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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지은이_ 테리 존슨Terry Jones
테리 존슨은 Fluidinfo의 창업자이자 CTO다. 35년 동안 프로그래밍을 해 오고 있
으며 최근 7년 간 디퍼드Deferreds를 열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자에 대해서는 홈페
이지01와 블로그02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은이_ 니콜라스 톨러베이Nicholas H. Tollervey
니콜라스 톨러베이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뮤지션, 교사, 작가, 프로그래머이
고, 블로그03를 운영하고 있다.

01 http://jon.es/terry.html
02 http://blogs.fluidinfo.com/terry
03 http://ntoll.org/

역자 소개

역자_ 조건희
대한민국의 평범한 개발자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며 현업
에 종사하고 있다. RoR로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하여 현재는 Spring을 이용한 솔
루션 개발에 한창이다. 한 줄 한 줄 작성한 코드가 사용자에게 가치를 준다는 점에
서 하고 있는 일에 매력을 느끼며, 개발자의 가치와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도 관심
이 많다.

저자 서문

자바스크립트 세상은 최근 몇 년 동안 클라이언트 사이드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
이션의 발전과 node.js01를 사용한 서버 사이드의 자바스크립트의 도래로 의미 있
는 변화를 겪고 있다.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머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서
비동기적 API들을 다루는 데 좀 더 능숙해져야만 했다. 몇 년 전의 자바스크립트들
은 모두 클라이언트 사이드 뿐이었다. 프로그래머들은 그저 독립적이고 단일한 비
동기 함수 호출들(이것의 결과는 주로 HTML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갱신하는 데 사용되었다)
만 다루면 되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 훨씬 복잡해졌다. 서버 사이드의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
은 여러 개의 다른 서비스(데이터베이스나 캐시, 로드 밸런서, 파일시스템, 인증 시스템, 써드
파티third-party API 등)에 주기적으로 비동기적 호출을 보내고 응답을 얻어 내곤 한다.

반면에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자바스크립트들은 이제 여러 개의 비동기적 API에 대
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HTML5에서 제공하는 것들도 있고 오래되
었지만 여전히 좋은 AJAX(첫 글자인 A가 비동기asynchronous의 약자라는 것을 기억하자)도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개의 비동기적 API에 대한 동시 호출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결과를 빠르게 얻고, 정보를 조합하고, 또 여러 호출들이 완료되길 기
다리고, 호출들을 특정한 순서대로 실행시키고, 결과에 따라 호출 순서를 다르게
가져가기도 하고, 오류를 다루고, 대체될 수 있는 서비스들(캐시 미스 등)02에 대비하
고, 네트워크 호출 실패가 발생하면 재시도를 하는 등의 처리 말이다.
01 http://nodejs.org/
02 역자주_여기서 대체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란,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서비스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캐시에 값이 없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가져오는 식으로 말이다.

‘콜백 지옥Callback hell’이라는 표현은 한 번에 약 10,000개의 구글 요청과 같은 일
들이 발생하는 최신 애플리케이션에서 예전 방식인 단일 콜백 프로그래밍을 사용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많은 프로그래머에게 이런 고통
은 매일 일어나는 현실이다. 단일 콜백을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몇 개
의 비동기 호출들을 간단히 조합하는 일조차 어렵게 된다. 열심히 고민해보지만 결
국 복잡하고, 깨지기 쉽고, 미완의 해결책으로 끝나기 쉽다. 또한 버그를 찾기 어렵
고, 문서화하기 어려우며, 추가적으로 비동기적 요구사항이 발생했을 때 확장하기
어려워진다. 여러 개의 비동기적 이벤트를 처리하는 데 단일 콜백 모델을 사용하여
콜백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똑똑하고 경험 많은 프로그래머에게조차도 정말 어려
운 일이다.

