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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자바스크립트를알아보기로했다.



다룰내용

1. 자바스크립트를알아보게된이유

2. 자바스크립트기초한눈에보기

3. 앞으로남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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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를알아보게된이유



Vue.js

Ext JS

UI 플랫폼도구

Spring Framework

나의프런트엔드개발히스토리

출처: “각 프레임워크별 로고”. 공식 사이트 및 위키. jQuery, jQueryMobile, Ext JS, Vue.js

출처: “고속도로 아이콘”. flaticon.

https://jquery.com/
https://jquerymobile.com/
https://www.sencha.com/products/extjs/
https://ko.wikipedia.org/wiki/Vue.js
https://www.flaticon.com/premium-icon/highway_2669438?term=highway&page=1&position=5&page=1&position=5&related_id=2669438&origi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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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런트엔드 개발경력만 2년이상

 Ext JS 프레임워크를 이용해그럭저럭 개발업무는수행가능했다.

 어디서주워본안티패턴들은 외우고있지만, 왜안티패턴인지 정확한원인은몰랐다.

 번들러환경기반의개발경험이없었다.

이때당시나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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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들러환경기반의개발경험이없었다.

이때당시나의상태

Ext.define(‘my.awesome.class’, {
someProperty: ‘something’,
someMethod: function() {}

});

var awesome = Ext.create(‘my.awesome.class’, {
someProperty: ‘other’,

});

awesome.some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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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당시나의상태

var childComp = {
props: { myTitle: String },
template: `<li>{{ myTitle }}</li>`

};

var app = new Vue({
el: '#app',
components: { ‘child-comp’: childComp },
data: { myTitle: ‘child’ }

});



 

 프런트엔드 개발경력만 2년이상

 Ext JS 프레임워크를 이용해그럭저럭 개발업무는수행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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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들러환경기반의개발경험이없었다.

이때당시나의상태

Vue.js를보니너무이질적으로느껴지네..

그래. 여기까지는한다치자. 그럼다음은??



 

 대부분프런트엔드 프레임워크삼대장인

Angular, React, Vue를사용하여 개발을하고있다.

우리의미래는?

출처: “각 프레임워크별 로고”. 공식 사이트 및 위키. AngularJS, React, Vue.js

Angular React Vue

https://angular.io/presskit
https://ko.m.wikipedia.org/wiki/%EB%A6%AC%EC%95%A1%ED%8A%B8_(%EC%9B%B9_%ED%94%84%EB%A0%88%EC%9E%84%EC%9B%8C%ED%81%AC)
https://ko.wikipedia.org/wiki/Vue.js


 

 새로운후발주자들도 계속해서나오고있다.

우리의미래는?

출처: “각 프레임워크별 로고”. 공식 사이트 및 위키. Preact, Svelte, Alpine.js

Preact Svelte Alpine.js

https://preactjs.com/assets/app-icon.pn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velte_Logo.svg
https://alpinejs.dev/


 

우리의미래는?

“그럼또새로운언어를배워야하는건가?”



 



이제야자바스크립트로보이는프레임워크실행코드

Ext.define(‘my.awesome.class’, {
someProperty: ‘something’,
someMethod: function() {}

});

var awesome = 
Ext.create(‘my.awesome.class’, {
someProperty: ‘other’,

});

awesome.someMethod();

Ext라는객체의 define이라는메서드를호출한거였구나!

내부에선생성자를호출하겠지?



이제야자바스크립트로보이는프레임워크실행코드

var childComp = {
props: {
myTitle: String

},
template: `<li>{{ myTitle }}</li>`

};

var app = new Vue({
el: '#app',
components: {
‘child-comp’: childComp

},
data: {
myTitle: ‘child’

}
});

생성자를호출하는거였어. 나머지는매개변수일뿐!



자바스크립트공부가어려웠던이유

하지만생각만큼쉽지않았다

 과거엔현상적으로만 자바스크립트를 풀이해주는 도서들이많았다.

 용어의정의가책마다다달랐다.

 내가이해할수있는자료를찾다보니단발적으로 정의만암기할뿐

전체적인개념이잡힌기분이아니었다.

