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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세계의 새로운 지배자

자바스크립트의 무한질주
한때 보안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비활성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다. 현재 자바스크립트는 사실상 웹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시대가 열리고 다양한 플랫폼과 기기에서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자바스크립트는 ‘문자 그대로’ 재발견되고 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자바스크립트의 발전상과 주요 프레임워크, 데이터 가상화 툴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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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개발 세계를 집어 삼키는 자바스크립트
Eric Knorr | InfoWorld

한

때 보안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비활성
화 시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생각은

거의 상상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자바스크립트는 사실상 웹을
지배하고 있다. 다양한 플랫폼이 공존하는 컴퓨팅 시대가 오면
서 사람들은 브라우저가 설치된 모든 기기에서 똑같이 실행할
수 있는 앱을 바라고 있다.
네이티브 앱은 실행 속도가 빠르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불
가능한)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는 이
미 클라우드 세계에서 살고 있다. 단일 플랫폼에서만 실행되
는 데스크톱이나 모바일 앱보다는 모든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앱이 여러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물론 최
종적인 답은 앱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에
는 명백한 제약이 있다. 예를 들면, 자바스크립트는 보안 때
문에 클라이언트에 파일을 읽거나 쓰지 못한다. 그러나 프로그래머 고수들은 이러한 단
점조차 뛰어넘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제이쿼리(Jquery)와 여러 기타 프레임워크
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더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은 데이터 전송 시 XML을 대체한다. Node.js는 강
력한 서버 측 자바스크립트 개발 방법론을 제공한다.

자바스크립트는 얼마나 갈까
전문가 중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잠재성에 대해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비지칼크(VisiCalc)의 공동창립자이자 베테랑 개발자인 댄 브리클린과 어도비(Adobe)의 디브야 마니
안, 티발트 임버트 등이다. 브리클린은 자바스크립트가 네이티브 코드보다 더 느리다는 통
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일반적인 수학적 작업에서는 네이티브 코드가 자바스크립트보다 빠른 것이 사실이지
만, 다양한 앱에서 실행되는 수많은 작업 형태에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특정 작업의
경우 자바스크립트 기반 앱이 네이티브 코드와 같거나 오히려 더 빨리 실행되기도 한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해 브리클린은 아주 똑똑한 프로그래머들이 수년간 브라
우저 개선을 통해 작업 속도를 최적화시켜 왔다고 설명한다. 특히 3D 렌더링 같은 고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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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작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 마니안과 임버트는 모질라(Mozilla)의 리서치
프로젝트 ‘asm.js’에서 자바스크립트의 미래를 본다. 이 프로젝트는 컴파일러로 생성할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 가상머신(VM)에 의해 고도로 최적화된 자바스크립트의 서브셋을 규정
한다. 또한, 평행 프로그래밍 모델인 ‘리버트레일’(RiverTrail)과 인텔에서 개발한 자바스
크립트 API도 눈여겨 볼만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어도비 소속이어서 리전(Regions), 블렌
드 모드(blend Modes), 셰이프(Shapes) 등 어도비가 표준화하려는 새로운 HTML5 기능
도 언급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플래시(Flash)와 액션스크립트(ActionScript)의 무덤에 흙
을 한 무더기 더 얹어놓는 것이기도 하다.

자바스크립트 생태계
자바스크립트가 얼마나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지는 거의 매주 프레임워크와 자바스크립
트 코딩 관련 툴 프로젝트가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올해의 최고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 어워드를 보면 이쿼리와 Node.js와 함께 자바스크립트가 7개나 포함
됐다.
•앵귤러JS(AngularJS) : 정적인 HTML 페이지를 MVC 아키텍처 지원과 함께 자바스크립트 애플리
케이션으로 바꿔주는 툴셋
•백본.js(Backbone,js) : 개발자들이 앱에 구조를 추가하고 모델(Models)로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게
해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부트스트랩(Bootstrap) : 제이쿼리와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반응형(responsive) 웹 디자인 프레임
워크
•엔요(Enyo) : HTML5/CSS 앱을 구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객체지향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D3 : 플러그인 없이도 브라우저 내에서 벡터 그래픽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
브러리
•엠버.js(Ember.js) : 풍부한 MVC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능을 지원하는 차세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
워크
•엠스크립텐(Emscripten) : C++를 모질라의 고도로 최적화된 자바스크립트 서브셋인 asm.js로 변
환하는 컴파일러

