다. 설정을 저장했으면 ‘vagrant reload’를 입력
하여 가상 머신을 재기동한다.
첫 번째 행이 수행되면서 가상 머신의 웹 서버 포트 80이 호스트 머신의 포트 8080에 할당된
다. 두 번째 행이 수행되면서 가상 머신의 IP 주소가 192.168.33.10에 할당된다.

호스트 머신과 가상 머신 간의 폴더 공유
호스트 머신과 가상 머신 간에 폴더를 공유할 수도 있다. 특별한 설정 없이도 가상 머신
의 /vagrant 폴더가 호스트 머신의 설정 폴더(Vagrantfile이 있는 폴더)와 공유된다. 물론, 호스
트 머신의 임의의 폴더를 가상 머신의 임의의 폴더와 공유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설정 파일

Vagrantfile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서식]
config.vm.synced_folder "호스트 머신의 경로", "가상 머신의 경로"

설정을 편집했으면 동일하게 ‘vagrant reload’ 명령어로 가상 머신을 재기동한다.
03 개발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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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머신의 폴더 공유 설정 중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혹시 위에 설명한 방식으로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vbox를 재빌드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가상 머신에 로그인한 후에 다음 명령어를 실행한다.

$ sudo /etc/init.d/vboxadd setup

혹은 호스트 머신에 플러그인을 설치해 두면 편리하다.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면 가상 단말에

Virtualbox-guest-addition의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 시에 자동으로 설치가 이뤄진다.

$ vagrant plugin install vagrant-vbguest

호스트 머신에서 개발하고 가상 머신에서 실행
호스트 머신과 가상 머신 간에 폴더가 공유되면 편리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호스트 머신인
윈도우(혹은 Mac OS X)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에 가상 머신 위의 CentOS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쉬워진다. 또한, 이 책의 예제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해제하는 것은 호
스트 머신에서 수행하고, 실행은 가상 머신에서 할 수도 있다.

▲ Mac OS X에서 개발하고 가상 머신에서 실행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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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의 마무리
● 이 절에서는 가상 머신을 사용해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 Vagrant를 이용해서 비교적 빠르게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다.
●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번 장에서 구축한 가상 머신 위에서 동작을 확인해 나가겠다.

03 개발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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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Node.js 모듈 설치
Node.js의 이점은 많은 모듈이 공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패키지 관리자인 npm을 사용하면 모듈을 쉽게 설
치할 수 있다. 여기서는 npm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주요 학습 내용
● npm의 사용법

주요 도구와 라이브러리
● npm
● nano

npm이란?
npm은 Node.js의 모듈을 관리하는 패키지 관리자다. 기본적으로 Node.js의 모듈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Node.js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도 있다.

npm install로 모듈 설치
그러면 npm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보자. 모듈을 설치할 때에는 ‘npm install’을 사용한다.
커맨드 라인 창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한다.

[서식] npm으로 모듈 설치

$ npm install (모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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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웹사이트로부터 파일이나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에는 request 모듈을 많이 사용한
다. request 모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된다.

$ npm install request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 npm 실행 화면

위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npm install을 실행하면 그 모듈에서 사용하는 다른 모듈(즉, 의존
모듈)도 같이 설치된다. 따라서 request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 mime-types 모듈과 form-data

모듈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npm을 이용할 때의 커다란 장점으로 매우 편리한
기능이다.

모듈이 설치되는 경로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npm install’로 모듈을 설치하면 이 명령을 실행한
현재 디렉터리에 모듈이 다운로드된다. 정확하게는 현재 디렉터리에 node_modules라는 디렉
터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모듈이 다운로드된다.

04 Node.js 모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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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이 설치된 구조

그래서 한 번 모듈을 설치했어도 다른 디렉터리에 배치된 프로젝트에서는 그 모듈에 접근할
수 없다. 여기서 잠시 정리해 보자. 다음과 같은 디렉터리 구성으로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고 하자.