 구글링으로만 검색하는 것도한계가있었다. (자료의품질을판단할능력이없었다.)





자바스크립트코어를공부한뒤달라진점

 코드를읽으면서어떻게동작할지예측이쉬워졌다.

 특히비동기코드이해도가많이올라갔다.

 사용하는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가 생각해도동작하지 않을때

구현체를확인해볼용기가조금생겼다.

 자바스크립트 기술도서를읽기가편해졌다.

 다양한해석을받아들이기가 수월해졌다.

 프레임워크에 종속되지 않는다..(는기분)



그렇게정리된흐름

자바스크립트

호이스팅

블럭스코프

함수스코프

렉시컬스코프

스코프

super

콜스택

new

스레드큐

브라우저 API

var

let / const

실행컨텍스트

프로토타입

이벤트루프

MacroTask

MicroTask

extends

클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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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본것도같고..정확히모르겠네..?

그렇게정리된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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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기초한눈에보기



 

 실행컨텍스트 위주의동작방식을기반으로진행한다.

 정확한용어, 절차보단전체적인컨셉을이해하는데 집중한다.

알아보기에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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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컨텍스트



 

 코드의실제진행상황을추적하는데필요한정보들을 모아둔구조이다.

1. 실행컨텍스트(Execution Context)



1. 실행컨텍스트(Execution Context)

function sum(a, b) {
let result = a + b;
return result;

}

let number = sum(1, 2);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sum: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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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sum(a, b) {
let result = a + b;
return result;

}

let number = sum(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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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행컨텍스트(Execution Context)

function sum(a, b) {
let result = a + b;
return result;

}

let number = sum(1, 2);

sum:

number: 3

a: 1

b: 2

result: 3

sum(1, 2);

result = 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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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행컨텍스트(Execution Context)

function sum(a, b) {
let result = a + b;
return result;

}

let number = sum(1, 2);

sum:

number: 3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함수가 ()로호출되면실행컨텍스트가 새롭게만들어진다.

 함수가종료되면실행컨텍스트는사라진다.

1. 실행컨텍스트(Execution Context)



자바스크립트의함수객체

1. 실행컨텍스트(Execution Context)

 서브루틴으로 수행될수있는객체이다.

 동작을나타내는실행코드가있으면서, (Dot Notation을 통해) 일반객체와동일하게동작할수있다.

 서브루틴으로 실행예) sum()

 일반객체처럼 동작예) sum.a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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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스택



 

 현재실행되고 있는실행컨텍스트를추적하기 위한구조체이다.

2. 콜스택(Call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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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a, b);

c + d

콜스택

전역컨텍스트

calc()

expr()

함수실행컨텍스트 지역메모리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c: 1
d: 2
r: 3



2. 콜스택(Call stack)

function sum(c, d) {
let r = c + d;
return r;

}

function calc(a, b, expr) {
let result = expr(a, b);
return result;

}

let number = calc(1, 2, sum);

sum:

calc:

number:

calc(1, 2, sum);

a: 1

b: 2

expr:  

result: 3

expr(a, b);

콜스택

전역컨텍스트

calc()

expr()

c + d

함수실행컨텍스트 지역메모리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c: 1
d: 2
r: 3



2. 콜스택(Call stack)

function sum(c, d) {
let r = c + d;
return r;

}

function calc(a, b, expr) {
let result = expr(a, b);
return result;

}

let number = calc(1, 2, sum);

sum:

calc:

number: 3

calc(1, 2, sum);

a: 1

b: 2

expr:  

result: 3

콜스택

전역컨텍스트

calc()

함수실행컨텍스트 지역메모리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2. 콜스택(Call stack)

function sum(c, d) {
let r = c + d;
return r;

}

function calc(a, b, expr) {
let result = expr(a, b);
return result;

}

let number = calc(1, 2, sum);

sum:

calc:

number: 3

콜스택

전역컨텍스트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콜스택의바닥엔전역컨텍스트가 존재한다.

 함수가호출될때해당함수의실행컨텍스트가 Push되고함수가종료되면 Pop된다.