역자 서문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시작하면 접하게 되는 주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비동기 처
리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에게 디퍼드Deferreds의 개념은 그리 낯선 대상이
아니다. 이미 2011년 초에 jQuery 1.5가 공개되면서 디퍼드가 함께 소개되었고,
굳이 디퍼드가 아니더라도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에게는 비동기 처리가 일상이기 때
문이다. 즉, 디퍼드는 단지 비동기 처리 방식이 추상화되고 깔끔해진 API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낯설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첫 번째, Ajax 요청을 동기적으로 처리할 때다. 외부 시스템과의 통신을 동기적으
로 처리하면 요청이 끝날때까지 다른 어떤 코드도 수행되지 않는다. 속도를 위해
Ajax를 사용했지만, 정작 속도는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그럼에도 이런
비용을 감수하려고 하는 것은 비동기 프로그래밍이 너무 복잡해질 때가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디퍼드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다르게 생각해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디퍼드를 알고 있지만 단지 jQuery의 $.ajax, $.animate API와 같이 클
라이언트의 입장에서만 사용해본 경우다. 디퍼드를 제공하고 수행하는 입장에서 코
드를 작성해본 적이 없다면 디퍼드는 단지 비동기 처리를 깔끔하게 사용하도록 도
와주는 jQuery 메소드일 뿐이다. 하지만 디퍼드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 디퍼드를
좀 더 파헤쳐 본다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디퍼드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이 개념이 과연 책으로 나올만한 것인지
도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이것은 책을 읽기 전의 이야기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디

퍼드의 깊이와 재미는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사뭇 달랐으며, 이를 여러분도 느껴
보았으면 좋겠다.

대상 독자

우선 이 책은 디퍼드를 모르는 jQuery 프로그래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jQuery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머 대부분이 디퍼드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또한, 디퍼드를 들어본 개발자들 중에서도 디퍼드가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았다.
디퍼드는 널리 쓰이지는 않고 있지만, 강력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다. 디퍼드는
최근에 많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에 추가되었으며 주목을 받고
있다. 스택오버플로우StackOverflow01에서 디퍼드를 검색하면 현재 약 18,000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책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6개월 동안 40%가 상승한
수치다.
디퍼드를 알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및 서버 사이드의 자바스크립
트 프로그래머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실용적 지식을 향상시키고, 실제 사용
되는 예제들을 더 많이 접해 보고 싶으며, 디퍼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고
를 넓히고 깊게 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책이 적합한 책이다. 이 책은 18개의 실제
디퍼드 사용 예제들과 생각하기 좋은 75개 과제와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이 책이 디퍼드와 프로미스를 사용하는 프로그
래머들을 자극시키고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 jQuery를 쓰는 프로그래머들은
물론 자바스크립트 이외의 프로그래머들까지도 말이다. 디퍼드에 대한 개념적 기
반은 많은 자바스크립트 패키지와 디퍼드를 지원하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거의 동일하다. 개념이 매우 유사하므로 다른 환경에서 구현이 직관적이며, 사실상
01 http://bit.ly/1bC2dDQ

이 책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jQuery 이외에서 디퍼드를 사용하는 데에도 그대로
유용하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언어가 무엇이든지 이 책이 재미있고 가치 있게 읽히
기를 희망한다. 이 책은 디퍼드를 처음 배울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
력했다.

이 책의 목표

이 책은 디퍼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콜백 지옥을 피할 수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디퍼드에는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 디퍼드는 이전에는 없던 것을 제공
하는데(이는 미래의 결과를 다루는 간단한 매커니즘이다), 이것은 문법적 간소화를 뛰어넘
는 여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프로그래밍의 관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사고의 확장과 함께 주어진 상황에 디퍼
드를 사용하는게 적절한지, 어떤 디퍼드 패키지를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디퍼드를 배우고 디퍼드를 통해 프로그래밍의 즐거움을
알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마치 두뇌 근육을 키워주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 책의 주 목적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프로그래머들에게 디퍼드를 소개하는
것이다. 또한, 디퍼드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말로 범용적이고도 구체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디퍼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디퍼드를 어떤
상황에서 만나더라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자바스크립트 디퍼드 패
키지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말이다.
두 번째 목표는 실제로 적지 않게 사용되는 여러 디퍼드 예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디퍼드를 가지고 지난 7년 동안 프로그래밍해 왔고, 그동안 작성한 유용한 예제 중
일부를 여기로 가져왔다. 이것들은 보통 100라인 정도 되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코드지만 종종 깊이 생각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 3장의 레시피들을 통해
디퍼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여러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

