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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페이지 애플리케이션(SPA, Single Page Application)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이후, 이를 지원하
는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가 생겨났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앵귤러(Angular)와 리액트
(React)가 SPA 웹 앱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그 뒤를 뷰(Vue.js)가 바짝 뒤쫓고 있다. 역자는 현재

앵귤러를 이용해 프런트엔드 앱을 개발 중이다. 하지만 급격한 러닝 커브와 복잡함에 지쳐 리
액트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이 책을 번역하면서 리액트의 매력에 더욱 깊이 빠
지게 되었다.
저자도 이미 소개하였지만, 리액트는 페이스북이 작성한 오픈 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라
이브러리다. 이미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리액트는 앵귤러나 뷰처럼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라기보다는 UI의 구성과 데이터의 렌더링에 초점을 맞춘 라이브러리라고
보는 것이 옳다.
리액트의 최고 장점은 무엇보다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으며, UI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컴포넌트를 다른 경쟁 프레임워크보다 훨씬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앵귤러
나 뷰는 디렉티브의 개념과 다이제스트 과정 등에 대해 이해해야 하지만, 리액트의 데이터 흐
름은 이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다. 따라서 개발자는 오로지 UI의 구성에만 집중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이고 빠른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가상 DOM은 충분히 똑똑해서 렌더링을 최적의 시
점에 충분히 빠른 속도로 실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리액트에서 거의 표준화된 상태 관리 기법
인 리덕스는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에서도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다. 리덕스를 이용한
상태 관리는 다른 경쟁 프레임워크의 상태 관리 기법보다 훨씬 간단하고 직관적이다.
리액트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JSX다. XML 형식을 기초로 한 이 새로운 표현식은 처
음에는 다소 생소해 보일 수 있지만, 곧 브라우저에 정의된 DOM 및 CSS 객체를 자바스크립
트로 제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쉽게 학습할 수 있음은 물론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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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크업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어 컴포넌트의 독립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이 특징이 장
점인지 단점인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이지만(혹자는 이를 스파게티 코드라 부르며, 코드와 마크업을 분
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역자를 비롯해 많은 개발자들은 이 특징을 더 손쉽고 빠른 개발을 가능

하게 하는 장점으로 생각한다.
이 책은 하나의 예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 나가면서 리액트의 기초 개념부터 고급 기법을 모
두 설명하고 있다. 특정 기법에 관한 정해진 절차와 프레임워크 기능에 의존하는 개발 방식보
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적용해 개발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며, 복잡함보다는 간
결함을 추구하는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리액트의 세계를 맛보기를 강력히 권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번역할 기회를 주신 장성두 대표님과 책의 편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
신 이종무 팀장님, 최병찬 과장님을 비롯한 제이펍 식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더불어
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족들, 아내 지영과 예린, 그리고 은혁에게도 지면을 빌어
사랑과 고마움을 전한다.
장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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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처음 리액트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을 때, 자바스크립트 커뮤니티는 격변의 세월을 지나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는 시기였다. 리액트는 점점 대중화되었지만, 여전히 자바스크립트 커
뮤니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와일드 웨스트(Wild West)1와 같았다. 당시 필자는 신뢰성 때문에
리액트라는 새 기술에 열광했다. 멘탈 모델은 견고했으며, 컴포넌트를 이용해 더 손쉽게 UI를
개발할 수 있었다. API는 유연하고 표현력이 풍부했기에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바로 이것’이라
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잘 디자인된 API, 재사용성,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이론에 끌렸
음은 물론, 보기에도 굉장히 멋졌으므로 리액트를 이용한 개발이 즐겁기만 했다.
그 이후로 제법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동시에 별로 바뀐 것이 없기도 했다. 지식의 동체와 모
범 사례가 개선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리액트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기본 개념과 API 측
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의 생태계와 관련된 기술들이 넘쳐나
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양한 콘퍼런스, 밋업, 그리고 커뮤니티의 적극적 참여는 리액트를 한 단
계 더 발전시켰다. 버전 16에 이르러 리액트 코어 팀은 리액트의 내부 아키텍처를 다시 작성해
서 하위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혁신을 위한 기반을 잘 닦아 두었다. 이렇게 ‘너무 급격하
지 않은 변화’는 리액트의 가장 훌륭한 장점이라 믿는 부분이다. 안정성과 혁신 사이의 조화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변화에 적응하게끔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여러 이유로 리액트는 주류 기술로써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며, 지금도 대중성을 넓혀
가는 거의 유일한 라이브러리가 되었다. 여러 대형 기업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리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리액트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리액트를
사용하지 않는 많은 기업들도 자신들의 프런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기 위해 리액트로
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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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혼란스러웠던 미국 서부 지방 혹은 그 시대를 일컫는 말

리액트는 웹에서만 대중화된 것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도 끌어안고 있다. 리액트를 모바일 플랫
폼으로 포팅한 리액트 네이티브(React Native) 역시 주요 혁신 중 하나다. 이는 리액트의 접근법
인 ‘한 번 학습해서 여러 분야에 활용한다’는 신조를 잘 보여준다. 리액트를 플랫폼으로 활용하
는 아이디어는 리액트가 단지 브라우저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리액트에 대한 과장된 속설은 잊어버리고 이 책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집중해 보자.
필자가 이 책을 집필한 주요 목적은 리액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해를 도모하고 조
금이나마 더 나은 방법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필자의 목
표는 그저 남들이 좋다고 떠드는 기술을 전하기 위함도 아니고, ‘마법처럼’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기술을 전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견고한 멘탈 모델과 실전과도 같은 예제를 기반
으로 한 깊은 이해를 통해 독자들 스스로, 혹은 팀을 이루어 리액트로 뭔가 멋진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마크 티에렌스 토마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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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들과 공유하기 전에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말자. 더 일찍, 더 자주 드러
내자. 함께 이루면 빛이 나겠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_ 《창의성을 지휘하라: 지속 가능한 창조와 혁신을 이끄는 힘》 중에서

일부 가치 있는 노력은 한 사람에 의해 실행되곤 한다. 그리고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한 사람에게 귀속된 성공은 끝까지 함께한 다른 기여자들의 거대한 네트워
크를 허상으로 만들기도 한다. ‘혼자서’ 이루어 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혹은 지시 때문에 자신을 도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게다가 실패를 통해 함
께하는 커뮤니티의 강력함을 깨닫게 되면 결국 그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혼자서 일한
다는 것은 오로지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업은 겸손과 새로운
아이디어, 다양한 시각, 그리고 가치 있는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필자는 결코 이 책을 혼자 집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렸고 내
이름이 표지에 쓰여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의 작품은 절대 아니다. 이 책은 ― 필자가
인생을 살면서 고마워하는 다른 모든 것들처럼 ― 필자에게 인내와 친절, 그리고 때로는 엄한
채찍질을 베풀어 준 똑똑하고 예의 바르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커뮤니티
에서 비롯된 노력의 결과다.
가장 먼저 나의 아내 해리에게 감사를 전한다. 아내는 나의 즐거움이고 가장 친한 친구이자 창
작 파트너다. 아내는 이 책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왔다. 늦은 밤에도, 그보다 더 늦은 밤에
도 끝없이 이 책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작가로서 가로막힐 때마다 ― 나보다 훨씬 뛰어난 작
가인 ― 내 아내는 늘 나를 도와주었다. 내가 이 책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느낄 때마다 용기
를 북돋아 주었다. 항상 나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며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힘든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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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를 안심시켜 주었고, 내가 자신을 의심할 때는 계속 도전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기쁠 때
는 함께 축하해 주었다. 이 책을 쓰는 내내 아내는 내게 큰 힘이 되었기에 앞으로 아내가 책을
쓸 때는 나 역시 보답을 하고 싶다. 아내와 함께 하는 시간은 내게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시간
이었다.
더불어 이 책을 쓰는 과정을 도와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멋진
가족과 함께할 수 있음에 고개 숙여 감사할 따름이다. 어머니인 앤 마리와 아버지인 미첼은 이
책을 쓰는 동안(그리고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서) 나를 응원해 주었다. 게다가 부모님은 이 책이 출
간되면 끝까지 읽어 주기로 약속하셨다. 형제 데이빗과 피터 역시 늘 곁에서 응원해 주었다. 형
제들은 내 책을 읽어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으므로 내가 형제들 앞에서 내년까지(사실 얼마
가 걸리든지 끝날 때까지) 소리 내서 책을 읽어 줄 예정이다. 교회에서 우정을 쌓기 시작해 어린

시절, 그리고 현재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내 친구들 또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친구들은 항
상 “책 아직 다 못 썼어?”라고 물어보며 자극을 주곤 했다. 더불어 내가 리액트에 관한 경험이
부족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 특
히 다이애나 파브라크 글로이어 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매닝 출판사의 직원들도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마리나 마이클스(개발
서 편집자), 니키 브루크너(선임 개발서 편집자), 그리고 저먼 프리제리오(기술 검증가)에게 특별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분들은 내 원고를 읽고 도움을 주는 데 엄청난 공을 들였다. 아마 이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책을 쓰도록 권한 브라우언 소이
어와 이 책을 쓸 기회를 준 마리안 배스에게도 감사한다. 매닝 출판사 관계자분들은 지금도 많
은 사람이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기술과 개념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나
또한 매닝의 교육에 관한 노력을 지지하며 계속해서 힘을 보태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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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액트 인 액션》은 웹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 위한 리액트 라이브러리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핵심 개념과 API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리액트를 기반으로 간단한 사회 관계망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
다. 이 앱은 동적 데이터의 추가부터 서버 측 렌더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대상 독자
이 책은 리액트를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쓴 책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엔지니어
링 VP, CTO, 디자이너, 엔지니어링 관리자, 대학 혹은 코딩 부트 캠프의 학생 등 리액트에 관
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다. 독자의 필요에 따라 이 책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
은 각각 다를 수 있다. 이 책의 초반부에서는 리액트의 개요를 주로 다루며, 그 이후에는 조금
더 고급 주제들을 다룬다.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하다면 이 책을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이 책은 주로 자바스크립
트를 다루지만, 자바스크립트에 관한 책은 아니다. 리액트와 관련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자바
스크립트를 언급하지만,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개념은 다루지 않는다.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어
느 정도 익숙하며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책의 예제를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리액트 인 액션》은 독자들이 프런트엔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기술적 측면을 어느 정도 알
고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브라우저 API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책을 읽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네트워크 요청을 보내기 위한 Fetch API, 쿠키, 그리고 (입력, 클릭
등) 사용자 이벤트를 다루는 방법 등을 활용한다. 또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여러 라이브러리를

다루는 방법을 깊이 있게 다룬다. 현대의 프런트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기본을 갖춘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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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필자는 현대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여러 도구와 빌드 과정의 복잡한 내
용은 최대한 없앴다.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는 필요한 의존성과 빌드 도구들을 모두 포함하므
로 이 책을 읽기 위해 웹팩과 바벨의 동작 방식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전반적으로 《리액트 인
액션》을 즐겁게 읽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에 조금은 익숙해야 하며, 프런트엔드 웹 애플리
케이션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편이 좋다.