+ <root>
|---+ <ProjectA>
| |---+ <node_modules>
| |--- program-a.js
|
|---+ <ProjectB>
| |--- program-b.js

<Project A>의 program-a.js에서 request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 Project A의 디렉터리에서
npm install request를 실행했다고 하자. 그러면 program-a.js에서는 request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Project B의 program-b.js에서는 request 모듈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Project

B의 디렉터리에서 다시 request 모듈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글로벌 설치 - g
그러나 자주 사용되는 모듈을 매번 설치하는 것은 성가신 일이다. 모든 프로젝트 및 폴더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모듈을 설치할 때 -g 옵션을 붙인다. 그러면 글로벌한 경로에 모듈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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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을 글로벌하게 설치
$ npm install –g (모듈 이름)

-g 옵션을 붙여서 설치하는 것을 글로벌 설치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로컬 설치라고 한
다. 글로벌 설치를 할 때의 주의점은 대부분의 환경에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CentOS나 Mac OS X에서는 명령어 앞에 sudo를 붙여서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 관리자 권한으로 글로벌 설치
$ sudo npm install –g (모듈 이름)

sudo로 명령어를 실행하면 패스워드를 물어 보는데 이때 관리자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한다.
올바른 패스워드로 관리자 권한이 확인되면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어가 실행된다.

글로벌 설치 시 PATH에 주의
npm을 통해 모듈을 글로벌하게 설치하면 CentOS5에서는 /usr/lib/node_modules에 설치된다.
Mac OS X에 Homebrew로 설치한 경우에는 /usr/local/lib/node_moduels에 설치된다. 어디에
모듈이 설치되는지는 다음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다.

# 글로벌 설치 경로 확인
$ npm root -g

그런데 npm으로 글로벌하게 설치한 모듈을 Node.js가 찾을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
지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Error: Cannot find module '(모듈 이름)'

이것은 해당 모듈을 아직 설치하지 않았거나 Node.js에서 npm으로 글로벌하게 설치한 모듈을
찾을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에러 메시지다. 그렇다면 Node.js가 모듈을 찾을 때 어떤 경로를 검
색할까? 다음 명령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4 Node.js 모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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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e "console.log(global.module.paths)"

CentOS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home/vagrant/test/node_modules',
'/home/vagrant/node_modules',
'/home/node_modules',
'/node_modules' ]

잘 보면 현재 작업 디렉터리의 node_modules 폴더, 그리고 그 상위 폴더의 node_modules 폴더,
다시 그 상위 폴더의 node_modules 폴더… 이러한 순으로 차례대로 모듈을 검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별개로 Node.js는 환경 변수 NODE_PATH에 저장된 경로도 검색한다.
결론적으로, npm의 글로벌 모듈 설치 경로를 환경 변수 NODE_PATH에 등록하면 Node.js에
서 모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가상 머신의 CentOS에서 ‘npm root –g’를 실행한 결과다.

$ npm root -g
/home/vagrant/.nvm/versions/node/v0.12.4/lib/node_modules

리눅스(CentOS)나 Mac OS X에서 환경 변수 값을 등록하려면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에 있
는 ‘~/.bash_profile’(가상 머신 환경에서는 ‘/home/vagrant/.bash_profile’)을 편집한다. 다음과 같이

NODE_PATH에 npm의 글로벌 설치 경로를 지정한다.

# 환경 변수 NODE_PATH 설정
export NODE_PATH=/home/vagrant/.nvm/versions/node/v0.12.4/lib/node_modules

환경 변수 NODE_PATH를 참조하는 것은 윈도우의 Node.js도 마찬가지다. 윈도우에서 환경
변수를 편집하는 것은 ‘제어판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  고급 시스템 설정  환경 변수’
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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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OS에 nano 에디터 설치
그런데 CentOS에서 파일을 편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은 텍스트 에디터인 vi를 사용
한다. 그러나 vi의 사용법은 초보자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다. 한번 vi를 실행시켜 보면 문자
를 입력하는 것도, vi 자체를 종료하는 것도 못할 수 있다. 만약, vi가 실행 중이라면 ‘:q!’와 엔
터를 입력해서 종료시킨다.
여기서는 vi 대신에 메모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nano 에디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CentOS에서
는 다음 명령어를 통해 nano를 설치할 수 있다.

$ sudo yum install nano

설치가 완료되면 ‘~/.bash_profile’을 편집해 보자.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 nano ~/.bash_profile

편집이 완료되었으면 Ctrl 키를 누르면서 X 키를 누른다. 그러면 편집한 텍스트를 저장할지 여
부를 묻는데 Y 키와 Enter 키를 누른다. 파일 이름을 물으면 그대로 Enter 키를 눌러 덮어 쓰
도록 한다.

▲ nano 에디터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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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 에디터의 화면 하단에는 단축키들이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어 ‘^X’는 Ctrl 키를 누르면
서 X키를 누른다는 뜻이다.