여기 소개한 툴들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대부분 오픈소스인 이런 툴들이 폭발적으로 늘
어나면서 자바스크립트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후에 남는 플랫폼이 이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베테랑 개발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인포월드의 앤
디 올리버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전체를 자바스크립트로 실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판
단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관리자라면 제이쿼리, Node.js, 그리고 간단한 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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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ongoDB)에 작업까지 할 수 있는 개발자 풀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개발자라면 하
루 종일 자바스크립트만 작성하는데 진절머리가 날 것이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자바스크
립트 개발자가 소중한 데이터베이스까지 넘본다는 생각에 경계할 것이다”
자바스크립트는 배우기 쉽지만 아직은 베테랑 개발자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전체 맥락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개발된 코드가 서로 엉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훌륭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이는 asm.js나 인텔의 리버트레일 병렬 프로그래밍 모델 같은 최신 성과를 더 잘
이용할 것이고, 적어도 툴 문제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개발 세계에서 승리가 항상 최선인 것은 아니다. x86 인스트럭션 세트가 그랬듯, 승리
는 종종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플랫폼의 전리품이었다. 자바스크립트가 얼마나 개발자들
의 능력을 확장할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애플리케이션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필자는 브라우저 창에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 내기를 한다면 필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쪽에 걸겠다.

테크놀로지 및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위한 최적의 미디어 파트너

기업 IT 책임자를 위한
글로벌 IT 트렌드와 깊이 있는 정보
ITWorld의 주 독차층인 기업 IT 책임자들이 원하는 정보는 보다
효과적으로 IT 환경을 구축하고 IT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ITWorld는 단편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과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와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에 활용할 수 있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내용과 형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IDG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 방대한 정보와 전세계
IT 리더들의 경험 및 의견을 통해 글로벌 IT의 표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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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부상하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10선

Dave Gruber | InfoWorld

지

난 몇 년간 사용자경험(UX)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에 있어서 엄청난 성장이 있
었고 그 대부분은 오픈소스 분야에서 일어났다. 이런 프레임워크의 활용법, 접근

법, 완성도를 비교하는 글은 많았다. 하지만 커뮤니티의 규모, 힘, 성장세와 이런 오픈소
스 프로젝트를 둘러싼 생태계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발자들이 풍
부하고 확장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실무 작업에는 올로넷(Ohloh.net)의 오픈
소스 커뮤니티 메타데이터와 별 개수(사용자들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리파지토리를 추적하
는 데 도움이 되는), 개별 프로젝트가 끌어들인 팔로워 수를 포함한 깃허브(GitHub) 데이
터를 함께 사용된다.
최종적으로 뽑힌 프로젝트는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용자인터페이스(UI) 프로젝
트로, 앵귤러(AngularJS), 엠버(Ember.js), 스프라우트코어(SpourtCore), 백본(Backbone.JS), 스파인(Spine), 캔(CanJS), 미티오(Meteor-JS), 더비(Derby), 야후 모히토
(Yahoo Mojito) 등이다. 이들 프로젝트의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 서버 측 런타임을 포
함한 풀 스택 프레임워크 등을 비교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결국 이들 프로젝트를 둘러
싼 환경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개별 프로젝트의 인기와 데이터의 연관성을 보여주
고자 그 환경의 규모와 성장세를 추적했다. 또한, 생태계가 프로젝트의 인기와 성공을 반
그림 1│프로젝트 컨트리뷰터 수 월별 변화 추이

엠버(Ember)의 컨트리뷰터 수는 지난 2011년 12월 스프라우트코어(SproutCore)에서 분기된 이후 급증했다.
구글의 앵귤러JS(AngularJS) 역시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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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다는 전제하에 그 부분도 분석해 봤다.

월별 컨트리뷰터
프로젝트 컨트리뷰터의 월별 변화 추이를 보면 프로젝트 전체의 성장세를 가늠할 수 있
다. 크게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성장 변곡점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은 월
별 컨트리뷰터 참여를 추적한 것이다. 이 통계는 해당 월에 코드를 공헌한 개발자 수를 보
여준다.
<그림 1>을 보면 스프라우트코어가 초창기 월별 컨트리뷰터 수가 가장 많았지만, 2011
년 12월 엠버로 갈라지면서 많은 개발자가 엠버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엠버는 앵
귤러와 함께 가장 급속한 컨트리뷰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커뮤니티 성장에 있어
서도 선두권이다. 또한, 2013년 초 백본과 미티어의 컨트리뷰터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이 역시 앵귤러와 엠버의 성장세가 본격화된 시점과 일치한다.

상근 컨트리뷰터
프로젝트의 상근 컨트리뷰터 수는 다른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선 프로젝트의 관리 스타일을 보여준다. 많은 프로젝트가 소수의 사람에 의해 긴밀하게
관리되는 반면, 어떤 프로젝트들은 넓고 다양한 개발자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특정 시점에
서 프로젝트의 상대적 성장세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기반이 탄탄한 대규모 프로젝
트는 버그 수정, 문서화, 기타 작업을 지원하는 상당한 규모의 컨트리뷰터를 확보하고 있
다. 전체 컨트리뷰터 수도 전체 코드 기반 규모와 연관이 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일반
적으로 코드 줄, 전체 커밋(commits), 월별 커밋 등 다른 커뮤니티 관련 수치와 결합했을
때 가장 가치가 있다.