로드맵
《리액트 인 액션》은 총 13개의 장을 세 개의 파트로 나누었다.
파트 1 ‘리액트 소개’에서는 리액트의 기본적인 부분을 소개한다. 제1장은 리액트의 개요를 살
펴본다. 리액트의 핵심에 관해 설명하며, 리액트를 개발 과정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리액트
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제2장은 코드 위주로 리
액트를 설명한다. 리액트의 API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댓글을 작성하기 위한 간단한 리액
트 컴포넌트를 개발해 본다.
파트 2 ‘리액트의 컴포넌트와 데이터’에서는 리액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본다. 제3장에서
는 리액트에서의 데이터의 흐름과 컴포넌트의 생명주기 API를 살펴보며, 제4장에서는 예제 프
로젝트인 레터스 소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시작한다. 이 프로젝트는 이 책의 나머지 부분
까지 계속 이어진다. 제4장은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로부터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책의 나머
지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 예제 애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을 설명한다.
제5장부터 제9장까지는 리액트를 더 깊게 파고든다. 제5장은 폼을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며, 리
액트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과 데이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 제6장은 같은 맥락에
서 제5장에서 마무리했던 작업을 토대로 지도를 표시하기 위한 더 복잡한 컴포넌트를 개발해
본다.
제7장과 제8장은 대부분의 최신 프런트엔드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라우팅을 소개한다. 먼저
라우터의 기능을 완전히 처음부터 개발한 후 이 라우터를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페이지
를 처리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제8장 역시 계속해서 라우터를 다루며, 파이어베이
스 플랫폼을 이용해 사용자 인증을 처리하는 방법까지 살펴본다. 파트 2를 마무리하는 제9장
에서는 리액트 앱과 컴포넌트의 테스트 기법을 소개한다.
파트 3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서는 리액트와 관련된 고급 주제들을 다루며, 특히 애
플리케이션을 리덕스(Redux) 아키텍처로 변환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제10장과 제11장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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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기법인 리덕스를 소개한다. 일단 앱을 리덕스 기반으로 전환한 후에는 제12장을 통해 서
버 측 렌더링 기법을 알아본다. 또한, 앞서 직접 개발했던 라우터를 리액트 라우터 라이브러리
로 교체하는 방법도 설명한다. 제13장은 (iOS와 안드로이드 등) 모바일 기기를 위한 자바스크립
트 리액트 앱을 개발하는 또 다른 리액트 프로젝트인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한다.

소스 코드에 대하여
《리액트 인 액션》은 두 가지 종류의 소스 코드를 사용한다. 처음 두 개의 장은 프로젝트 소스
코드 저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저장된 코드를 이용한다. 이 예제 코드들은 온라인 코딩 도구
인 codesandbox.io에서 실행해 볼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코드를 모두 묶어 실시간으로 실행해
주기 때문에 빌드 과정을 셋업할 필요가 없다.
제4장에서는 프로젝트 소스 코드를 셋업한다. 소스 코드는 이 책의 웹 사이트인 https://www.
manning.com/books/react-in-action 과 깃허브(https://github.com/react-in-action/letters-socia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완성된 프로젝트의 최종 버전은 https://social.react.sh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깃허브에는 장별로 혹은 여러 장을 묶은 개별 브랜치가 존재하므로 손쉽게 원하는 장
의 소스 코드를 확인하거나 책의 내용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소스 코드는
깃허브에 모두 공개되어 있으므로 궁금한 점은 깃허브나 이 책의 포럼(https://forums.manning.
com/forums/react-in-action)에 질문을 남기기 바란다.

앱에 작성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가장 최신 버전의 ECMA 스크립트 명세(이 책을 쓰는 시점에는
ES2017이다)를 사용해 작성된 Prettier(https://github.com/prettier/prettier)를 이용해 정렬했다. Prettier

는 언어 명세에 명시되어 있는 개념과 문법, 그리고 메서드를 사용한다. 이 프로젝트는 ESLint 설
정도 포함하고 있지만, 원하는 설정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변경해도 무방하다.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리액트 인 액션은 특별한 하드웨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비록 이 책은 개발 환경의 차이에
서 비롯되는 불일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어떤 종류의 컴퓨터(물리 환경 혹은 클라우드
9(https://c9.io) 같은 가상 환경)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만일 개별 패키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패키지의 저장소나 스택 오버플로(https://stackoverflow.com)에서 도움을 구하면 된다.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다음의 몇 가지 요구 사항과 권장 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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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여

• 예제 프로젝트의 빌드 과정은 node.js(https://nodejs.org)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장 최신
의 안정 버전을 설치해야 한다. node.js의 셋업 과정은 제4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 텍스트 편집기와 웹 브라우저를 준비해야 한다. 필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Visual
Studio Code, https://code.visualstudio.com), 아톰(Atom, https://atom.io) 혹은 서브라임 텍스

트(https://sublimetext.com) 중 한 가지를 권한다.

• 이 책은 구글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주로 사용하며, 특히 개발자 도구를 자주 활용
한다. 이 브라우저는 https://www.google.com/chrome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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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노승헌(라인플러스)
자바스크립트의 세계는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매년 프레임워크가 바뀔 정도로 기술의 변화가
빠를 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와 영역이 넓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
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리액트는 가장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는 프레임워크입니
다. 이 책은 리액트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윤영철(SOCAR)
자바스크립트와 HTML을 다뤄본 경험이 있고, SPA 개발 경험이 있는 개발자들에게 리액트를
통해 한 번 더 도약할 발판을 마련해 줄 책으로 기대합니다. 심화된 개념을 이해하기에 적합한
구성이며, 일반적으로 리액트와 함께 사용되는 별개의 선택적인 기술들도 함께 학습할 수 있
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리액트를 이용한 프로덕트 개발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현수(이멕스)
리액트는 그동안 버전 업을 통해 성능과 편의성이 향상되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아
서 몇 년 전에 학습한 내용도 버릴 것 없이 현재에도 유효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설계된 라이브
러리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잘 하는 개발자가 이 책을 따라 꼼꼼히 실습하면서 리액트에 대한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진다면, 이후 다른 리액트 기본서를 찾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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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재(서울시립대학교)
리액트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책입니다. 리액트의 기본부터 활용, 심지어 리액
트 네이티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다른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테스팅 기법도
다룹니다. 책에 실린 예제는 단순히 라이브러리를 이어 붙이는 것을 넘어 필요성, 의미, 구현
등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최희철
리액트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리액트의 배경과 기반 지식을 통해 더 이해력
을 높이고, 저수준의 요소들부터 차근차근 밟기 때문에 기초를 탄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프로그래밍의 기반 지식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함께하고 있어 더 공부하기 좋습니다. 예제
를 통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배울 수 있어 더 의미 있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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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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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리액트 소개

최근 2년 이내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프런트엔드(frontend)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다면 분명히 리액트(React)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심지어 이제 막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을
시작하는 초급 단계라고 해도 말이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리액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세상에는 리액트를 이용해 만들어진 유명한 애플리케이션이 수도 없이 많다.
페이스북(Facebook)으로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관람하거나 칸 아카데미에서
컴퓨터 공학을 배우고 있다면, 이미 리액트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리액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다. 페이스북의 엔지니어들이 개발했
으며, 출시 직후부터 자바스크립트 커뮤니티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리액트는 지난 몇 년간
폭발적으로 대중화되었으며, 동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많은 개발자와 팀들이
선택하는 도구로 성장했다. 사실, 리액트의 API, 멘탈 모델(Mental Model), 그리고 든든한
커뮤니티의 지원 덕분에 리액트는 이제 모바일은 물론 가상현실(Virtual Reality)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리액트를 공부하면서 리액트가 가장 성공적이며 유용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성장하게 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제1부에서는 리액트의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며 기반을
다진다. 견고한 자바스크립트 U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은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도구들과 씨름하기보다는 리액트 API의 내부와 형태를 학습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또한, 리액트와 그 동작 방식에 대한 보다 탄탄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히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고자 한다.
제1장은 리액트를 가볍게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컴포넌트(component)나 가상 DOM과 같은
중요한 개념들을 먼저 학습하고 리액트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리액트의 API를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리액트를 기반으로
간단한 댓글 상자 컴포넌트를 개발해 본다.

PART

1

리액트 소개

1
CHAP TER

리액트를 만나다

이 장의 주요 내용2
■ 리액트에 대한 소개
■ 리액트의 개념과 패러다임에 대한 개요
■ 가상 DOM
■ 리액트의 컴포넌트
■ 팀을 위한 리액트
■ 리액트의 단점

기술 분야에서 웹 개발자로 일하는 독자라면, 트위터(Twitter)나 레딧(Reddit) 같은 온라인 커뮤
니티나 주변 동료들 혹은 개발자 모임 등에서 리액트에 대해 한 번은 들어볼 기회가 있었을 것
이다. 장담하건대, 리액트에 대해 열광적인 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을 것이
다. 대부분의 사람은 리액트에 대해 완고한 의견을 가진 편이다. 이처럼 영향력이 큰 기술에 대
한 의견은 대체로 극과 극으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특히, 이런 기술들은 대중에 널리 알려지
기 전에 이미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리액트도 처음에는 소수 몇몇에게만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크게 대중화되어 웹 개발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중
화된 이유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인식과 기법을 보충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

역주

사물이 동작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사고 과정을 표현하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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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리액트 시작하기
리액트는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다.
리액트는 강력한 멘탈 모델2과 더불어 선언적이면서도 컴포넌트 주도적인 방법으로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넓은 의미로 설명하자면, 앞서 설명한 장
점들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바로 리액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이 책을 통해 차차
알아가기로 하자.
그렇다면 넓디넓은 웹 개발 분야 중에서 리액트는 어느 부분에 적합할까? 대부분의 사람은
뷰, 프리액트(Preact), 앵귤러, 엠버(Ember), 웹팩(Webpack), 리덕스를 비롯한 기타 잘 알려진 자
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및 프레임워크들과 리액트를 같은 선상에 두고 있다. 리액트는 프런트
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핵심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서 언급했던 다른 라이브러리
및 프레임워크와 유사한 개념을 공유한다. 사실, 다른 유명한 프런트엔드 기술은 이전보다 리
2
액트와
유사한
많다. 리액트의 접근법이 생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기도 있었지
이 장의 주요
내용부분이