이 책의 과제

3장의 디퍼드 레시피들은 여러 과제를 남기고 있다. 여러분이 이 과제에 참여하여
제시된 자료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코드까지 작성해 본다면 더 좋
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하기다. 수동적 독자가 되지 말자!
디퍼드를 사용할 때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사고가 필
요하다. 일단 디퍼드를 이해하면 이것을 가지고 퍼즐을 푸는 것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반복해서 해 볼수록 좀 더 익숙해질 것이고, 이것이 유연하고 강력
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른 것은 다 뒤로 제쳐두고, 디퍼드를 어떻게 사용하
는지 이해하는 것 자체로 즐거움이기도 하다!
과제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부록 A에서 힌트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참고사항

jQuery 디퍼드

이 책에서는 jQuery 디퍼드에 집중하기로 한다. jQuery 자체가 흔하기도 하고 여
기서 두 가지 중요하고 익숙한 관점($.ajax와 애니메이션)이 이미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jQuery 디퍼드는 확실히 이 주제에 관해 첨단은 아니다. 앞으로 살펴보겠
지만, jQuery는 자바스크립트의 다른 여러 디퍼드 패키지와 한 가지 면에서 중요
한 차이가 있다. jQuery 디퍼드는 프로미스/A+01라는 멋진 명세를 따르지 않고 있
다(“4.2 프로미스/A+” 참조).
이 책은 jQuery02의 1.10.203 또는 2.0.304 버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jQuery
디퍼드 API는 여러 번 변경되어서 어떤 버전을 설명하는지가 중요하다(“2.6 jQuery
디퍼드 API의 변경사항” 참조). 서버 사이드에는 jQuery-디퍼드 노드 모듈05의 1.9.1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노드 모듈과 jQuery 디퍼드 코드의 상당수는 쥴리안 아우
버그Julian Aubourg06에 의해 작성되었다.
자바스크립트 코딩 스타일 또는 부족한 점

자바스크립트는 ‘한 가지 방법만 존재하는’ 언어가 아니다. 그 결과 이 책에서 대
부분의 코드 라인은 서로 다르게 작성되었다. 디퍼드에 집중하기 위해 가능한 한
01 http://bit.ly/1bC2dDS
02 http://jquery.com/
03 http://bit.ly/1bBXTVf
04 http://bit.ly/1bBY6aK
05 http://bit.ly/1bC2aIi
06 http://bit.ly/1bC2aIj

단순하고 깔끔한 방식의 코드 작성을 선택했다. 이 책의 예제들을 자신이 사용하
는 코딩 스타일이나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조금씩 적절하게 바꾸어도 된다. 예를 들
어,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생성(new 키워드, 자신을 호출하는 익명 함수, 전역 변수 등을 사
용하여)한다거나 루프를 사용(for 문, $.map, [].forEach 등)하거나 변수를 선언하거나

console.log를 통해 로그를 남기는 등의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디퍼드에 집
중을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종종 오류 처리를 무시한다.
일러두기

		

이 아이콘은 일반적인 주석을 의미한다.

		

이 아이콘은 경고나 주의를 의미한다.

코드 예제

이 책에서 사용하는 예제 코드는 https://github.com/jquery-deferreds/code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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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개

디퍼드deferred란 아직 사용할 수 없는 결과를 가리키며,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대상
을 나타내는 추상적 개념이기도 하다. 정상 또는 오류 결과를 처리하는 코드를 디
퍼드에 작성해두면 결과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처리가 진행된다.
이게 디퍼드다!
디퍼드의 사용법은 계획을 세우는 일과 매우 비슷하다. X가 오류 없이 끝나면 Y를
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Z를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일상의 예를 들면, “빨래 건조기를
다 돌리고 났을 때 옷이 잘 말랐다면 정리하고, 아직 덜 말랐다면 빨랫줄에 다시 넌
다.” 여기서 “빨래 건조기를 다 돌리고 났을 때”가 바로 디퍼드다. “정리하고”는 정
상적 경우의 처리(콜백callback)이며, “빨랫줄에 다시 넌다”는 오류 상황에 대한 처리
(에러백errback)다. 이런 식의 계획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가능하다.

아직 디퍼드의 결과를 알 수 없더라도 두 가지 가능한 경우(빨래 건조기의 작동이 끝났
을 때 옷은 말라 있거나 젖어 있을 것이다)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건조기가

실제로는 이미 동작을 끝냈을지도 모르지만, 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
은 디퍼드가 무언가를 시작하는 일(결국 디퍼드로 끝난다)과 결과를 다루는 일(디퍼드가
완료되었을 때)을 완전히 분리시켜준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 책에서 다루겠지만, 이

런 분리가 가져다주는 이점은 상당히 많다.
지금까지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곧 많은 예제를 만
나볼 것이다.