2. 콜스택(Call stack)



여기까지

자바스크립트

호이스팅

블럭스코프

함수스코프

렉시컬스코프

스코프

super

콜스택

new

스레드큐

브라우저 API

var

let / const

실행컨텍스트

프로토타입

이벤트루프

MacroTask

MicroTask

extends

클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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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프



 

 현재접근할수있는변수들의범위이다.

3. 스코프(Scope)



 

 현재접근할수있는변수들의범위이다.

3. 스코프(Scope)

실행컨텍스트 메모리



3. 스코프(Scope)

var spreadRatio = 1.25;

function getMortageRatio(fb) {
var total = spreadRatio + fb;
return total;

}

var ratio = getMortageRatio(2);

spreadRatio: 1.25

콜스택

전역컨텍스트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3. 스코프(Scope)

var spreadRatio = 1.25;

function getMortageRatio(fb) {
var total = spreadRatio + fb;
return total;

}

var ratio = getMortageRatio(2);

spreadRatio: 1.25

getMortageRatio:

콜스택

전역컨텍스트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3. 스코프(Scope)

var spreadRatio = 1.25;

function getMortageRatio(fb) {
var total = spreadRatio + fb;
return total;

}

var ratio = getMortageRatio(2);

spreadRatio: 1.25

getMortageRatio:

ratio:

콜스택

전역컨텍스트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3. 스코프(Scope)

var spreadRatio = 1.25;

function getMortageRatio(fb) {
var total = spreadRatio + fb;
return total;

}

var ratio = getMortageRatio(2);

spreadRatio: 1.25

getMortageRatio:

ratio:

getMortageRatio(2);

fb: 2

콜스택

전역컨텍스트

getMortageRatio()

함수실행컨텍스트 지역메모리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3. 스코프(Scope)

var spreadRatio = 1.25;

function getMortageRatio(fb) {
var total = spreadRatio + fb;
return total;

}

var ratio = getMortageRatio(2);

spreadRatio: 1.25

getMortageRatio:

ratio:

getMortageRatio(2);

fb: 2

total:

total =
spreadRatio + 

fb;

콜스택

전역컨텍스트

getMortageRatio()

함수실행컨텍스트 지역메모리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3. 스코프(Scope)

var spreadRatio = 1.25;

function getMortageRatio(fb) {
var total = spreadRatio + fb;
return total;

}

var ratio = getMortageRatio(2);

spreadRatio: 1.25

getMortageRatio:

ratio:

getMortageRatio(2);

fb: 2

total:

total =
spreadRatio + 

fb;

콜스택

전역컨텍스트

getMortageRatio()

함수실행컨텍스트 지역메모리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3. 스코프(Scope)

var spreadRatio = 1.25;

function getMortageRatio(fb) {
var total = spreadRatio + fb;
return total;

}

var ratio = getMortageRatio(2);

spreadRatio: 1.25

getMortageRatio:

ratio:

getMortageRatio(2);

fb: 2

total: 3.25

total =
spreadRatio + 

fb;

콜스택

전역컨텍스트

getMortageRatio()

함수실행컨텍스트 지역메모리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3. 스코프(Scope)

var spreadRatio = 1.25;

function getMortageRatio(fb) {
var total = spreadRatio + fb;
return total;

}

var ratio = getMortageRatio(2);

spreadRatio: 1.25

getMortageRatio:

ratio: 3.25

getMortageRatio(2);

fb: 2

total: 3.25

total =
spreadRatio + 

fb;

콜스택

전역컨텍스트

getMortageRatio()

함수실행컨텍스트 지역메모리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3. 스코프(Scope)

var spreadRatio = 1.25;

function getMortageRatio(fb) {
var total = spreadRatio + fb;
return total;

}

var ratio = getMortageRatio(2);

spreadRatio: 1.25

getMortageRatio:

ratio: 3.25

콜스택

전역컨텍스트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현재접근할수있는변수들의범위이다.

 현재실행중인실행컨텍스트에서 변수를찾을수없다면, 이전실행컨텍스트로 탐색범위를옮긴다.

 이를스코프체인(Scope Chain)이라고 한다.

3. 스코프(Scope)



 

 현재접근할수있는변수들의범위이다.