만,
다른 기술은
■ 리액트에
대한 이미
소개 그때부터 리액트의 컴포넌트 주도적, 선언적 기법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
■ 리액트의
대한
개요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신념과 함께, 개발자
다.
리액트는개념과
‘이미 패러다임에
확립된 모범
사례들에
■ 가상 DOM
들의 멘탈 모델을 위한 풍부한 지원, 그리고 U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발전된 기법을 제공
■ 리액트의 컴포넌트

하겠다는 목표하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 팀을 위한 리액트

■ 리액트의
단점
리액트의
멘탈
모델이 강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모델은 컴퓨터 공학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

어링 기법의 깊숙한 영역과 결부되어 있다. 리액트의 멘탈 모델은 함수적(functional) 개념과 객
체지향(object-oriented)을 결합하고 있으며, 컴포넌트를 UI 개발의 주요 단위로 보고 있다. 리액
기술 분야에서 웹 개발자로 일하는 독자라면, 트위터(Twitter)나 레딧(Reddit) 같은 온라인 커뮤
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컴포넌트를 이용해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리액트의 렌더링
니티나 주변 동료들 혹은 개발자 모임 등에서 리액트에 대해 한 번은 들어볼 기회가 있었을 것
(rendering) 시스템은 이 컴포넌트들을 관리하여 애플리케이션의 뷰(view)와 동기화한다. 컴포넌
이다. 장담하건대, 리액트에 대해 열광적인 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을 것이
트는 날짜 선택, 머리글 영역, 탐색 메뉴 영역 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데 사용하
다. 대부분의 사람은 리액트에 대해 완고한 의견을 가진 편이다. 이처럼 영향력이 큰 기술에 대
기도 하지만, 클라이언트 측 라우팅(routing), 데이터 형식화(data formatting), 스타일과 같은 클
한 의견은 대체로 극과 극으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특히, 이런 기술들은 대중에 널리 알려지
라이언트 측 애플리케이션의 다른 부분들을 관장하기도 한다.
기 전에 이미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리액트도 처음에는 소수 몇몇에게만
리액트의
컴포넌트는
다른크게
리액트
컴포넌트들과
손쉽게널리
결합할
수 있다.
컴포넌트들은
이미
정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대중화되어
웹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중
(life cycle
)를 가지고 있고,
의된
내부 상태를
관리하며,
‘평범한
기존
자바스크
화된 생명주기
이유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각자의
인식과 기법을
보충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변화시킬
수

립트’와도
잘 개념들을
동작한다.제공하기
이런 개념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이 책을 통해 살펴보
있는 다양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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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지만, 우선은 이들을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그림 1.1은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재료들을 보여준다. 각 영역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컴포넌트: 리액트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캡슐화하는 기본 단위다. 컴포넌트는 데
이터(속성 및 상태)를 다루며, 그 결과로 UI를 렌더링한다. 리액트의 컴포넌트 내에서 데이
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어떤 컴포넌트들은
사용자가 가로챌 수 있는 생명주기 메서드를 제공하기도 한다. 렌더링 과정(결과의 출력
및 데이터에 기초해서 UI를 렌더링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예측할 수 있도록 잘 정의되어

있어서 컴포넌트는 리액트의 API를 이용해 그 과정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 리액트 라이브러리: 리액트는 일련의 핵심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리액트 코어 라이브러
리는 react-dom 및 react-native 라이브러리와 함께 동작하며, 컴포넌트의 명세 및 정의
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핵심 라이브러리를 통해 브라우저나 다른 플랫폼이 UI를 렌더링
할 때 사용할 컴포넌트의 트리(tree)를 구성하게 된다. React-dom 라이브러리는 UI를 렌
더링할 수 있는 렌더러(renderer) 중 하나를 구현한 라이브러리로 브라우저 환경 및 서버
측 렌더링 기능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React-native 라이브러리는 네이티브 플랫
폼에서의 UI 렌더링을 위한 라이브러리로 iOS, 안드로이드는 물론 다른 플랫폼을 위한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활용한다.

•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리액트는 데이터 모델링(data modeling), HTTP 호출, 스타일 조정 및
기타 프런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여러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
문에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코드, 모듈 혹은 도구들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리액트는 이런 공통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리액트
를 지원하는 폭넓은 생태계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유용한 라이브러리가 존재한
다. 이 책에서는 이런 라이브러리 중 몇 가지를 살펴볼 예정이며, 특히 상태 관리 라이브
러리인 리덕스는 제10장 및 제11장 전체에 걸쳐 살펴볼 예정이다.

•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플랫폼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웹 플랫폼과 브라우저 및 서버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리액트 네이티브와 리액트 VR 같은 다른 프로젝트들을 이용
해 그 외의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앱을 개발할 기회 또한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이 책을 통해 리액트를 안팎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자. 리액트가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술일까? 리액트는 어떤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을까?
리액트를 사용함으로써 혹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트레이드오프에는 어떤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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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까? 이 질문들은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답을 들어 보기로 하자.
다른 자바스크립트 코드
(다른 모듈, 사용자 정의 메서드)

컴포넌트

<Component
display
userID={12}>
<OtherComponent/>
<Component>

Props

{"user": {name: "Mark"}}

componentWillMount
componentDidMount
componentWillReceiveProps
shouldComponentUpdate
componentWillUpdate
componentDidUpdate
componentWillUnmount

컴포넌트의 내부 상태

생명주기 메서드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코드
(컴포넌트, 스타일, 유틸리티, 비즈니스 로직)
리액트

리액트 DOM/리액트 네이티브
/리액트 VR

다른 라이브러리

대상 실행 환경/플랫폼

네이티브 기기
(iOS, 안드로이드)

데스크톱 및 모바일

서버
(node.js)

VR 기기
(리액트 VR)

그림 1.1 리액트는 컴포넌트를 바탕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컴포넌트는 각자 자신의 상태를 관리한다.
이 상태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하며, 리액트 라이브러리로부터 유용한 API들을 상속한다. 현존하는 대부
분의 리액트 앱들은 브라우저 기반의 환경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네이티브 환경
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매닝(Manning)에서 출간한 《React Native in Action》

을 참고하기 바란다

1.1.1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모든 독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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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다. 사실, UI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리액트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바스크립트를 학습한 적이 있거나 자바스크립트로 프런트엔드 애플
리케이션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면 이 책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
다면, 리액트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다. 물론, 이 책에서는 자바
스크립트의 기초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프로토타입 상속, ES2015 혹은 그 상위 버전의
코드, 타입 강제 변환(type coercion), 문법, 키워드, async/await를 이용한 비동기 코딩 패턴 및
기타 기본적인 주제들은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다. 물론, 리액트와 연관 있는 내용은 가볍게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어로서의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는 깊게 파고들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자바스크립트를 모른다고 해서 리액트를 배울 수 없다거나 이 책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
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학습한다면 이 책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다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실무 지식이 없다면 리액트를 학습하는 과정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간혹 ‘마법’처럼 뭔가가 실행되는 경우를 볼 수도 있다. 동작은 하는데 당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험은 개발자로서 성장하는 데 도
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만 주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 권하건대, 리액트를 학습하기에
앞서 먼저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해지기 바란다. 리액트는 정말 놀라울 정도의 표현력을 가진 유
연한 언어다. 분명, 독자 여러분의 마음에 들 것이다.
몇몇 독자는 이미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하며 리액트를 배우려는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을 것이
다. 리액트의 인기를 생각한다면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런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리
액트의 핵심 개념에 대해 훨씬 더 깊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리액트를 실무에 도입
하고 있는 독자라면 아마 원하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독자
들은 MANNING Publications에서 출간한 《React Native in Action》 등의 다른 도서를 살펴보
기를 권한다.
이 책은 지금까지 언급한 부류에 속하지 않으면서 리액트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리액트의 기본 개념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리액트로
작성한 예제 애플리케이션 코드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제 애플리케이션은 https://social.
react.sh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예제를 통해 실무에 적용되는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적인 구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팀 혹은 다음에 진행할 프로젝트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1 리액트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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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유용한 도구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프런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다면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도구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웹
팩, 바벨(Babel) 혹은 다른 도구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도구들이 이 책을
읽는 데도 필요할까? 그렇다면 어떤 도구들을 학습해야 할까?
사실, 이 책을 읽기 위해 웹팩, 바벨 혹은 다른 도구들을 완벽히 익혀야 할 필요는 없다. 필자
가 작성한 예제 애플리케이션은 중요한 도구 몇 가지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스 코드를 통해
이 도구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도구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는 않는다. 개발에 필요한 도구들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더 중요한 점은 이런 도구
들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다. 개발 도구가 관련이 있거나 중요한 부
분에서는 그에 대해 언급을 하겠지만, 가능하면 도구에 대한 설명은 자제하려고 한다.
필자 생각으로는 개발 도구들이 리액트 같은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방
해물이 되기도 한다. 이미 새로운 개념과 패러다임을 이해하기에도 바쁜데 복잡한 도구까지
학습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JSX나 빌드 도구를 다루는 데 필요한 자바스크립트의 언어
적 측면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2장까지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만 리액트를 활용하는 방법
을 설명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가장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는 도구 중 하나는 npm이다.

npm은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패키지 관리 도구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의존 라이브러리를 설
치하고 명령줄 인터페이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활용한다. 이미 npm에 익숙하다
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 책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아주 기본적인 터미널 활용 및

npm 관련 기술이 필요할 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docs.npmjs.com/getting-started/what-isnpm 을 참고하기 바란다.

1.1.3 리액트를 활용하는 기업 및 서비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누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혹은 사용하지 않는지)는
대중성보다 중요한 요소다.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살펴보면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서 어떤 경험(기술 지원의 가능 여부, 문서, 보안 이슈 수정 등)을 얻을 수 있는지, 커뮤니티
의 혁신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특정 도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등
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커뮤니티가 활발하고, 생태계가 견고하며, 다양한 경험과 배경지식을
갖춘 기여자들이 참여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쉽다.
리액트는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상당히 대중화되었으며, 커뮤니티 역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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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커뮤니티는 없고 리액트 커뮤니티 역시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
만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지속되면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갖추어 왔다.
더욱이 리액트 커뮤니티는 다른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일부를 포용하고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
가 너무 거대해 보이므로 처음에는 움찔할 수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가 더 견고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장하기 마련이다. 그림 1.2는 리액트의 생태계를 보여준다. 이 책을 진행하면서 다
양한 라이브러리와 프로젝트들을 언급하겠지만, 리액트 생태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독
자를 위해 https://ifelse.io/react-ecosystem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 페이지는 시간이 지나 생태계가 성장하더라도 지속해서 관리할 것을 약속한다.