1장 소개

1

1.1 생각할 거리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은 이벤트 기반event-based01 환경에서 작동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키보드 입력, 마우스 클릭, 그리고 저수준의 입출력 명령 등은 모두 이벤트다. 프로
그램이 실행될 때 관심있는 이벤트를 자바스크립트 런타임JavaScript runtime에 미리
알려주고,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될 코드를 제공할 수 있다. 알려주었던 이
벤트가 발생하면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작성된 코드를 실행
한다.
이것은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친숙한 방식으로, 마치 매일 매일 계획을 짜는 일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이 빠르게 아침을 만들기 위해 신선한 오렌지 쥬스와 토스트,
삶은 달걀 이 세 가지 재료를 한 번에 준비한다고 해보자. 토스트와 계란을 요리하
는 동안 오렌지를 짤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토스트와 계란 요리를 먼
저 시작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으며 이것은 토스트와 달걀이 먼저 완성될
것인지와는 관계가 없다. 좀 더 규모를 늘려서 분주한 식당의 주방 직원들을 생각
해 보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물을 끓이는 일)을 진행하고, 갑작스런 상황(접시 위
의 치즈가 타는 일)에 대응하기도 하며, 또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처하면서 인

원이 적은 주방 팀은 많은 손님의 음식을 한꺼번에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에서 하나의 이벤트를 다루는 일
은 어찌보면 시시한 일이다. 반면, 다수의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다. 임시 방편의 해결책들은 작성하는 것이 까다롭고, 테스트하
기 어려우며, 불안정하고, 가독성도 떨어지고, 유지보수도 어렵게 만든다.
이런 문제는 매우 사소한 일에서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로 된 음식
01 h
 ttp://bit.ly/1bC2a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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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여기에는 makeToast와 makeEggs라는 함수가 있
다. 이 두 함수는 각 음식이 다 만들어졌을 때 그 결과를 인자로 두고 실행되는 콜
백 함수를 받는다. 다음 예제처럼 말이다.

makeToast(function (toast) {
// 토스트 완성!
});

여기서 해야 할 일은 makeBreakfast라는 함수를 만드는 것인데, 이 함수는 토스
트와 계란을 동시에 만드는 일을 수행하며, 이 일을 완료했을 때 하나의 콜백을 실
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function makeBreakfast(callback) {
// 토스트와 계란을 동시에 만들기 위해 makeToast와 makeEggs 함수를 사용하라.
// 두 일이 모두 끝나면 콜백에게 각 함수들을 넘기도록 하라.
}

자, 이제 makeBreakfast를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해 보자.
가장 흔한 해결책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각 함수(makeToast 혹은 makeEggs)의 실행
이 완료되었을 때 서로의 결과가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검사한다. 사용 가능하다면
콜백을 호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우선 저장해 놓고 기다렸다가 다른 함수의
실행이 끝나면 이 값을 콜백에 넘겨준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코드는 별로 우아하지도, 보편적이지도 않다. 팬 케
이크와 커피를 만드는 일까지 추가로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02
02 “ 2.1.7 whe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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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이벤트를 관리하는 예제가 아주 단순함에도 코드는 이미 복잡해져 버렸다.
현실의 거의 모든 시나리오는 이것보다 복잡하며 그 정도가 훨씬 클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몇 번 더 겪게 되면 일반적인 패턴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도우미helper 함수를 한두 개 만드는 식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디퍼드를
작성하는 일은 멀지 않았다.

1.2 디퍼드와 프로미스의 정의
시작에 앞서 두 가지 용어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바로 jQuery03에서
의 디퍼드deferreds와 프로미스promises이다.
음식에 관한 주제를 계속 이어가 보자. 아베 페티그Abe Fettig의 『Twisted Network
Programming Essential』(O’Reilly, 2013)04의 초판은 실제 세상을 비유하여 디퍼
드를 잘 설명하고 있다. 몇몇 유명한 식당은 원격 버저를 사용해서 기다리는 손님
들에게 자리가 났음을 알려준다. 결과적으로 손님들은 입구를 막으면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기다리는 동안 가벼운 음료를 마시거나 잠시 걷는 일을 즐길 수도 있
다. 이 명쾌한 접근방식을 통해 지루하고 문제가 많은 동기적 해결책(줄을 서는 일)대
신 기다리는 사이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비동기적 해결책을 적용하게 되었다.
식당 지배인이 손님의 정보(식사 인원 수, 좌석 정보 등)를 식당 시스템에 입력할 때 그
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일의 첫 번째 단계를 수행하는 중이다. jQuery 용어로
말하자면 지배인은 디퍼드를 만드는 것이며, 손님이 버저를 건네받는 것은 프로
미스에 해당한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 빈 자리가 생기면 지배인은 디퍼드를 ‘해결
resolve’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를 누를 것이고, 손님의 주머니 속 버저가