그림 2│전체 프로젝트 컨트리뷰터 수

전체 프로젝트 중 앵귤러JS와 엠버의 컨트리뷰터 수가 가장 많은데, 이는 최근 월간 컨트리뷰터 성장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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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관련 프로젝트 수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얼마나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가는 이를 둘러싼 프로젝트의 수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백본.js와 앵귤러JS가 승자임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프로젝트 생태계
프로젝트 커뮤니티의 힘은 현재의 컨트리뷰터 수 외에 커뮤니티를 확장해 그 위에 구축
된 생태계를 보면 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핵심 프로젝트 커뮤니티만으로는 프
로젝트 성장세 전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생태계를 더 넓게 보면 개별 프
로젝트의 전반적인 성과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을 보면 백본의 강력한 생태계
가 단연 돋보이는데, 전반적인 상승세와 IT 현장에서 얼마나 널리 사용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백본 생태계를 더 알아보기 위해 깃허브에서 별점 3개 이상을 획득한 백본 관
련 프로젝트만 검색해 보니, 1,627개가 나타났다. 같은 방식으로 검색하면 앵귤러는 794
개에 불과해 백본의 생태계가 앵귤러보다 두 배 이상 큰 것을 알 수 있다.

풀 스택 솔루션
자바스크립트의 풀 스택(Full-Stack) 솔루션은 다른 프로젝트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
에, 여기서는 개별 프로젝트의 성장세를 각각 살펴봤다. 풀-스택 솔루션은 클라이언트 프
레임워크와 서버-측 프레임워크를 모두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컨트리뷰터 수가 커지듯 연관된 코드의 양도 더 늘어나야 한다. <그림 4>
를 보면 주요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들이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풀 스택 솔루션의 수

적어도 풀 스택 솔루션 수를 보면 미티오와 모히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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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상하는 자바스크립트
정리하면 자바스크립트에 시간을 투자하고 이를 사용해 구조화된 접근법을 만드는 개발
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그림 5>를 보면 2011년 이후 10개 자바스크립트 프
로젝트의 총 컨트리뷰터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애플리케이션 개발
에 있어서 UI 프레임워크 중요성이 커지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다양한 용도로 자바스
크립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1월부터 컨트리뷰터가 눈에 띄게 증가했
는데, 주로 앵귤러와 엠버의 성장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0개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의 총 컨트리뷰터 수

의심할 여지없이 자바스크립트가 세계를 잠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이후 단 2년 만에 평균 참여 개발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그림 6│LOC vs. 컨트리뷰터

컨트리뷰터당 LOC(Lines Of Code)는 그만큼 프로젝트에 참여해 공헌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프로젝트의 건강성을 엿볼 수 있는 지표로 평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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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줄과 커밋
한편 이번 분석에서는 각 프로젝트별로 코드 기반 규모와 컨트리뷰터 수 사이의 관계도
살펴봤다. 그러나 커뮤니티 규모와 전체 커밋, 코드 기반 규모 사이에는 별다른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앵귤러는 컨트리뷰터당 413LOC(Line Of Code)를 보인 반면,
엠버는 컨트리뷰터당 145LOC에 그쳤다. 그러나 커뮤니티의 규모(상근 컨트리뷰터)와 총
커밋 수를 비교해보면 프로젝트 간에 컨트리뷰터당 커밋 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몇몇 프로젝트는 작업이 상대적으로 더 쉬워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의 미래
커뮤니티 규모와 컨트리뷰터의 변화 추이는 프로젝트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이들 수치가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 그 프로젝트 배후 커뮤니티의 생명력과 지속가능성을 알려
준다. 또한, 프로젝트의 수명에 대한 티핑 포인트를 찾고, 프로젝트 참여 여부에 대한 판단
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데이터를 고려하면, 엠버와 앵귤러가 앞으로 주
목할 만한 프레임워크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백본도 눈여겨볼 만한데 이를 둘러싼 생태
계를 보면, 백본이라는 새로운 UI 접근방식에 대한 인기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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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데이터

3

가상화를 위한 멋진

자바스크립트 툴 4가지

Rick Grehan | InfoWorld

HTML

5의 그래픽 요소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의 확산은 인터랙티브
데이터 디스플레이 기술에 새로운 르네상스를 불러왔다. 오늘날의