리액트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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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리액트 생태계는 다양하다고만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정도여서 이 책에서 전체를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https://ifelse.io/react-ecosystem 을 참고하기 바란다. 리액트를 시작할 때
리액트 생태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리액트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현재
참여해서 개발 중인 앱에도 사용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이 지금도 리액트를 다양하고 흥미로운 방
법으로 활용 중이다. 자신들의 서비스에 리액트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 중 일부를 나열해 보았다.

1.1 리액트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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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Facebook)

• 아사나(Asana)

• 넷플릭스(Netflix)

• ESPN

• 뉴 렐릭(New Relic)

• 월마트(Walmart)

• 우버(Uber)

• 벤모(Venmo)

• 웰스프런트(Wealthfront)

• 코드카데미(Codecademy)

• 헤로쿠(Heroku)

• 아틀라시안(Atlassian)

• 페이팔(PayPal)

• 에어비엔비(Airbnb)

• 영국 BBC

• 칸 아카데미(Khan Academy)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 플로콰스트(FloQast)

• NFL

• 그 외 다수!

이 기업들이 단순히 자바스크립트 커뮤니티의 트렌드를 따라간 것은 아니다. 이들은 많은 수
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출난 엔지니어링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빡빡한 일정에
맞추어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기업들이다. 누군가 “리액트가 좋다고 들었으니까 우리도 한번
써 봐요!”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관리자들이나 동료 엔지니어들에게 통하는 기업들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업과 개발자들은 더 나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어 영향력이
크고, 확장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도구들
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1.2 리액트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금까지 우리는 리액트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이 책의 대상 독자는 누구인지 등 리액트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필자가 이 책을 집필한 가장 큰 목적은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독자들이 실력 있는 엔지니어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리액트는 완
벽하지는 않지만 정말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며, 리액트로 작업을 멋들어지게 완수하
는 팀을 여러 번 보아 왔다. 필자는 리액트에 대한 글을 쓰고, 앱을 개발하고, 콘퍼런스에서 강
연을 듣고, 가끔 이런저런 패턴들에 관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리액트를 사용할 때의 단점과 리액트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필자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리액트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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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왜일까? 엔지니어링에 있어 최선의
의사 결정과 그에 대한 고민은 대부분 의견이나 자신의 지지(‘리액트는 내가 더 좋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구 ‘X’보다 더 나아!’)가 아니라 트레이드오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태반

이다. 우선, 의견에 대해 생각해 보자.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기법(예를 들면, 코볼(COBOL)
과 자바스크립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바라건대, 기본적으로 당장 해야 할 일에 전혀 적합

하지 않은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기 바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경우
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프로젝트의 개발과 도전적인 엔지니어링 문제의 해결은 자신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당연히 사람들의 의견
도 중요하지만) 의견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1.2.1 리액트를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트레이드오프
트레이드오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올바른 개선과 논의의 중요한 요소
다. 그렇다면 리액트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트레이드오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
저, 리액트는 통상 뷰를 위한 라이브러리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은 리액트를 핸
들바(Handlebars)나 퍼그(Pug, Jade의 후속 라이브러리) 같은 템플릿 시스템이라고 오해하거나,

MVC(Model, View, Controller) 아키텍처의 일부로 디자인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리액트는 이 두 가지 중 무엇이라도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도 가능하다.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가기 위해 리액트에 대한 잘
못된 사실(예를 들면, ‘단순히 뷰만를 위한 라이브러리’라는 통설)이 아니라, 리액트에 대한 제대로
된 사실들에 집중해 보자. 리액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컴포넌트 기반의 선언
적(declarative) 라이브러리로, 웹, 네이티브 모바일, 서버, 데스크톱 및 나아가 가상현실 플랫폼
(리액트 VR)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작한다.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트레이드오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리액트는 UI 관점에서의 뷰를 가
장 우선시한다. 즉, 다른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보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
많지 않다. 앵귤러 같은 프레임워크와 비교해 보면 이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가장 최신 버전의
앵귤러는 기존의 개념과 디자인을 전면 수정하여 많은 부분에서 리액트와 공통적인 특징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앵귤러는 리액트보다 훨씬 많은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풍부한 기능을 제
공한다.

• HTTP 호출
• 폼(form) 구성 및 유효성 검사(validation)

1.2 리액트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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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팅
• 문자열 및 숫자의 형식화(formatting)
•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 의존성 주입(dependency injection)
• 기본적인 데이터 모델링 요소(basic data modeling primitives)
• (다른 기능들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의 선택적 적용
• 내장된 서비스 작업자(Service Workers, 작업자 형태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한다)
앵귤러는 이처럼 많은 기능을 제공하지만, 필자의 경험상 사람들이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프레임워크를 리액트3와 비교할 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 부류는 “이야, 필
요한 기능이 전부 다 지원되니 그야말로 종합선물세트네!”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다른 부류는
“이야, 이거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네!”라는 반응이다. 앵귤러, 엠버 혹은 기타 유사
한 프레임워크의 장점은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잘 정의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앵귤러의 라우팅은 내장된 앵귤러 라우터로 정의하며, HTTP 작업은 내장된 HTTP
루틴을 이용해 처리하는 식이다.
기본적으로 이 방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필자는 이런 부류의 기술을 사용하는 팀에서 일
해 본 경험도 있고, 조금 더 유연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 가지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하는 기술
을 선택하는 팀에서 일해 본 경험도 있다. 두 팀 모두 훌륭한 성과를 냈을뿐더러 각자가 선택
한 기술을 목적에 맞게 활용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방법을 선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권하지는 않겠다. 반
드시 트레이드오프에 대해 고민해 보고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리액트는 HTTP, 라우팅, 데이
터 모델링(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리액트는 데이터의 흐름에 대해서는 나름의 방식을 정의하고 있다)을
비롯해 앵귤러가 제공하는 여러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만일 팀이 이런 모든 기
능을 제공하는 단일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리액트는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상 대부분의 팀은 리액트의 멘탈 모델 및 직관적인 API들과 더불
어 유연성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리액트의 유연한 접근법이 가지는 장점 중 하나는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선의 도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HTTP 라이브러리가 동작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3 리액트를 반드시 언급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 책은 리액트에 대한 책인데 자주 언급한들 어떠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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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다른 것으로 교체하면 된다. 폼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기를 원한다면 직접 구현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리액트는 충분히 유연해질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제
공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앵귤러 같은 다른 프레임워크들 역시 일부 기능을 교체할 방법을 제
공하지만, 실질적으로 커뮤니티 간의 묵시적인 합의는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내장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연함의 대가는 앵귤러나 엠버 같은 범용 프레임워크에 익숙한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식, 혹은 독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다. 이는 팀 내의 개발자들의 경험 수준, 엔지니어링 관리자의 선호도 및 기타 현재 처한 상황
의 다른 요소들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다. 한 가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유연성
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팀이 책임감 있게 올바른 도구
를 선택하거나 직접 구현하는 의사결정을 적시 적소에 내릴 수 있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 자바
스크립트 또한 그 무궁무진함 때문에 어쩌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찾
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좋은 팀이라면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적절히(혹은 동시에)
활용해서 제품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논의를 계속하기에 앞서 뭔가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좌절할지도 모른다. 자
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은 완전히 상호 운용이 가능한 경우는 드물다. 앵귤러와 엠버, 백본
(Backbone) 그리고 리액트를 모두 혼합해서 만들어진 앱은 찾아볼 수 없다. 적어도 각 프레임워

크로 작성된 부분을 완전히 격리하거나 이들의 상호작용을 단단히 제어하지 않는 한은 말이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스스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통상 한 가지, 많아야 두 가지 프레임워크만을 사용한다.
그런데 만일 뭔가를 바꿔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앵귤러처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를
사용한다면 프레임워크에 대한 결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앱을 마이그레이션(migration)하는
것은 앱을 완전히 새로 작성하는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의 작은 일부는 다시 작성하는 것이 가
능하겠지만, 제대로 동작하는 몇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교체할 수는 없다. 바로 이 부분이 리
액트가 빛을 발하는 부분이다. 리액트는 상대적으로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적다. 그렇다고 해서 마이그레이션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앵귤러처럼 긴밀하게 통
합된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훨씬 낮은 비용으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
리액트를 선택할 경우 감수해야 할 또 다른 트레이드오프 중 하나는 리액트는 페이스북이 주
도해서 개발한 도구이며, 페이스북의 UI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는 점
1.2 리액트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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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앱의 UI 요구사항과는 상당히 다른 앱을 개발한다면 리
액트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행히 대부분의 최신 웹 앱들은 리액트의 기
술 반경에 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앱도 여전히 존재한다. 최신 웹 앱의 통상적인 UI 패러다
임을 벗어나거나 (고성능 주식 시세표 같은) 매우 특출난 성능을 요구하는 앱 등이 좋은 예다.
물론, 리액트로도 이런 앱들을 어느 정도 개발할 수는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더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리액트의 구현과 디자인 철학이다. 리액트의 핵심은 컴포넌트
내의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이를 처리하여 UI를 갱신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개발자가
생명주기 메서드(lifecycle method)라고 부르는 특정한 메서드를 이용해 감지한 변경 사항들을 실

행한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머지 장에서 다루기로 하자. UI를 갱신하는 리