 현재실행중인실행컨텍스트에서 변수를찾을수없다면, 이전실행컨텍스트로 탐색범위를옮긴다.

 이를스코프체인(Scope Chain)이라고 한다.

3. 스코프(Scope)

var a = 1;
function foo() {
var b = a + 1;
bar();
function bar() {
var c = a + b + 1;

}
}

전역실행컨텍스트

a: 1

전역메모리

foo 실행컨텍스트 foo 메모리

bar 실행컨텍스트 bar 메모리

b: 2b = a + 1;

c = a + b + 1; c: 3
콜스택

전역컨텍스트

foo()

bar()



여기까지

자바스크립트

호이스팅

블럭스코프

함수스코프

렉시컬스코프

스코프

super

콜스택

new

스레드큐

브라우저 API

var

let / const

실행컨텍스트

프로토타입

이벤트루프

MacroTask

MicroTask

extends

클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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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저



 

 함수가함수를반환할때, 반환되는함수는자신을둘러싼메모리환경을가지고반환된다.

4. 클로저(Closure)



4. 클로저(Closure)

function outer() {
var n = 0;
function increase() {
n += 1;

}

return increase;
}

var newFn = outer();
newFn();
newFn();

outer: 

전역컨텍스트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4. 클로저(Closure)

function outer() {
var n = 0;
function increase() {
n += 1;

}

return increase;
}

var newFn = outer();
newFn();
newFn();

outer: 

newFn:

전역컨텍스트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4. 클로저(Closure)

function outer() {
var n = 0;
function increase() {
n += 1;

}

return increase;
}

var newFn = outer();
newFn();
newFn();

outer: 

newFn:

outer();

전역컨텍스트

outer()

함수실행컨텍스트 지역메모리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4. 클로저(Closure)

function outer() {
var n = 0;
function increase() {
n += 1;

}

return increase;
}

var newFn = outer();
newFn();
newFn();

outer: 

newFn:

outer();

n: 0

전역컨텍스트

outer()

함수실행컨텍스트 지역메모리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4. 클로저(Closure)

function outer() {
var n = 0;
function increase() {
n += 1;

}

return increase;
}

var newFn = outer();
newFn();
newFn();

outer: 

newFn:

outer();

n: 0
increase:

전역컨텍스트

outer()

함수실행컨텍스트 지역메모리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4. 클로저(Closure)

function outer() {
var n = 0;
function increase() {
n += 1;

}

return increase;
}

var newFn = outer();
newFn();
newFn();

outer: 

newFn:

outer();

n: 0

전역컨텍스트

outer()

함수실행컨텍스트 지역메모리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increase:



4. 클로저(Closure)

function outer() {
var n = 0;
function increase() {
n += 1;

}

return increase;
}

var newFn = outer();
newFn();
newFn();

outer: 

newFn:

전역컨텍스트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4. 클로저(Closure)

function outer() {
var n = 0;
function increase() {
n += 1;

}

return increase;
}

var newFn = outer();
newFn();
newFn();

outer: 

newFn:

newFn();

전역컨텍스트

newFn()

함수실행컨텍스트 지역메모리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4. 클로저(Closure)

function outer() {
var n = 0;
function increase() {
n += 1;

}

return increase;
}

var newFn = outer();
newFn();
newFn();

outer: 

newFn:

newFn();

n += 1;

전역컨텍스트

newFn()

함수실행컨텍스트 지역메모리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4. 클로저(Closure)

function outer() {
var n = 0;
function increase() {
n += 1;

}

return increase;
}

var newFn = outer();
newFn();
newFn();

outer: 

newFn:

newFn();

n += 1;

전역컨텍스트

newFn()

함수실행컨텍스트 지역메모리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n은 outer 실행컨텍스트가종료되면서사라졌다!