웹 브라우저는 단지 응답이 빠르고 보기 좋은 그래픽 제어 기능을 지원하는 풍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히스토그램, 버블차트, 테두리가 부풀거나 줄어든 다채
로운 색상의 지도 등 데이터 시각화 공간 역할도 한다.
웹에서 데스크톱으로 전달되는 끝없이 다양하고 인터랙티브한 그래픽은 웹사이트와 데
이터 소스에 접속가능한 모든 블로거와 전자상거래인들에게 저급한 브라우저에서는 기대
하지 못했던 역동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여준다. 이런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는 특
별히 설계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덕분이다. 여기서는 D3, 인포비스(InfoVis), 프로
세싱.js(Processing.js), 리클라인.js(Recline.js) 등 주요 4가지 라이브러리를 살펴본다.
모두 웹페이지를 역동적인 데이터 시각화로 꾸며주지만, 그 기능은 제각각이다. 네 가지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재배포할 수 있다.
인포비스는 더 보수적인 방식을 따른다. 인포비스의 API는 명확히 비선형화돼 있고, 사
용법도 쉽게 익힐 수 있다. 차트 객체를 삽입하고 데이터를 넣으면 인포비즈가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한다. D3는 웹페이지의 DOM 묘사에서 이미 찾을 수 있는 데이터 구조와 몇
가지 자바스크립트의 비법 능력을 결합하는 일종의 ‘그라운드-업’(ground-up) 방식을 사
용한다. 그 결과 강력하면서도 화려하다. 프로세싱.js는 원래 자바-기반 그래픽 시스템의
자바스크립트 버전으로, 데이터 시각화뿐만 아니라 비디오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애

표 |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비교표
장점

단점

D3

■풍부한 예시
■표준 DOM 객체를 사용해 디버깅이 쉬움
■상상하는 거의 모든 데이터 시각화 생성 가능

■배우기 어려움
■데이터 ‘주기 모델’이 직관적이지 않음
■제대로 활용하려면 상당한 자바스크립트 실력이
필요함

InfoVis

■API 이해가 쉽다
■연결 가능한 요청을 통한 상호운용성 강화

■주로 도표 라이브러리여서 유연성이 떨어짐
■다른 툴만큼 쉽게 확장되지 않음

Processing.js

■애니메이션 생성 가능
■기존 프로세싱 자바 툴과 호환성 높음

■프로세싱 언어 능력 필수
■데이터를 엔진으로 보내는데 요령이 필요함

Recline.js

■IDE와 온라인 테스트 플랫폼으로 사용 가능
■온라인 실행기
■다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와의 훌륭한 통합

■세계를 ‘관계적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파악
■지원하는 도표 형태 제한적
■추가 문서화 작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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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D3의 버블 다이어그램 예시

니메이션까지 완벽히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리
클라인.js는 데이터 시각화를 일종의 데이터 탐
험으로 본다. 데이터를 필드와 기록으로 조직하
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타임라인,
선 그래프, 심지어 지리적 시각화까지 흥미로운
방식으로 제공한다.

D3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대부분이 이미 D3(Data
Driven Documents)을 실제로 본 적이 있을 것
이다. D3은 뉴욕타임스 온라인 판의 많은 인터
랙티브 인포그래픽에도 사용된 시각화 라이브러
리다. 이들 사이트의 일부 기사는 D3의 핵심 개
발자인 마이클 보스토크의 웹사이트로 연결된
다. 보스토크는 D3이 발전하는데 제이슨 데이비
스도 상당히 기여했다고 말했다.
D3의 새로운 버블 다이어그램으로, ‘동그라미’ 요소 대신 사각형을 사용했다.

D3의 출발점은 ‘프로토비스’(Protovis)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다. 보스토크와 바딤 오기베츠

키, 제프 히어 등의 논문인 ‘D3: Data Driven Documents’를 보면 프로토비스에서 D3으
로의 진화 과정과 D3의 주요 특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D3은 DOM을 직접적으로 조작한다는 점에서 제이쿼리와 유사하다. 이 점은 D3을 별개
의 객체와 기능 세트를 실행하고 표준 API를 통해 DOM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가상화 툴
과 다르다. D3은 이미 웹 개발자에게 친숙한 것들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CSS는 D3의 스
타일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문서를 표현하는 내부 구조가 브라우저 구조와 같아 기
존 브라우저 기반 개발 툴과 디버깅 툴도 D3에서 사용할 수 있다. D3의 세계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셀렉션(selections)이다. 셀렉션은 문서 노드 세트 상에 상호적이고 쉽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본문 요소의 색깔을 바꾸려면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d3.selectAll(“p”).style(“color”, “white”);