액트의 시스템은 모듈화되고 견고한 컴포넌트를 더 쉽게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데이터를 UI에 반영하는 대부분의 작업을 추상화한 시스템이야말로 리액트가 많은 개발자에
게 사랑받고 있으며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강력한 도구라는 증거다. 하지만 기술을 발전시키는
‘엔진’에 아무런 단점이나 트레이드오프가 없을 거라는 가정은 금물이다.
리액트가 제공하는 추상화는 비용을 수반한다. 예컨대, 시스템의 기능은 특정 방식으로 개발
되었으며, API를 통해 노출되기 때문에 사용 중인 시스템에 대한 가시성이 높지는 않다. 즉, 리
액트가 정해 준 방식대로 UI를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행히 리액트의 API는 추상화 계층
을 우회할 수 있는 ‘탈출구’ 역시 제공한다. jQuery 같은 다른 도구들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리액트와 호환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역시 일종의 트레이드오프라고 할 수 있다. 간
소화된 멘탈 모델 덕분에 때로는 원하는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기반 시스템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외에도 리액트가 동작하는 방식으로 앱을 개발해
야 한다. 이런 특성은 애플리케이션 스택의 일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데이터보다는 뷰를 구성하는
방식, 특별한 폼 구성 시스템, 데이터 모델링 등). 이 책을 통해 리액트를 학습하기 위한 비용보다는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는 점, 리액트를 선택함으로써 겪게 될 트레이드오프보다는
개발자로서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리액트를
통해 독자들이 당면한 엔지니어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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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상 DOM
지금까지 리액트의 기능들을 가볍게 살펴보았다. 단언컨대, 리액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발
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멘탈 모델과 리액트가 제
공하는 API들 덕분이다. 그 외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 리액트의 핵심 테마는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하고 개발 과정에 불필요한 추상화를 제거하는 것이다. 리액트는 애플리케이션의 다른
측면에 대한 개발자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
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의 하나로 리액트는 명령형(imperative)이 아닌 선언적(declarative) 방
법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개발자는 컴포넌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여러 상태를 어
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선언하며, 리액트의 내부 메커니즘은 컴포넌트의 상태 변경과 이를 UI에
반영하는 작업 등에 필요한 복잡한 과정을 처리한다.
이 과정을 처리하는 주요 기법이 바로 가상 DOM이다. 리액트의 가상 DOM은 브라우저에 존

재하는 문서 객체 모델(Document Object Model)을 흉내 내거나 반영하는 데이터 구조 또는 데
이터 구조의 모음(collection)이다. 필자가 굳이 리액트의 가상 DOM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엠버
같은 다른 프레임워크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유사한 기법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가
상 DOM은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실제 브라우저 DOM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 계층의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가상 DOM은 변경의 탐지 및 관리에 필요한 복잡한 작업을 최대한 숨
기고, 개발자가 특별한 추상화 계층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음 절에서는 리액트의 가
상 DOM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그림 1.3은 잠시 후에 살펴볼 DOM과 가상

DOM의 관계를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다.
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 해석기

브라우저 ‘네이티브’ 엔진
최적화된
변경

가상 DOM

실제 DOM

모의(synthetic)
이벤트
시스템
입력,
이벤트,
상태

그림 1.3 DOM과 가상 DOM의 관계. 리액트의 가상 DOM은 데이터의 변경을 탐지할 뿐만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리액트 컴포넌트가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이벤트로 변환한다. 그뿐만 아니라 성능의 관점에서
DOM에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과정을 최적화한다

1.3 가상 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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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DOM
리액트 가상 DOM의 구현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DOM 자체를 이해하는 것
이다. 이미 DOM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있다면 다음 절로 바로 넘어가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
렇지 않은 독자를 위해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한다. 대체 DOM이란 무엇일까? DOM
또는 문서 객체 모델은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 다양한 종류의 문서(HTML, XML 또는 SVG 등)
를 다루기 위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다. 이 인터페이스는 표준 명세를 바탕으로 구현된다.
즉, 이 인터페이스가 제공해야 할 표준 기능과 그 동작은 공개 작업 그룹(public working group)
이 정의한다는 뜻이다. 비록 실제 구현은 다르더라도 크롬(Chrome), 파이어폭스(Firefox) 및 엣지
(Edge) 등의 웹브라우저에 구현된 DOM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DOM을 통해 문서의 여러 부분을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저장하며 조작할 수 있다. 한마디로 표
현하자면, DOM은 XML 문서의 계층 구조를 반영한 트리 구조(tree structure)다. 이 트리 구조는
노드(node)로 표현되는 자식 구조들로 구성된다. 보통 이 구조는 웹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div 및 기타 요소들로 인지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미 DOM API를 사용해 봤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
지 못했을 수도 있다. HTML 문서 내의 무언가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고 갱신하거나 저장하
는 자바스크립트 메서드를 사용한다면 거의 확실히 DOM 또는 그와 관련된 API들을 사용하
는 것이다(웹 API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API를 참
고하기 바란다). 즉,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활용했던 모든 메서드가 (document.findElementById,

querySelectorAll, alert 등과 같이)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들은

문서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더 방대한 API 집합인 웹 API ― DOM과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다
른 API들 ― 의 일부일 뿐이다. 그림 1.4는 통상의 웹페이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DOM의 트리
구조를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다.
웹페이지의 요소를 갱신하거나 조회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메서드나 속성으로는

getElementById, parent.appendChild, querySelectorAll, innerHTML 등이 있다. 이 메서드 및
속성들은 호스트 환경(예시의 경우에는 브라우저)이 제공하는 것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이들을 이
용해 DOM을 조작한다. 만일 이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웹 앱에 대한 관심은 훨씬 덜 했
을 것이며, 리액트에 대한 책도 출간되지 않았을 것이다.

DOM을 조작하는 것은 상당히 직관적이지만, 대형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꽤 복잡
한 작업이 된다. 다행히 리액트를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DOM을 직접 조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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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로 없다. 리액트가 웬만한 작업을 대신 해 주기 때문이다. 간혹 가상 DOM을 ‘넘어’ 실제

DOM 객체를 직접 조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
기로 하자.

문서

최상위 요소
<html>

요소
<head>

요소
<body>

요소:
<title>

요소:
<a>

요소:
<h1>

innerText:
“리액트”

innerText:
“리액트 끝내줘요!”

innerText:
“반갑습니다!”

그림 1.4 이미 친숙한 요소들을 이용해 간단하게 구성해 본 DOM의 트리 구조.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DOM API는 이 트리 구조에 저장된 요소들에 대한 조작을 수행한다

1.3.2 가상 DOM
브라우저가 구현하는 웹 API들을 이용하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웹 문서를 조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미 가능한 일이었다면 왜 이 둘 사이에 다른 뭔가가 필요한 걸까? 먼저, 통상의
웹 API는 리액트가 가상 DOM을 구현하는 방식에 비해 나쁘다거나 뒤떨어지는 방식이라고 폄
하하려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이런 API들이 없다면 리액트 또한 동작할 수 없다. 하지만
대형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 직접 DOM을 조작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통
상적으로 이런 어려움은 변경 사항을 탐지하려 할 때 드러난다. 데이터가 변경되면 이 변경 사
항을 반영하기 위해 UI를 갱신해야 한다. 이 과정을 효과적이면서도 쉽게 처리하기란 매우 어
려우므로 리액트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UI를 갱신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브라우저가 DOM을 조작하는 방법에 있다.
DOM 요소(element, 엘리먼트)에 액세스하고 이를 갱신하거나 새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요소를 구조화된 트리 구조로부터 조회해야 한다. 이 조회 과정은 단지 UI를 갱신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일 뿐이다. 요소를 조회한 후에는 레이아웃, 크기 및 변경을 위한 기타 여러 동작
을 수행해야 하며, 이들 대부분의 작업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가상 DOM이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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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이런 제약을 처리하기 위해 DOM의 갱신을 최적으로 수행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를 다루면서 크기의 변화에 유동적인 애플리케이
션을 개발하고 관리할 때는 상당한 양의 변화가 DOM에서 발생하며, 이런 변화는 대부
분 충돌을 일으키거나 최적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된다. 그 결과, 필요 이상으로 복
잡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엔지니어들이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용자 경험에
도 악영향을 미친다. 모든 면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그런 이유로 성능 문제는 리
액트의 디자인 및 구현에 있어 또 다른 핵심 요소다. 가상 DOM을 구현함으로써 이 문
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리액트의 가상 DOM은 단지 ‘충분히 빠르게’ 하기 위
한 것임을 알아 두자. 리액트의 가상 DOM은 극한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견고
한 API, 간단한 멘탈 모델, 그리고 브라우저 간 호환성(cross-browser campatibiility) 등 더 중
요한 요소들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가상 DOM
이 마치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병통치약’ 같은 것이라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상 DOM은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이런 다른 장점
들이 리액트를 이용해 앱을 개발할 때 더 중요하게 다가올 것이다.

1.3.3 갱신과 변경 비교
그렇다면 가상 DOM의 동작 방식을 살펴보자. 리액트의 가상 DOM은 3차원 게임 소프트웨
어와 유사한 점이 있다. 3차원 게임은 게임 서버로부터 정보를 얻고, 게임의 세계관(사용자들이
직접 보게 되는 시각적 표현)에 이 정보를 보내고, 이 가상 세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해야 하는지를

결정한 후,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 최소한의 변경만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렌더링 과정을 구
현한다. 이 방법의 장점 중 한 가지는 점진적 변화를 처리할 자원만 있으면 된다는 점이며, 통
상적으로는 전체를 갱신하는 것에 비해 훨씬 빠르게 처리된다.
리액트의 가상 DOM은 3차원 게임이 렌더링과 갱신을 수행하는 방법을 훨씬 간단하게 구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리액트가 UI의 갱신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예시들
이다.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은 DOM의 변경은 매우 무거운 작업이 될 수 있으므로 리액트는

UI의 갱신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3차원 게임과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림 1.5에서 보듯이, 리액트는 메모리에 가상 DOM을 생성하고 관리하며, 리액트 DOM과 같은
렌더러는 가상 DOM의 변경 사항을 브라우저 DOM에 반영한다. 리액트는 변경 사항을 매우
똑똑하게 처리하며, 이 동작은 메모리의 DOM에서 발생한 변경 사항이 실제 DOM의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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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행된다. 이론적으로는 ‘더티 체크(Dirty checking)’나 다른 무
조건 비교 방식보다 상당히 능률적이며 세련된 방법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자들의
상태 추적이 훨씬 간편해진다는 점이다.
실제 DOM

갱신된 DOM

모델
비교

수정

메모리 DOM

그림 1.5 리액트의 변경 탐지 및 갱신 절차. 변경이 발생하면 리액트는 실제 DOM과 메모리 DOM의 차이점을 탐색
한다. 그런 후에 브라우저의 DOM을 효율적으로 갱신한다. 이 과정을 비교(diff,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를 판단)
후 수정(patch, 변경된 부분을 갱신) 과정이라고 부른다

1.3.4 가상 DOM: 속도가 중요한가?
이미 눈치챘겠지만, 가상 DOM은 빠른 속도 그 이상의 장점을 제공한다. 성능을 염두에 둔 디
자인 덕분에 최신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할 수 있다. 성능과 더 뛰어난 멘탈 모델 덕분에 많은 유명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개발자들
도 이 가상 DOM 방식을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심지어 그런 개발자들도 가상 DOM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성능은 리액트의 핵심 장점이기는 하
지만, 간결함이 그보다 더 우선하는 요소다. 가상 DOM은 복잡한 상태 관리 로직에서 벗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요소의 일부일 뿐이다. 속도와 간결
함의 조합은 개발자는 물론 사용자에게도 즐거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가상 DOM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필자는 가상 DOM이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개발
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지는 않다. 현실적으로는 가상 DOM이 데이터
의 변경 사항이나 애플리케이션의 변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너무 깊이 있게 이해하려