함수실행컨텍스트 지역메모리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4. 클로저(Closure)

function outer() {
var n = 0;
function increase() {
n += 1;

}

return increase;
}

var newFn = outer();
newFn();
newFn();

outer: 

newFn:

newFn();

n += 1;

n: 1

상위컨텍스트로스코프체이닝을하기전클로저를먼저확인

전역컨텍스트

newFn()



4. 클로저(Closure)

function outer() {
var n = 0;
function increase() {
n += 1;

}

return increase;
}

var newFn = outer();
newFn();
newFn();

outer: 

newFn: n: 1

전역컨텍스트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4. 클로저(Closure)

function outer() {
var n = 0;
function increase() {
n += 1;

}

return increase;
}

var newFn = outer();
newFn();
newFn();

outer: 

newFn: n: 1

newFn();

전역컨텍스트

newFn()

함수실행컨텍스트 지역메모리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4. 클로저(Closure)

function outer() {
var n = 0;
function increase() {
n += 1;

}

return increase;
}

var newFn = outer();
newFn();
newFn();

outer: 

newFn: n: 2

newFn();

n += 1;

전역컨텍스트

newFn()

함수실행컨텍스트 지역메모리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4. 클로저(Closure)

function outer() {
var n = 0;
function increase() {
n += 1;

}

return increase;
}

var newFn = outer();
newFn();
newFn();

outer: 

newFn: n: 2

n은 newFn이호출되어야만접근이가능!

전역컨텍스트



 

 함수가함수를반환할때, 반환되는함수는자신을둘러싼메모리환경을가지고반환된다.

 함수의호출이아닌정의된위치에결정되는스코프이며 이를렉시컬스코프라 한다.

 상위실행컨텍스트로 스코프체인을이어가기 전클로저에변수가있는지먼저확인한다.

 클로저변수는함수가호출이되어야만접근이가능하기때문에정보은닉에활용된다.

 함수호출간공유메모리로도 활용이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함수가종료되면메모리환경이사라져, 각호출간연결고리가없다.

4. 클로저(Closure)



여기까지

자바스크립트

호이스팅

블럭스코프

함수스코프

렉시컬스코프

스코프

super

콜스택

new

스레드큐

브라우저 API

var

let / const

실행컨텍스트

프로토타입

이벤트루프

MacroTask

MicroTask

extends

클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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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기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엔진은기본적으로 싱글스레드이다.

 개발자들은 브라우저 API를활용하여비동기프로그래밍을 할수있다.

5. 비동기자바스크립트(Asynchronous JavaScript)



5. 비동기자바스크립트(Asynchronous JavaScript)

function greet() {
console.log(‘Hi’);

}

function wait(ms) {
// blocking for ms

}

setTimeout(greet, 5);
wait(1000);
console.log(‘Bye’);

greet: 

스레드큐

타이머

1ms

전역컨텍스트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브라우저 API 콘솔



5. 비동기자바스크립트(Asynchronous JavaScript)

function greet() {
console.log(‘Hi’);

}

function wait(ms) {
// blocking for ms

}

setTimeout(greet, 5);
wait(1000);
console.log(‘Bye’);

greet: 

스레드큐

타이머

1ms

전역컨텍스트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브라우저 API 콘솔



5. 비동기자바스크립트(Asynchronous JavaScript)

function greet() {
console.log(‘Hi’);

}

function wait(ms) {
// blocking for ms

}

setTimeout(greet, 5);
wait(1000);
console.log(‘Bye’);

greet: 

스레드큐

타이머

1ms

전역컨텍스트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브라우저 API 콘솔



5. 비동기자바스크립트(Asynchronous JavaScript)

function greet() {
console.log(‘Hi’);

}

function wait(ms) {
// blocking for ms

}

setTimeout(greet, 5);
wait(1000);
console.log(‘Bye’);

greet: 

스레드큐

타이머

1ms

전역컨텍스트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브라우저 API 콘솔



5. 비동기자바스크립트(Asynchronous JavaScript)

function greet() {
console.log(‘Hi’);

}

function wait(ms) {
// blocking for ms

}

setTimeout(greet, 5);
wait(1000);
console.log(‘Bye’);

greet: 

wait:

스레드큐

타이머

2ms

전역컨텍스트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브라우저 API 콘솔



5. 비동기자바스크립트(Asynchronous JavaScript)

function greet() {
console.log(‘Hi’);

}

function wait(ms) {
// blocking for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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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저 API에서콜백을스레드큐에등록시킨다.