기능의 파이프라인을 서로 묶는 이런 기술은 제이쿼리와 프로토타입 사용자에게는 익숙
할 것이다. D3 프로그래머들은 이를 사용해 적은 코드로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다. 셀렉터
는 DOM 노드 조정을 속성과 스타일 설정만큼 간단하게 하거나 혹은 노드 분류, 노드 추
가, 노드 삭제만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D3은 data() 기능을 통해 DOM 노드로 데이터를 묶는다. 일반적으로 선택 작업 이후
에 묶인 data()는 데이터 노드를 구축하고 이를 셀렉션에서 나온 DOM 노드와 연계한다.
데이터가 DOM 노드와 ‘결합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결합된 데이터는 궁극적으로
DOM 노드에 의해 대표되는 요소의 시각화를 주도한다. 바 차트의 막대 높이, 버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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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의 풍선 크기, 지도상의 티어드롭 생성기 위치 등을 결정한다. 데이터 결합은 D3이 ‘일
반 업데이트 패턴’(general update pattern)이라 부르는 핵심 요소다. D3 애플리케이션
코딩 스타일인 일반 업데이트 패턴은 셀렉션 작업과 함께 시작되고, D3의 enter() 기능을
통해 새 데이터를 해당 요소에 추가하거나 기존 요소를 업데이트(수정이 필요한 모든 요
소를 수정)한다. 또한 exit() 기능을 통해 이제 시각화의 일부가 아닌 데이터 요소를 삭제
한다. 초보자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 업데이트 패턴은 전체 시각화 작업을 더 간
편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데이터는 D3의 전환을 주도해서 단순한 정적 그래픽이 아닌 역동적인 화면을 만들
어낸다. 예를 들면, 새 데이터가 시각화에 투입되고 구식 데이터가 퇴출됨에 따라 버블 그
래프의 풍선 크기가 커지거나 줄어들고, 막대그래프가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식이다. D3에
서 전환은 시작 프레임과 종료 프레임의 애니메이션 형태로 구현된다. 시작 프레임은 시각
화 요소의 현재 상태다. 종료 프레임은 그 요소에 적용되는 속성 값 데이터에 의해 규정된
다. D3의 보간자(interpolator) 기능이 그 전환을 처리한다. D3은 수치와 색상 같은 것에
이 기능을 적용했는데, 이는 스트링을 확인하고, 폰트 크기 같은 임베디드된 값을 추가할
수 있어 유용하다. 사용자가 보간자 기능을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는데 D3은 CSS3까
지 여기에 통합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각화를 위한 데이터는 어떻게 불러올 수 있을까? 데이터를 애플리케
이션에 직접 넣을 수도 있지만, D3은 텍스트파일, CSV 파일, JSON 문서 등 외부 소스에
그림 2│D3로 표현한 방사성 레인골드-트라이폴드 트리

서 데이터를 읽는 기능을 지원한다. 심지어 HTML 문
서를 읽어 그 콘텐츠를 문서 트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
D3 관련 문서는 여러 웹페이지에 흩어져 있지만 그 양
이 매우 방대한다. API 관련 문서들은 훌륭하고 코드
샘플도 다양하다. API 관련 문서의 모든 링크는 각 D3
모듈 활동으로 조직된다. 또한 웹페이지는 다른 웹사이
트들의 안내와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어진다. 좋은 D3
시각화 예제 갤러리(Examples Gallery)를 둘러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례 대부분에 설명과 소스코드
가 함께 포함돼 있고, 여기에 나온 차트 유형과 시각화
기술을 다 보려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D3은 배우기가 비교적 어렵다. D3에서 기존 데이터
요소 수정, 새 데이터 요소 추가, 구 데이터 삭제 같은
데이터셋 변경을 처리하는 방법을 충분히 익히려면 상
당한 노력과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
다. 다행히 관련 문서도 매우 상세해 D3에서 가능한 시
각화 몇 가지를 시도해보면 들인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D3은 HTML5와 DOM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

D3으로 표현한 트리 구조 그래프로, 데이터는 플레어 액션스크립트 라이브러리 API
를 이용했다.

소를 모아 이를 고급 자바스크립트 기능과 연계한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D3에는 정확히 그래픽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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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D3로 만든 타이타닉 생존자 분석

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원을 그리는 기
능도 HTML5의 동그라미 그리기 기능을 빌려
온다. 오히려 D3의 진정한 가치는 DOM에서처
럼 문서를 데이터에 기반해 변형하는 능력이다.
데이터 주도형 문서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인포비스
자바스크립트 인포비스 툴킷(JavaScript InfoVis Toolkit)을 줄인 인포비스는 니콜라스 가
르시아 벨몬테가 처음 개발했다. 이 툴킷은 현
재 센챠(Sencha) 소유지만, 오픈소스(BSD) 라
이선스를 유지하고 있다. 인포비스는 한마디로
D3로 만든 타이타닉 생존자 분석 그래프로, 각 치수를 클릭하면 그 치수의 리본이 하이라이트
된다.

JSON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차팅 라이브러리
다. 데이터는 JSON 객체 형태로 인포비스의 차

그림 4│인포비스로 생성한 포스-디렉티드 그래프

팅 기능으로 넘겨진다. 또한, 차트가 시작되면
(영역 차트 같은 차트 객체가 생성되면) 차트의
매개변수는 시작 기능으로 넘겨진 JSON 객체내
요소로 기술된다. 사실상 JSON 객체가 인포비
스 기능의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이다.
인포비스의 그래프에는 영역차트, 바 차트, 파
이차트, 트리 맵, 공간과 하이퍼 트리, 햇살차트,
원형 그래프, 포스-디렉티드(force-directed)
그래프 등이 있다. 또한, 다수의 그래프 유형을
합쳐(파이차트와 트리 그래프의 혼합도 가능하
다) 시각화를 형성할 수도 있다. 차트 대부분은
유형에 따라 독특한 디스플레이 옵션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리차트는 디스플레이 공