1.3 가상 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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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주요 내용
■ 가변 및 불변 상태
■ 상태가 있는 컴포넌트와 상태가 없는 컴포넌트
■ 컴포넌트 간의 통신
■ 단방향 데이터 흐름

제2장에서는 리액트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리액트를 학습하는 시간이
었으며, 리액트의 디자인과 API에 적용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리액트의 컴포
넌트를 이용해 간단한 댓글 상자 컴포넌트도 개발했다. 제4장에서는 컴포넌트를 더 광범위하
게 살펴보고 레터스 소셜 예제 프로젝트의 개발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리액트가 데이
터를 어떻게 다루며,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 다니는지를 더 잘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장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3.1 상태
제2장의 내용을 통해 이미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봤지만,
실질적으로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면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
해서 투자해야 한다. 이 절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3.1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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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의 개념
• 리액트가 상태를 다루는 방법
• 컴포넌트 간에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법
현대의 웹 애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데이터-우선(data-first)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된다. 물론,
여전히 정적 파일들로만 구성된 사이트들(필자의 블로그도 그중 하나이다. - https://ifelse.io)도 많지
만, 이런 사이트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수정되며, 현대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의 다른 종
류로 여겨지고 있다. 사람들이 지속해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웹 앱들은 상당히 동적이며, 시간
이 지나면서 변경되는 데이터로 가득 차 있다.
페이스북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자.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있어 데이터는 그 서비
스를 유용하게 만드는 데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
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며, 이런 방법들은 모두 브라우저(혹은 다른 플랫폼)에서 데이
터를 수정하고 수신하면서 만들어진다. 다른 많은 애플리케이션은 매우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
며,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를 통해 제공한다. 개발자들
또한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유지 보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인터페이스들과 인터페이스 간의
데이터 교환 방법에 대해 고민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만큼이
나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다음 장에서
개발하게 될 레터스 소셜 예제 애플리케이션(https://social.react.sh)은 다른 소비자용 혹은 비즈
니스 앱들이 다루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다룬다. 이번 장에서는 데
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지만, 이 책의 남은 내용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다루
는 방법을 계속 학습하게 될 것이다.

3.1.1 상태란 무엇일까?
리액트의 상태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생각
해 보자. 지금까지 프로그램 내의 상태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한 예전에 본 적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작성했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일종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 Vue.js, 앵귤러 혹은 엠버 등의 프런트엔드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 상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UI를 작성해 봤을 것이다. 리액트의 컴포넌트
역시 상태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정확히 우리가 말하는 ‘상태’란 무엇일까? 일단 상태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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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특정 시점에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

이것이 바로 상태에 대한 간단한 정의다. 비록 학술적인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지
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정의다. 학자들이 쓴 많은 논문들은 컴퓨터 시스템의 상태를 정
확히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 상태란 어느 특정 시점에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정
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상태는 어느 한 시점에 추가 대입이나 연산 없이 참조할 수 있는 모든
값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태는 어느 특정 시점에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의
스냅샷(snapshot)이다.
예를 들어 이 스냅샷에는 예전에 생성된 변수들이나 다른 가능한 값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변수의 값을 (단순히 읽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고) 변경하면, 이 동작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상태
가 변경되며, 이 상태는 더 이상 이전의 상태와 같지 않게 된다. 이런 값들을 읽어서 상태를 확
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값을 변경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상태 또한 변경된다. 엄밀
히 말하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상태는 매 순간 변경되지만, 지금 우리는 프로그램
의 상태만을 고려하도록 하자.
프로그램의 상태를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예제 코드를 살펴보자. 이 예제에서는 메모
리 할당이나 처리 과정 같은 것은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프로그램의 데이터에만 집중하자. 리
액트 컴포넌트에 대해 생각해 보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예제 3.1 간단한 프로그램 상태
letters라는 변수에 문자열을 저장한다.
const letters = "Letters";
letters 변수의 값을 문자열 배열로 분리한다.
const splitLetters = letters.split("");
메시지를 출력한다.
console.log("Let's spell a work!");
개별 문자를 출력한다.
splitLetters.forEach(letter => console.log(letter));

예제 3.1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대입하고 조작하여 출력하는 간단한 스크립트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예제지만, 이 예제를 통해 상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는 완료될 때까
지 실행(run-to-completion)이라는 개념으로 동작한다. 즉,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며,

여러분이 예상하는 순서대로 실행된다. 간혹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코드
를 최적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원래 작성된 코드의 의도와 같은 방법으로 동작한다.
예제 3.1의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줄 한줄 읽어 보자. 브라우저의 디버거를 이용하고 싶다
면 https://codesandbox.io/s/n9mvol5x9p 를 방문하면 된다.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열고 코드
를 한 줄씩 실행하면서 변수에 대입되는 모든 값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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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코드의 한 줄을 어느 한 시점이라고 생각해 보자. ‘어느 한 시점에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라는 상태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토대로, 각 시점의 애
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단 클로져(Closures)나 쓰레기 수집(Garbage
collection) 같은 것들은 모두 제쳐 두고 오로지 다음의 내용에만 집중해 보자.
1. 변수 letters에는 ‘Letters’라는 문자열을 대입했다.
2. splitLetters 변수를 생성하고 여기에 letters 변수에 저장된 모든 개별 문자들을 나누어

저장했다. 이 값은 여전히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값이다.
3. 1단계와 2단계에서 생성한 값들은 여전히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다. 그리고

콘솔에 메시지를 하나 출력했다.
4. 그런 다음 배열의 모든 값을 읽어 하나씩 출력한다. 이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시점으로 나누어 진행되므로 프로그램은 Array.forEach 메서드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
들을 역시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실행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태가 변화하며, 참조하고 있는 값을
지우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은 점점 늘어난다. 표 3.1은 프로그램
이 실행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보여준다.
표 3.1 단계별 상태의 변화

단계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

1

letters = "Letters"

2

letters = "Letters" splitLetters = ["L", "e", "t", "t", "e", "r", "s"]

3

letters = "Letters" splitLetters = ["L", "e", "t", "t", "e", "r", "s"]

4

letters = "Letters" splitLetters = ["L", "e", "t", "t", "e", "r", "s”] splitLetters 배열의 각 원소들을 처리하는 각
단계들: letter = "L"(그다음 "e", "t" 등)

혹시 직접 작성한 코드가 있다면 쭉 읽어 보면서 한줄 한줄마다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 예제는 최대한 단순하게 만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예제의 가능한 모든 면을 한 번에 고민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단순
한 프로그램이라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다루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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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반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복잡해지면(심지어 간
단한 UI도 제법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 상태를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모든 것을 한 번에 머릿속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워지
며, 시스템의 로직 역시 생각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점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실
이지만, UI를 개발하는 데는 특히 더 어렵다.
현대의 브라우저 앱 UI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버, 스타일과 레이아웃 API, 자바스크립트 프
레임워크, 브라우저 API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들이 조합되어 만들어진다. UI 프레임워크
의 장점은 이런 문제를 단순화한다는 점이지만, 그런데도 도전 과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앱을 사용하고 사회와 일상생활에 더 깊이 연관되면 이런 도전 과제들은
더더욱 증가하게 된다. 리액트가 유용해지려면 일부 현대 UI가 가지는 엄청난 복잡성을 줄이
거나 그런 복잡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모쪼록 이 책을 통
해 리액트가 그런 장점을 제공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
능할까? 데이터를 다루는 두 가지 API인 props와 state를 제공하는 것이 방법의 하나다.

3.1.2 가변 상태와 불변 상태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컴포넌트의 상태를 다루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여러분이
변경할 수 있는 상태를 다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경할 수 없는 상태를 다루는 것이다. 하
지만 이 두 가지 정의는 너무 단순화한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에는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데이
터와 상태가 존재한다. 데이터는 이진 트리(binary tree), 맵(Maps)이나 집합(Sets) 혹은 자바스크
립트 객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리액트 컴포넌트의 상태를 관리하고 조
작할 방법은 크게 이 두 가지다. 리액트에서는 이를 (컴포넌트 내에서 변경 가능한 데이터인) 상태와
(컴포넌트가 변경할 수 없으며, 수신만 가능한 데이터인) 속성으로 구분한다.

상태와 속성을 각각 가변 데이터와 불변 데이터라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완전한 사실이 아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심볼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불변 객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상태는 보통 변경이 가능하며, 속성은 변경이 불가능하
다. 리액트 전용의 API를 더 살펴보기에 앞서 가변성(mutability)과 불변성(immutability)의 개념
에 대해 살펴보자.
제2장에서 가변 상태의 경우는 데이터(예를 들어 값을 덮어쓸 수 있는 변수)를 덮어쓸 수 있다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반면, 불변 상태는 변경이 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방법(리액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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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API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불변 데이터 구조도 존재한다. 리덕스
(Redux)에 대해 설명하는 제10장과 제11장에서 불변 데이터 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가변 상태와 불변 상태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데이터 구조 타입을 포함
하게 된다.

• 불변 상태: 불변이며 영속적인 데이터 구조는 직접 덮어쓸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다양한 버전의 데이터를 지원한다. 불변 데이터 구조는 통상 영속적이다.