모듈 삭제
모듈의 설치 방법에 이어 제거 방법도 알아보자. 모듈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npm

uninstall’로 삭제할 수 있다.

# 모듈 삭제
$ npm uninstall (모듈 이름)

이 절의 마무리
● 이 절에서는 Node.js의 패키지 매니저인 npm에 관해 알아보았다.
● 모듈의 설치와 제거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될 부분에 관해 알아보았다.
● 글로벌 설치에 관해서는 잘 이해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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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개발 생산성을 높여 줄
모던한 에디터 소개

이 절에서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에 편리한 텍스트 에디터를 소개한다. 많은 텍스트 에디터 중에서도 요즘에
특히 주목받는 모던한 에디터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책 속의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실행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학습 내용
● 모던한 자바스크립트 개발 에디터 소개

주요 도구와 라이브러리
● Atom
● Brackets
● NetBeans

● Sublime Text
● WebStorm

자바스크립트 작성에 필요한 에디터는?
결론부터 말하면,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데 특별한 에디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마음에
드는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하면 그만이다. 이 책의 많은 프로그램은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텍스트 에디터에서 자바스크립트의 코드를 확인한 후,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면 된다.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에 요구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의 문
법에 따라 컬러링이 되는 것과 자동완성 기능 정도가 되겠다. 이번 장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근래에 주목받는 에디터들을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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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 풍부한 플러그인이 매력
Atom 에디터
[URL] https://atom.io/
[OS] 윈도우/Mac OS X/리눅스
[라이선스] MIT License

Atom(아톰)은 오픈 소스로 개발되고 있는 텍스트 에디터다. 주로 깃허브(GitHub)에서 개발되고
있다. Atom의 최대 장점은 구글 크롬(Google Chrome)의 모체가 되고 있는 크로미움(Chromium)
을 기반으로 한 에디터라는 것이다. 즉,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텍스트 에디터가 만들어진 것
이다.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키워드 강조 기능을 지원하며, 자동
완성 기능도 있어 편리하다. 또한, 다양한 확장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 Atom 에디터 – 화면 분할 및 탭 분할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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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 에디터 – 키워드 강조나 자동완성 기능 지원

Atom에 플러그인 추가
Atom의 패키지(플러그인)는 매우 풍부하며, 원하는 플러그인을 검색한 후 Install 버튼을 클릭
하는 것만으로 쉽게 추가할 수 있다. 플러그인을 추가하려면 윈도우에서는 메인 메뉴의 ‘File
 Settings  Install’을 클릭한다. Mac OS X에서는 메뉴의 ‘Atom  Preference  Install’을 클

릭한다.
‘minimap’ 플러그인을 설
치하면 전체 소스의 미리
보기를 미니맵을 통해 볼
수 있다. 또한, ‘file-icons’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트
리 뷰 안의 아이콘을 파
일의 종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그 외에도 배색
관련 테마도 패키지로 배
포되고 있어서 쉽게 테마
를 변경할 수 있다.

▲ Atom 에디터 – 패키지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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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lime Text ― 환상적인 커스터마이징 기능으로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화제의 에디터
Sublime Text
[URL] http://www.sublimetext.com/
[OS] 윈도우/Mac OS X/리눅스
[라이선스] (유료) 70달러

Sublime Text(서브라임 텍스트)는 가볍고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여 인기가 높은 에디터다. 자바
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한다. 블로그의 소개 기사를 보면 웹 개발,
루비 등의 LL 언어(가볍고 빠른 스크립트 언어) 개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자동완성과
각종 프로그램 언어의 키워드 강조 기능 등 프로그래밍에 초점을 둔 텍스트 편집 기능이 매력
적이다. 임의의 파일, 심벌, 행을 바로 열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70달러의 유료 텍스트 에
디터이지만, 저장할 때 라이선스 구입 메시지가 가끔 표시되는 것 이외에 기능 제한이 없으니
마음껏 사용해 볼 수 있다.

▲ Sublime Text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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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lime Text에 플러그인을 추가
Sublime Text도 패키지를 설치함으로써 여러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원고 집필 시점(2015년 6
월) 3,039개의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Sublime Text는 기본으로 패키지 설치 기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다음의 웹사이트를 열어 커맨드를 복사하고, Sublime Text의 콘솔에 입
력해야 한다.