인포비스로 생성 포스-디렉티드 그래프로, 가상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간의 왼쪽, 중앙, 오른쪽으로 정렬할 수 있다. 또
한 인포비스는 핵심 유틸리티 기능을 제공하는

데, 이들 중 대부분은 제이쿼리, 프로토타입, 무툴(MooTools)같은 인기 자바스크립트 라
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기능을 그대로 따왔다. each() 기능이 대표적으로, 이를 이용하면
어레이를 반복해 기능을 적용하기 때문에 특정 <div> 클래스의 전체 인스턴스 텍스트 색
상 변경 같은 셀렉션 결과를 한꺼번에 수정할 때 유용하다.
모든 차트 유형 객체에는 연관 updateJSON() 기능이 있는데 이를 통해 차트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 하나의 데이터세트에서 다른 데이터세트로의 전환 기능은 인포비스의 시
각 객체에 내장돼 있다. 이 라이브러리는 콜백(callback)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규
정하는데, 이러한 콜백은 차트 전환이나 사용자 상호작용을 통해 보여줄 애니메이션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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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인포비스로 구현한 디렉터리 트리의 햇살 다이어그램

양한 단계에서 실행된다. 예를 들어, 노드가 그려지기
직전에 콜백 기능을 규정해 노드 객체가 결정되기 전
에 노드 모양을 바꿀 수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차트의
최초 JSON 객체에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사용자가 요소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발동되는 온
쇼(onShow) 이벤트 처리기가 있다. 기능을 특정 노드
에 레퍼런스로 넘겨 노드와 관련된 데이터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팝업 테이블을 표시할 수 있다.
API 설명서는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이
용하면 웹페이지 내비게이션을 왼쪽에, 콘텐츠를 오른
쪽에 배치할 수 있다. 엔트리는 카테고리에 따라 코어
(Core), 로더(Loader), 시각화(Visualizations) 등으
로 그룹화할 수 있으며,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하이퍼
링크를 다양하게 활용한다. 하지만 인포비스를 시작하
는 최적의 학습 공간은 데모 웹페이지다. 모든 설명서
는 인터랙티브하고, 저자는 심지어 트림되고 주석이 달

인포비스로 표현한 디렉터리 트리의 햇살 다이어그램이다. 각 칸 위에 마우스를 놓으면
그 디렉터리나 파일에 대한 팝업 정보가 뜬다.

린 코드를 제공해 특정 표현의 중요 측면들을 설명한
다. 인포비스는 D3보다는 다루기 더 쉬운 툴킷이다. 처
음에는 그냥 차트 유형을 선택해 JSON 데이터를 넘기

그림 6│프로세싱.js를 이용해 구현한 태양을 도는 행성들

면 된다. 이후에 어느 정도 인포비스 패키지에 익숙해
지면 디스플레이와 애니메이션 조정 등의 옵션을 이용
해 원하는 고급 효과를 낼 수 있다.

프로세싱.js
프로세싱.js는 다른 패키지들과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르다. 우선 프로세싱 시각화 언어의 자바스크립트 포
트다. 프로세싱 언어는 원래 MIT에서 개발됐는데, 관
련 문건을 보면 ‘단순화된 자바와 그림 그리기, 그래픽
을 위한 단순화된 API’라고 설명한다. 둘째로, 프로세
싱.js는 그래프와 차트를 그리는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 용도의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도 쓸 만
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프로세싱.js는 데이터 시각화 수
준을 넘어 2D와 3D 그래픽을 모두 제공하며, 애니메이
프로세싱 IDE(자바 JVM 실행)에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돼 있다. 이 예제는 태양
을 도는 행성들을 구름 텍스쳐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

션, 인터랙티브 디지털 아트워크, 심지어 비디오 게임
까지 확장할 수 있다. 프로세싱.js 예제 관련 문서를 보
면 해양 동물 애니메이션과 운석 같은 비디오 게임, 스

케치 애플리케이션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프로세싱.js는 HTML5의 캔버스 요소를 활용
하지만 그 기능을 크게 강화해 이미지를 렌더링 한다. 보통 프로세싱 언어로 코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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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987년부터 2010년까지의 AFL/VFL(호주 축구 리그) 우승팀

하고,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해 실행하는 과정이 포함된
다. 이러한 변환은 즉석에서 이뤄진다.
프로세스.js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면 프로세싱
IDE를 다운로드해야 한다. 윈도우와 리눅스, 맥 버전
이 있다. IDE는 기본적으로 실행(Run)과 중단(Stop)
버튼이 있는 편집기로,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을 팝업
창으로 보여준다. 애플리케이션을 단독으로 실행하도
록 별도 저장할 수도 있다. 프로세싱.js 초보자를 위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예제 다운로드 서비스도 제공한
다. 프로세싱.js 웹사이트의 도움 페이지도 참고할 만하
다. 프로세싱 코드를 그 페이지의 텍스트 상자 안에 붙
여 넣고 실행을 클릭하면 웹페이지에서 어떻게 표현되
는지 미리 볼 수 있다. 도움 페이지에서는 프로세싱 코
드를 적절한 프로세싱.js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번역하
는 변환기도 지원한다.
프로세싱.js의 개발자들은 사용자의 요청을 수용해

프로세싱.js로 만든 1987년부터 2010년까지의 AFL/VFL(호주 축구 리그) 우승팀 인터랙
티브 디스플레이다. 매 해는 동심원으로 표현됐으며, 마우스를 디스플레이 위에 가져가
면 년도와 팀이 표시된다.