• 가변 상태: 가변이며 순간적(ephemeral) 데이터 구조는 시간이 지나도 단 한 가지 버전의
데이터만 지원한다. 가변 데이터 구조는 변경될 때 새로운 값으로 덮어써지며, 그 외의
추가 버전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림 3.1은 이런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변(순간) 데이터 구조

불변(영구) 데이터 구조

버전 지원 없음

현재 버전 v5

v4

v1
v2
v3

그림 3.1 불변 데이터 구조와 가변 데이터 구조의 영속성과 순간성(ephemerality). 불변 혹은 영구 데이터 구조는

보통 기록을 저장하며 변경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된 부분이 적용된 새로운 버전을 생성한다. 반면
순간 데이터 구조는 기록을 저장하지 않으며, 매번 갱신될 때마다 새로운 값으로 교체된다

불변 데이터와 가변 데이터 구조의 차이를 이해하는 다른 방법은 이 두 가지가 각기 다른 용량
이나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순간 데이터 구조는 데이터의 어느 한순간
만을 저장할 수 있지만, 영구 데이터 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계속 추적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불변 데이터 구조의 불변성이 더 명확해진다. 데이터가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현
재 상태의 복사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전 상태는 새로운 상태로 교체되지만, 데이터는 교
체되지 않는다. 그림 3.2는 각 데이터 구조가 변경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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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순간) 데이터 구조

불변(영구) 데이터 구조

이전 데이터
새 데이터

교체
새 데이터

이전 데이터

현재 버전 v5

v4

v1
v2
v3

새 데이터에 병합

새 데이터

현재 버전 v6

v5

v4

v1
v2
v3

그림 3.2 가변 데이터와 불변 데이터가 변경을 관리하는 방법. 순간 데이터 구조는 버전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변경이

발생하면 이전 상태는 모두 사라진다. 이 데이터는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반면, 불변 데이터 구조는 시간이 지나도
영구적으로 보관된다

팁 불변성과 가변성을 이해하는 다른 방법은 ‘저장’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의 차이를

생각하는 것이다.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현재의 상태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현재 파일
의 복사본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불변성은 복사본을 저장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가변 데이터는 원래 파일을 덮어쓰는 기능과 유사하다.
비록 자바스크립트가 본질적으로 완전한 불변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리액트는
컴포넌트의 상태를 (setState를 이용해 변경이 가능한) 가변 객체로 다루며, 속성은 읽기 전용으로
다룬다. 불변성과 불변 데이터 구조에 관해 설명할 내용은 훨씬 더 많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상의 내용을 굳이 알아둘 필요는 없다. 혹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불변성을 중점적
으로 다루는 다른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 바란다. (리액트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자
바스크립트 앱에서 불변 데이터 객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면, Immutable JS(더 자세한
내용은 https://facebook.github.io/immutable-js를 참고하기 바란다)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리액트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속성과 상태 API만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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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리액트에서의 상태
지금까지 상태와 가변 및 불변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 모든 개념은 리액트에 어
떻게 녹아들어 있을까? 앞서 이미 속성과 상태 API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두 가
지가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리액트 컴포넌트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서로 통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3.2.1 리액트에서의 가변 상태: 컴포넌트 상태
먼저 상태 API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모든 컴포넌트는 일종의 (통상적인 개념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리액트의 모든 컴포넌트가 로컬 컴포넌트 상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지금부터 필자
가 상태를 언급할 때는 통상적인 개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리액트의 상태 API를 의
미하는 것임을 알아두기 바란다. React.Component 클래스를 상속하는 컴포넌트는 이 상태

API에 접근할 수 있다. 리액트는 이 방법으로 생성된 컴포넌트의 지원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계
속 추적한다. 이런 컴포넌트들은 다음 장에서 설명할 생명주기 메서드들도 사용이 가능하다.

React.Component 클래스를 상속해 생성한 컴포넌트의 상태는 this.state를 통해 접근할 수 있
다. 이 경우 this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참조하며, state는 리액트가 추적하는 특별한 속성이
다. state에 다른 객체를 대입하거나 속성을 직접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
지 않다. 다음 예제를 통해 간단한 리액트 컴포넌트의 컴포넌트 상태를 살펴보자. 이 코드는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https://codesandbox.io/s/ovxpmn340y 에 작성된 코드를 살펴보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예제 3.2 setState 메서드로 컴포넌트의 상태를 변경하는 예제

import React from "react";
import { render } from "react-dom"; class Secret extends React.Component {
constructor(props) {
render() 메서드가 상태에 접근할 때
super(props);
undefined 값을 리턴하거나 에러를
this.state = {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컴포넌트의
name: 'top secret!'};
초기 상태를 정의한다.
this.onButtonClick = this.onButtonClick.bind(this);
시간의 흐름에 따른
}
영구적인 컴포넌트 상
onButtonClick() {
컴포넌트의 상태를 변경하는 특별한
태에 접근할 수 있는
this.setState(() => ({
API인 setState를 처음 사용하는 부분.
리액트 컴포넌트를 생
name: 'Mark'
setState 함수를 호출할 때는 리액트가
성한다. 클래스 메서
}));
사용할 새 상태 객체를 리턴하는 콜백
드를 컴포넌트 인스턴
}
함수를 함께 지정해야 한다.
스에 바인딩 해줘야
render() {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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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turn (
이름을 출력할 함수를 버튼의 클릭 이벤트에 바인딩한다.
<div>
<h1>My name is {this.state.name}</h1>
<button onClick={this.onButtonClick}>reveal the secret!</button>
</div>
)

render(
<Secret/>,
document.getElementById('root')
);

애플리케이션의 최상위 수준에 해당하는 HTML 요소에 최
상위 컴포넌트를 렌더링한다. 하지만 ReactDOM 라이브러
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HTML 요소에도 컴포넌
트를 렌더링할 수 있다.

예제 3.2는 버튼을 클릭하면 setState 메서드를 이용해 컴포넌트의 상태를 변경해서 숨겨진 이
름을 출력하는 간단한 컴포넌트를 구현한 코드다. 이 컴포넌트는 React.Component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setState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버튼을 클릭하면 click 이벤트가 발생하고 리액트에게 해당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지시한 함수
가 실행된다. 이 함수는 setState 메서드를 호출하고 객체를 매개변수로 전달한다. 이 객체는

name이라는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속성은 문자열을 저장한다. 그다음 리액트는 상
태의 갱신 시기를 결정한다. 이 작업이 실행되면 React-dom 라이브러리는 필요에 따라 DOM
을 갱신한다. 그러면 render 함수가 다시 호출되고, 이번에는 this.state.name 값을 출력하는

JSX 표현식 문법({})이 다른 값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top secret!’이라는 문자열 대신 ‘Mark’
라는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된다.
통상적으로 setState 메서드는 성능과 복잡도 문제로 인해 가능하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편
이다(리액트는 개발자를 대신해서 뭔가 다른 것을 추적해야 하며, 필요한 데이터는 개발자가 직접 추적하
는 편이 좋다). 리액트 커뮤니티는 컴포넌트의 상태를 필요한 경우만 최소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리덕스(Redux), 몹스(Mobx), 플럭스(Flux) 등) 다양한 패턴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여
러분이 작성할 애플리케이션에 이런 옵션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사실, 이 책은 제10장과
제11장에 걸쳐 리덕스를 소개한다. 물론, 상태가 없는 함수형 컴포넌트를 사용하거나, 리덕스
같은 패턴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setState API를 사용하는 방법 역시 나
쁘지 않다. 이 API는 여전히 컴포넌트 내에서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한 리액트의 주요 API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리액트 컴포넌트 내에서 this.state를 직접 갱신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만일 this.state를 직접 갱신한 후에 setState()
3.2 리액트에서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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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주요 내용
■ 리액트에서 폼을 다루는 방법
■ 리액트에서 제어되는(controlled) 컴포넌트와 제어되지 않는(uncontrolled) 컴포넌트
■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및 검증

지금까지 우리는 리액트를 이용해 간단한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면서 그 기초를 다져 왔다. 그
과정에서 생명주기 가로채기, prop-types 라이브러리 등을 비롯해 다양한 고수준 컴포넌트

API를 살펴보았다. 컴포넌트 개별 상태의 갱신이나 속성을 이용한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 교환
등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컴포넌트의 구조, 컴
포넌트를 기준으로 UI를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생명주기 메서드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실제로 레터스 소셜 예제 앱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더 많은 지식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자가 새로운 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개발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자세히 이해하고 필요한 데이터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그다음에는 리액
트에서 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컴포넌트의 기능을 구현해 볼 것이다. 이번 장을 마
무리하면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에서 폼을 다루는 방법을 마스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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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사용된 예제 코드를 다운로드하려면?
이 책은 장별 소스 코드를 깃허브 저장소(https://github.com/react-in-action/letters-social)에 보관하고 있다.

이 장에서 구현할 내용을 처음부터 따라 하고 싶다면(독자가 직접 예제를 따라 하며 구현했다면) 제4장에서 구
현한 코드에서 시작하거나 이번 장의 내용을 저장한 브랜치(chapter-5-6)를 체크아웃해서 시작하면 된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각 브랜치는 해당 장의 내용을 완전히 끝낸 시점의 코드를 저장하고 있다(예를 들어
chapter-5-6 브랜치는 제5장과 제6장을 완료한 후의 코드를 저장하고 있다). 현재 읽고 있는 장의 코드를 내려받

으려면 해당 디렉터리에서 다음의 터미널 명령을 실행하면 된다. 먼저 저장소를 아직 내려받지 않았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하자.
git clone git@github.com:react-in-action/letters-social.git

저장소를 이미 내려받았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해서 브랜치로 이동하자.
git checkout chapter-5-6

만일 다른 장을 먼저 읽고 이번 장을 읽고 있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해서 소스 코드에 필요한 의존 라이브
러리를 설치하자.
npm install

5.1 포스트 생성하기
지금까지 구현한 레터스 소셜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올리는 것 외에 다른 기능은 구
현되어 있지 않다. 그저 데이터를 읽을 수만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란 그다지 유용하지 않으
며, 가상의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형태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먼
저 구현해야 할 기능은 새로운 포스트를 생성하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 폼을 이용해 포스트
를 작성하고 이를 저장하면 뉴스피드에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그럼 정확히 어떤 기능을 구현
할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데이터 요구사항을 확인한 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살펴
보도록 하자.

5.1.1 데이터 요구사항
우리는 모조 API 서버에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브라우저상에서 동작하는 몇 가지 HTTP 라

5.1 포스트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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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러리를 이용할 것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라이브러리들의 동작 원리와 자바스크립
트로 REST 형식이나 다른 웹 API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므로 자세한 설명
은 생략한다. 만일 브라우저상에서의 HTTP의 동작 원리나 서버와의 통신 방법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을 도와줄 훌륭한 리소스들은 주위에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니콜라
스 G. 버바쿠어(Nicolas G. Bevacqua)가 집필한 《JavaScript Application Design》(2015, MANNING
Publications)이 도움이 될 것이다.