 엔진이콜백을실행할준비가되면스레드큐에서콜스택으로콜백함수를넘겨준다.

5. 비동기자바스크립트(Asynchronous JavaScript)

준비는언제되는거지?



 

 콜백을실행할준비가되는시점은

 콜스택이비어있고

 전역실행컨텍스트에서 실행할코드가없을때

5. 비동기자바스크립트(Asynchronous JavaScript)

이렇게조건을계속체크하고콜백함수를

큐에서스택으로옮겨주는걸이벤트루프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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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프로토타입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토타입이라는 특수한객체를가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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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fns = { 
getName() {
return this.name;

},
addAge() {
this.age += 1;

}
};
function createPerson(name) {
let newPerson = {};
Object.setPrototypeOf(

newPerson, fns
);
newPerson.name = name;
newPerson.age = 0;
return newPerson;

}

let john = createPerson(‘john’);

전역실행컨텍스트 전역메모리

f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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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턴스생성을위해빈객체를만들고

 프로토타입을 연결해준 뒤

 속성값들을할당해주고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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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바스크립트프로토타입(JavaScript Prototype)

function createPerson(name) {
let newPerson = {};
Object.setPrototypeOf(
newPerson, fns

);
newPerson.name = name;
this.name = name;
newPerson.age = 0;
this.age = 0;
return newPerson;

}

createPerson.prototype.getName =
function() { return this.name; };

createPerson.prototype.addAge = 
function() { this.age += 1; }

let john = new createPerson(‘john’);
john.getName();

new createPerson();

name: ‘john’

this: {
name: ‘john’,
age: 0,
__proto__:

}

{
name: ‘john’
age: 0
__proto__:

}

createPerson: 

prototype:

john:



 

 인스턴스생성을위해 (this라는이름으로) 빈객체를만들고

 프로토타입을 연결해준 뒤

 속성값들을할당해주고

 반환

6. 자바스크립트프로토타입(JavaScript Prototype)

이게 new가내부적으로해주는일이었구나



여기까지

자바스크립트

호이스팅

블럭스코프

함수스코프

렉시컬스코프

스코프

super

콜스택

new

스레드큐

브라우저 API

var

let / const

실행컨텍스트

프로토타입

이벤트루프

MacroTask

MicroTask

extends

클로저



미처설명하지못한개념들

이렇게흐름정리는했지만..

 변수의타입에따라참조를하게될수도, 복사가될수도있다는점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일급객체라는점

 자바스크립트의 this 스코프결정방법

 let 키워드(블럭 스코프)



© 2021 NHN FORWARD. All rights reserved.

앞으로남은것들



다루지못한컨셉들

매해새로운스펙이쏟아지고있는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에서 상속을구현하는방법

 프로토타입

 ES2015+ 문법들의동작원리

 (class, super, extends, Promise, Iterator, Generator, Async/Await)

 스레드큐의두가지종류(MicroTask, MacroTask)



자바스크립트상속

그럼이제부터는?

 프로토타입이 부모-자식간어떻게연결이되는지

 프로토타입 또한객체이기에 __proto__를갖고있다.



ES2015+ 스펙중주요문법들

그럼이제부터는?

 class, super, extends 키워드

 결국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다.

 Promise

 비동기처리방법을그대로따라간다.

 MicroTask, MacroTask를알아보자.

 ES2016의 async / await

 ES2015의 Promise, iterator, generator를알면더확실히보인다.



저는개인적으로..

그럼이제부터는?

 babel이라는트랜스파일러로 폴리필코드를한번씩본다. (https://babeljs.io/repl)

https://babeljs.io/repl


저는개인적으로..

그럼이제부터는?

 프레임워크 구현체에서 잘모르거나사용하지않는문법이있다면스펙을찾아본다.



 

 어떤개념의정의를무작정외우기보단 전체적인컨셉을먼저알아본다.

 편의문법(Sugar Syntax)을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내부동작을이해하고 쓴다.

그럼이제부터는?



 

바뀐미래!

새로운언어가아닌자바스크립트로만들어진코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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