프로세싱.js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그래픽 작업을 수행
하는 프로세싱.js 엔진의 API도 발표했다. 이를 이용하
면 프로세싱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단계를 건

너뛰고 곧바로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혹은 그래픽 엔진을 자바스크립
트 코드에서 직접 불러올 수도 있다. 프로세싱.js 안내 웹사이트를 보면 어떻게 데이터를
프로세싱 인스턴스(프로세싱 엔진으로 실행 가능한 객체)와 엔진 외부 실행 자바스크립트
로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프로세싱.js 웹사이트에서는 수많은 문서 링크를 제공한다. 90가지가 넘는 데모 애플리
케이션도 올라와 있는데, 모두 시각화를 위한 라이브 실행창과 소스가 포함돼 있다. 프로
세싱.js는 자바의 뿌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자바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기
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이고, 그 라이브러리의 API를 자바스크립트 코드 어디서든 불러올
수 있어, 프로세싱.js 애플리케이션은 모든 DOM 요소에 완전히 접속할 수 있다. 또한 다
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

리클라인.js
리클라인.j는 루푸스 폴락 박사가 오픈 날리지 파운데이션(Open Knowledge Foundation) 동료들, 맥스 오그덴 등과 함께 개발했다. 폴락 박사는 이를 ‘순수 자바스크립트와
HTML로의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단순하고 강력한 라이브러리’라고 설명한다. 리
클라인.js의 내부는 모델(models), 백엔드(back ends), 뷰(views)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데이터셋(Datasets), 레코드(Records), 필드(Fields)를 포함하는 모델 요소를
이용해 데이터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데이터셋은 레코드 객체를 담는 컨테이너이고, 레
코드 객체는 구성 데이터를 대표하는 필드 객체를 담는다. 필드는 레이블, 포맷 스펙,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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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등을 포함하며 필드가 계산 여부와 데이터 유형을 알려준다. 리클라인.js는 단순한 스
트링(string), 정수(integer), 플로트(float)에서부터 복잡한 geo_point와 geoson까지 13
가지 데이터 유형을 지원한다. 또한, 필드에는 컬렉션은 물론 복잡한 JSON 객체까지 추
가할 수 있다.
리클라인.js의 백엔드 객체는 데이터셋 객체와 데이터 소스 간의 연결 역할을 맡는다.
간단히 말하면 데이터셋을 레코드로 채우는데 사용한다. 현재 리클라인.js는 8가지 백엔
그림 8│리클라인.js를 이용해 표현한 막대그래프

드를 지원하는데, CSV 파일, 엘라스틱서치(ElasticSearch), 카우치DB(CouchDB), 구글 독(Google Doc)
스프레드시트 등이다. ‘메모리’ 백엔드도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데이터를 리클라인.js로 직접 (애플리케이션
으로 하드-코드해) 푸쉬할 수도 있다.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 시각화 기능은 뷰가 맡는다.
데이터셋과 위젯(Widget) 등 두 가지 뷰를 지원한다.
여기서 ‘지원’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리클라인.js가 뷰
객체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프레임워크의 객체를 통합
하기 때문이다. 관련 문서를 보면 ‘리클라인.js 뷰는 백
본 뷰의 인스턴스’라고 나와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
듯, 데이터셋 뷰는 데이터셋 객체를 보여준다. 예를 들
어, 그리드(Grid) 뷰는 실제로 세로 머리글이 있는 가
로줄을 표시하는 테이블 뷰다. 리클라인.js 웹사이트를
보면 바 차트, 라인 차트, 타임라인를 비롯해, 지도상의
지오-데이터(geo-data)까지 다양하다. 위젯 뷰는 다

리클라인.js 데이터 익스플로러(Data Explorer)는 데이터를 리클라인.js 그리드 데이터셋
으로 내보내기를 지원한다. 다양한 차트 유형에서 디스플레이할 그리드에서 필드를 선
택할 수 있다. 예제는 앨런 오니의 책 ‘싱크 스탯’(Think Stats) 속 무게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9│리클라인.js를 이용한 동적인 웹사이트 사례