API가 필요한 경우는 통상 어떤 종류의 계약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보내야 하는 경우다. 만일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면 이름이나 메일 주소 혹은 프로필 사진 등을
데이터에 포함해야 한다. 대체로 데이터는 정해진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는 서버가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히 어떤 데이터를
서버에 전달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제 5.1은 레터스 소셜 앱이 정의한 포스트의 기본적인 스키마다. 이 데이터는 서버가 실제
로 사용하는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클래스를 이용해 정의한다. 포스트를 생성할 때 우리가 서
버로 보내는 페이로드(payload)는 이 스키마에 정의된 데이터를 대부분 포함해야 한다. 포스트
에는 위치 정보를 포함한 몇 가지 유용한 속성이 정의되어 있음을 알아 두자. 참고로 위치 정
보를 포함하는 방법은 제6장에서 살펴본다. 서버는 여기서 정의한 속성들의 값이 지정되지 않
은 경우에 사용할 기본값들 역시 정의하고 있지만, 스키마에 정의되지 않은 데이터가 전달되
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들을 무시한다. 브라우저에서 굳이 해 줄 필요가 없는 일은 유일한 ID
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 ID는 서버가 직접 생성한다.
예제 5.1 포스트 스키마(db/models.js)

export class Post {
constructor(config) {
this.id = config.id || uuid();
this.comments = config.comments || [];
this.content = config.content || null;
this.date = config.date || new Date().getTime();
this.image = config.image || null;
this.likes = config.likes || [];
this.link = config.link || null;
this.location = config.location || null;
this.userId = config.userId;
}
}

130

CHAPTER 5 폼 다루기

5.1.2 컴포넌트의 계층 구조
우리가 다룰 데이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봤으므로 이제 이 데이터를 토대로 어떻게 컴포넌
트를 구성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지금 우리가 개발 중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 앱의 예제는 수
도 없이 많으므로 어디선가 한 번쯤 살펴봤을 예제들을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림 5.1은 우리가
구현할 앱의 최종 형태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컴포넌트의 구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의 초반부에서 컴포넌트의 계층 구조를 구성하는 방법과 컴포넌트 사이의 관계, 그리고
리액트 앱을 구현하는 데 있어 이 개념들이 왜 중요한지는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컴포넌트를 구
현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레터스 소셜 앱에 구현한 기
능은 다음과 같다.

• API가 전달하는 포스트 데이터를 렌더링하는 기능. 어떤 포스트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
기도 하고 다른 포스트는 링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 각 포스트를 작성한 사용자 정보와 아바타 정보
•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컴포넌트를 자식 컴포넌트로 가지고 있는 App 컴포넌트
• API를 호출해 전달받은 데이터를 반복해서 렌더링하는 Post 컴포넌트

그림 5.1 완성된 레터스 소셜 앱 모습. 컴포넌트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우리가 생성할 포스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는 물론 포스트를 작성한 위치 정보도 포함
하고 있다. 위치 정보는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며, 지정된 위치 정보는 뉴스피드의 각 포스트와
5.1 포스트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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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노출된다. 그렇다면 포스트를 생성하는 CreatePost 컴포넌트는 어디에 생성해야 할까? UI
도면과 사용자의 수요를 고려할 때 이 컴포넌트는 그림 5.2에서 보듯이 포스트를 반복해서 렌
더링할 컴포넌트와 같은 위치에 생성하고 모두 App 컴포넌트의 자식 컴포넌트로 추가하는 것
이 타당해 보인다.
App 컴포넌트
CreatePost 컴포넌트

Post 컴포넌트
{포스트 데이터}

댓글

CreateComment
컴포넌트

그림 5.2 지금까지 개발한 컴포넌트와 앞으로 개발할 컴포넌트.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내려받아 렌더링하는 Post와
App 컴포넌트를 구현했다. CreatePost 컴포넌트는 포스트를 렌더링하는 컴포넌트의 바깥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면 컴포넌트의 기본적인 뼈대 코드를 작성해 보자. 이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입력
요소들을 렌더링하고 적절한 도구를 가져오며, Component 클래스를 내보내고 나중에 사용할

PropTypes 객체를 정의한다. 다음 코드는 컴포넌트의 기본 기능을 구현했다.
예제 5.2 컴포넌트의 기본 구조(src/components/post/Create.js)
React와 PropTypes 객체를 가져온다.
import React, { Component } from 'react';
import PropTypes from 'prop-types';
리액트 컴포넌트를 생성한다.
class CreatePost extends Component {
클래스에 propTypes 정적 속성을 선언한다.
static propTypes = {
}
생성자를 선언한다. 잠시 후에 사용한다.
constructor(props) {
super(props);
}
render() {
return (
<div className="create-post">
Create a post - coming (very) soon
</div>
);
}
}
다른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를 외부로 내보낸다.
export default Create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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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폼 다루기
이 장에서 구현할 두 컴포넌트는 모두 폼을 필요로 한다. 웹 폼은 여전히 종이 형식 폼과 유사
하다. 즉, 정보를 받아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종이의 경우에는 펜이나 연필로 정보를 기록한
다. 브라우저의 폼은 키보드와 마우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등을 이용해 정보를 기록한다.
폼을 구성하는 input, select, textarea 같은 요소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웹 애플리케이션은 한두 가지 폼을 활용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폼을 전혀 사용하
지 않은 앱을 운영 환경에 배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때로는 폼을 다루기 어렵게 구성하면
사용자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됐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프레
임워크들이 개발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폼이 뭔가 ‘마법’처럼 작업을 처리하도록 지원하
는 이유일 것이다. 리액트는 이런 기능은 지원하지 않지만, 손쉽게 폼을 처리할 수 있다.

5.2.1 시작하기
프런트엔드 프레임워크에서 폼을 처리하는 표준화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프레임워
크와 라이브러리는 사용자가 폼에 값을 입력할 때마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폼 모델을 정의하고
폼의 상태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특별한 메서드를 제공한다. 반면 어떤 프레임워크들은 다른
패러다임과 기술을 구현해 폼을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이 모든 프레임워크들의 공
통점은 각기 다른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폼을 다루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왜 프레임워크마다 다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일까? 어떤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때로는 ‘손쉬운 사용법’ 위주의 접근법은
기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로직의 구현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는 프레임워크 내부 동작을 굳이 알 필요가 없으므로 쉬운 방법이 항상 나쁘다고 할 수는 없
다. 그런데도 멘탈 모델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유지 보수가 쉬운 코드를 작성하고 버그가 발생
했을 때 쉽게 수정할 수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리액트는 이런 면에서 강점이 있다. 폼을 다룰
때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들을 배제함으로써 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야 하는 것과 너무
몰라도 되는 것의 중간 정도에서 균형감 있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리액트에서 폼을 다루기 위한 멘탈 모델은 대부분 이미 우리가 배운 것들이다. 폼을 다
루기 위한 특별한 API는 없으며, 단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 즉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폼
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컴포넌트와 상태, 속성을 이용하면 된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폼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진도를 나아가기에 앞서 리액트의 멘탈 모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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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포넌트는 상태와 속성을 이용해 데이터를 다룬다.
• 컴포넌트는 자바스크립트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벤트에 반응하기 위한 생명주기 메서드
들은 물론 다른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사용자 정의 클래스 메서드를 선언할 수 있다.

• 보통의 DOM 요소와 마찬가지로 리액트 컴포넌트 내에서도 클릭이나 입력값의 변경 등
과 같은 이벤트를 리스닝할 수 있다.

• (form 요소와 같은) 부모 컴포넌트는 자식 컴포넌트의 속성으로 콜백 메서드를 전달해서
컴포넌트 간에 통신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포스트를 작성하는 컴포넌트를 구현할 때도 같게 적용한다.

5.2.2 폼 요소와 이벤트
포스트를 생성하려면 UI가 갱신한 포스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사용자들에게
수정된 포스트 목록을 전달해야 한다. 먼저 보통의 HTML 폼을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
법으로 앞으로 구현할 폼 요소들의 뼈대를 만들어 보자. 필요한 마크업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 그저 하나의 입력 요소가 필요할 뿐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 다음의 예제는

textarea 입력 요소를 렌더링하는 컴포넌트를 구현하는 코드다.
예제 5.3 CreatePost 컴포넌트에 추가할 코드(src/components/post/Create.js)

//...
class CreatePost extends Component {
render() {
return (
<div className="create-post">
<textarea
placeholder="What's on your mind?"
/>
</div>
<button>Post</button>
);
}
}
//...

이렇게 작성된 기본적인 폼에 필요한 것들을 연결해 보자. 리액트는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보통의 자바스크립트에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기억할 것이다. 이 기법을 이용하면 클릭, 스크롤, 또는 다른 자바스크립트 이벤트를 리스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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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앞으로 폼을 다루면서 이 이벤트들을 활용하는 기법을 보게 될 것이다.
주의 프런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다면 브라우저마다 이벤트를 다루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리액트는 지금까지 나열했던 여러 가지 기
능 외에도 브라우저마다 다른 이벤트 처리를 추상화하기 위한 많은 작업을 수행한다. 그다
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기능이기는 하지만, 개발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 브라우
저 간의 차이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 개발자는 앱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개발
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마우스의 움직임, 키보드의 사용, 클릭 등 사용자 동작에 따라 브라우저에서는 수많은 이벤트
가 발생한다. 앱을 개발하면서 특정한 몇 가지 이벤트들은 반드시 처리해 주어야 한다. 지금
개발하는 기능의 경우에는 onChange와 onClick 등 두 가지 이벤트를 리스닝해야 한다.

• onChange: 이 이벤트는 요소의 입력값이 변경될 때 발생한다. 폼 요소에 입력된 새로운
값은 event.target.value 속성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 onClick: 이 이벤트는 사용자가 폼 요소를 클릭할 때 발생한다. 이 이벤트를 리스닝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언제 서버로 전달해야 할지 알 수 있다.
이제 이 이벤트들을 처리할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해야 한다. 우선은 해당 이벤트들이 언제 발
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벤트 핸들러에 로그를 콘솔로 출력하는 코드만을 작성해 보자.
이 코드들은 나중에 실제 기능을 구현하는 코드로 대체할 것이다. 다음의 예제는 컴포넌트 클
래스의 생성자에서 이벤트 핸들러를 셋업하고 컴포넌트에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예제 5.4 CreatePost 컴포넌트에 추가할 코드(src/components/post/Create.js)

class CreatePost extends Component {
constructor(props) {
포스트의 변경과 제출을 위해 처리할
super(props);
클래스 메서드를 바인딩한다.
this.handleSubmit = this.handleSubmit.bind(this);
this.handlePostChange = this.handlePostChange.bind(this);
포스트의 내용이 갱신되었을
}
때(onChange 이벤트) 사용할
handlePostChange(e) {
console.log('Handling an update to the post body!');
}
handleSubmit() {
console.log('Handling submission!');
}

메서드를 선언한다.

폼 제출 이벤트를 처리할 메서드를
선언한다. 리액트는 이벤트 핸들러
에 발생한 이벤트를 전달한다.

render() {
retu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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