Package Control
https://packagecontrol.io/installation

콘솔을 열려면 메뉴에서 View  Show Console을 클릭한다. 예를 들어, 자동완성 기능으로
개발에 유용한 패키지인 SublimeCodeIntel을 설치한다고 하자. 패키지를 설치하는 순서는 다
음과 같다.
1. 메뉴에서 ‘Preferences  Package  Control’을 클릭한다.
2. ‘Package Control: Install Package’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다.
3. 그러면 패키지 설치 화면이 나오는데 패키지 이름인 ‘SublimeCodeIntel’을 입력하여 설치한다.
4. 필요에 따라 에디터를 재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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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lime Text 패키지 설치

Sublime Text에는 많은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어 간단한 명령 입력으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Brackets ― HTML 편집에 특화된 빛나는 에디터
Brackets
[URL] http://brackets.io/
[OS] Windows / Mac OS X / Linux
[라이선스] MIT License

Brackets(브래킷)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로 유명한 어도비의 주도로 개발 중인 오픈 소스 텍
스트 에디터다. 웹 개발에 특화된 에디터로서 자바스크립트의 키워드 조회, 코드 완성과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라이브 미리보기 기능도 있다. 이는 편집한 HTML 파일을 바로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서를 HTML 코드의 특정 부분으로 이동시키면
브라우저에서 그 부분이 강조되어 매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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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ckets 화면

▲ Brackets 라이브 프리뷰 화면

그리고 Adobe Photoshop CC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Extract 기능을 Brackets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또한, 역시나 확장 기능 매니저가 있어서 배색 테마를 변경하거
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퀵 편집 ― 편리한 인라인 에디터
이 책은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주로 다루므로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그다지 사용할 일은 없지
만, Brackets의 매우 우수한 기능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인라인 에디터다. <h3> 등
의 태그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메뉴의 ‘네비게이트  퀵 편집’을 클릭해 보자. 그러면 다른 파
일에 선언한 CSS의 해당 부분(<h3>의 정의)이 팝업 에디터로 표시된다. 이 팝업된 부분을 편
집하면 CSS 파일의 내용도 변경된다. 이 외에도 라이브 프리뷰나 퀵 편집 등 Brackets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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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편집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 Brackets의 편리한 인라인 에디터 기능

통합 개발 환경에서의 자바스크립트 개발
지금까지 소개한 에디터들 이외에도 PC 자원을 많이 사용하지만 WebStorm(웹스톰),

NetBeans(넷빈즈), Eclipse(이클립스)와 같은 통합 개발 환경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사실, 지
금까지 소개한 텍스트 에디터 이상으로 코드 보완 기능이 뛰어나다.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프
로그래밍 언어라서 좀처럼 코드 보완이 어렵다. 그러나 지금부터 소개하는 통합 개발 환경은
꽤 휼륭한 자바스크립트 코드 보완 기능을 제공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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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torm ― 자바스크립트 개발에 특화된 개발 환경
WebStorm
[URL] https://www.jetbrains.com/Webstorm/
[OS] Windows / Mac OS X / Linux
[라이선스] 개인 5.9달러/월, 상업용 12.9달러/월 (30일간 무료 사용 가능)

▲ 우수한 자동완성 기능의 WebStorm

WebStorm은 통합 개발 환경인 IntelliJ(인텔리제이)에서 웹 개발에 특화된 기능만을 모은 것
으로 자바스크립트 개발에 특화된 개발 환경이다. 이 책에서는 주로 Node.js를 사용하는데

Node.js로 개발할 때 도움이 될 기능을 많이 갖추고 있다. 코드 완성 기능과 디버깅, 성능 프
로파일링 등 무척 편리한 기능이 구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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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Beans ― 자바뿐만 아니라 다양한 웹 개발 언어를 지원
NetBeans
[URL] https://netbeans.org/
[라이선스] CDDL,GPL2

통합 개발 환경 NetBeans(넷빈즈)는 자바 전용 개발 환경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C/C++와 PHP에
특화된 개발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하려면 NetBeans의 PHP 버전을 선
택해서 다운로드한다. 플러그인으로 Node.js를 추가하면 Node.js 프로젝트를 작성할 수 있다.

▲ NetBeans에서 Node.js 프로젝트를 만든 화면

이 절의 마무리
● 이 절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근래에 주목받는 여러 에디터들을 소개했다.
●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할 때 이들 에디터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
● 요즘 나온 에디터들을 검토하여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에디터를 찾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도
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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