른 프레임워크에서 간단하게 데이터의 일부 측면을 보
여주거나 제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애플리케
이션의 제네릭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수정할 때도 사용
한다. 리클라인.js 관련 문서를 보면 쿼리에디터(QueryEditor) 위젯 뷰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데이터셋
의 현재 쿼리 상태를 보거나 수정할 수 있다.
리클라인.js 웹사이트를 보면 리클라인.js 메카틱의
더 세분화된 설명으로 이어주는 개요 페이지를 찾을 수
있다. 코드 스니펫과 도움을 주도록 교차 배치돼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를 들어 위젯 뷰는 사실상 소스의 설명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전부다. 총괄 용어사전은 매우 유용하다.
특히 리클라인.js에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에게는 더 요
긴할 것이다. 리클라인.js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관계

리클라인.js를 이용하면 타임라인 데이터를 하단에 표시하고 이를 우측 지도 데이터와
다른 기본 차트 유형과 함께 연결해 보여줄 수 있다.

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 데이터셋, 레코드, 필드 요소
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에 있을 만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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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또한, 리클라인.js는 다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에서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
다. 특히 MVP(model-view-presenter)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널리 사용되는 자바스크
립트 프레임워크인 백본.js(Backbone.js)와 함께 사용하기 편한데, 백본은 유틸리티 자바
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언더스코어.js(Underscore.js)를 활용한다. 또한 리클라인.js는 제
이쿼리로 백엔드 코드를 강화하고, 리플렛(Leaflet), 타임라인JS(TimelineJS) 등을 포함
한 라이브러리로 뷰 코드를 강화할 수 있다. 리클라인.js는 코드 재활용의 훌륭한 성공사
례로, 몇몇 강력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그들의 장점을 계승, 발전시킨 것
이 특징이다.

HTML5가 빅 데이터를 만날 때
만약 단순하고 직접적인 차트가 필요하다면 인포비스면 충분하다. 데이터를 JSON으로
만들어 알맞은 차트 객체에 넣기만 하면 그래프가 완성된다. 반면 데이터 시각화를 넘어
서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순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자 한다면 프로세싱.js가 제격이다. 만
약 시각화보다 데이터에 더 관심이 많아 애니메이션이나 인터랙티브 차트를 만들고 이를
그리는 대신 데이터 탐구가 주요 목적이라면 (그래서 기본적이고 단순한 그래프 유형만 몇
가지 있으면 된다면) 리클라인.js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리클라인.js는 수많은 소스에
서 데이터를 추출해 라이브러리에 넣는 툴을 제공하며 이를 쿼리,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려함에 있어서는 D3이 최고다. D3 웹사이트의 예제를 보면 그래픽의 다양성과
미려함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DOM 객체와 웹 브라우저 인프라를 활용해 구현하
기 때문에, 이미 자바스크립트(특히 제이쿼리를) 많이 사용한 개발자라면 D3도 단기간에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자바스크립트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한 활용 사례에서
필요한 것을 복사해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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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폭스 속도 향상, 비밀은

4

‘자바스크립트’
Paul Krill | InfoWorld

모

질라(Mozilla)가 웹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높이고 C와 C++ 애플리
케이션을 웹으로 확장하기 위해 asm.js 프로젝트에서 자바스크립

트 서브셋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Asm.js 사양을 보면 Asm.js는 컴파일러용 기계언어로 사용할 수 있다.
모질라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루크 와그너는 “이를 통해 C/C++ 같은 기
계언어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asm.js 자체만으로는 기존에 수작업으로 작
성한 자바스크립트를 더 빠르게 하지 못한다”며 “하지만 웹 개발자들은 아
주 창의적이어서 C/C++ 생성 이외에도 다양하게 Asm.js를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엠스크립튼(Emscripten) 툴을 이용하면
C와 C++ 애플리케이션을 asm.js로 컴파일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실행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와그너는 “(as.js의) 핵심은 성능을 극대화하는 형식 정의”라며 “이는 엠
스크립튼, 만드릴(Mandreel), LLJS, 등의 asm.js 생성기와 다른 것들을
활성화해 성능을 극대화하고,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더 확실하
게 기대한 만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자
바스크립트 엔진은 이 자바스크립트의 서브셋을 최적화할 수 있는데, 파이
어폭스와 크롬 브라우저의 속도가 단기간에 빨리진 것도 이를 이용했기 때
문이라고 와그너는 설명했다.
유명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인 액셀 라취메이어는 Asm.js가 그동안 알려
진 게임 개발에서의 유용성 외에 기업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말하는 asm.js의 장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기
존 C와 C++ 코드를 컴파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컴파일할 수 있는 코드는 무궁무진하고,
이를 컴파일해 웹상에서 아주 신속히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바스크립트 이외
언어들의 훌륭한 컴필레이션 소재라는 점이다. 어떤 언어는 더 쉽게 컴파일할 수 있어 이
들을 웹 플랫폼에서 실행하면 더 빨리 처리된다.
Asm.js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asm.js로 컴파일하고 그 결과를
오프라인으로 저장하는 웹 API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것이 완성되면 애플리케이션 작업
처리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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