03 jQuery의 용어가 쓰이는 곳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자. 몇몇은 디퍼드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언젠가
“Futures and promises”(http://bit.ly/1bC2dDX)라는 위키디피아 글을 읽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04 2판에서는 제시카 맥켈러(Jessica McKellar)라는 사람이 저자로 추가되었고 이 훌륭한 비유는 없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연결시켜둔 링크는 2판이다.(http://oreil.ly/1bC2f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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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손님(프로미스 소유자)이 버저를 울릴 수 없고, 오직 지배인
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jQuery의 디퍼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작업 시간이 오래 걸
릴 수 있는 함수를 작성할 때(데이터베이스 작업이나 네트워크 호출 등) 프로그래머는 디
퍼드를 만들고 작업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면 디퍼드를 발화시킨다. 디퍼드로부터
프로미스를 얻고 이는 다시 호출자에게 전달된다. 버저를 가진 식당 손님처럼 호출
자는 프로미스를 작동시킬 수 없다. 순서를 기다리는 손님이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프로미스를 받는 프로그램은 프로미스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처리들을 진
행할 수 있다. 빈둥빈둥 기다리지 않고 말이다.
요약하면 디퍼드는 만드는 것이고 프로미스는 기다리는 것이다.

1.3 낯익은 프로미스
jQuery의 $.ajax 또는 animate 메소드를 사용해 봤다면 이미 프로미스를 써본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해 봤을지도 모르겠다.

$('#label').animate({ opacity: 0.25 }, 100, function () {
// 애니메이션 완료.
});

animate 함수의 반환값은 프로미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이 프로미
스는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 해결된 상태가 된다. 앞의 코드는 다음과 같이 작성
할 수도 있다.

var promise = $('#label').animate({ opacity: 0.25 }, 100).promise();
promise.done(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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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 완료.
});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두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 결과를 처
리해야 한다면 어떨까? 프로미스를 사용하면 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var promise1 = $('#label-1').animate({ opacity: 0.25 }, 100).promise();
var promise2 = $('#label-2').animate({ opacity: 0.75 }, 200).promise();
$.when(promise1, promise2).done(function(){
// 2개의 애니메이션 완료.});

jQuery의 $.when 메소드는 여러 개의 프로미스를 인자로 받을 수 있고 새로운 프
로미스를 반환하며, 이 새로운 프로미스는 전달받은 프로미스들이 언제 해결되는
지를 알려준다. “1.1 생각할 거리”에서 아침을 만드는 꼼수와 지금 방식의 단순함
을 한 번 비교해 보라.
$.ajax 메소드는 프로미스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값을 반환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
이 작성할 수 있다.

$.when($.ajax('http://google.com'), $.ajax('http://yahoo.com')).then(
function(googlePage, yahooPage){
// 2개의 URL에 대한 응답 완료.
}
);

이보다 더 복잡해도 어렵지 않다. 두 URL에 대한 응답을 가져오고, 각각 수행 중일
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며, 이 네 개의 이벤트가 끝났을 때 무언가를 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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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jax('http://google.com').then(function(){
		

return $('#label_1').animate({ opacity: 0.25 }, 100);

}),
$.ajax('http://yahoo.com').then(function(){
		

return $('#label_2').animate({ opacity: 0.75 }, 200);

})
).then(
function(){
		
// 2개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았고 애니메이션도 모두 끝났다.
}
);

마치 간단한 계획을 자연어로 표현한 것처럼 코드가 읽히지 않는가.
그런데 디퍼드는 다소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판이 자자하다. 하지
만 앞에서 본 것처럼 이는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 발생할 이벤트들을 어떻게 처리
할지 계획을 세우는 일과 거의 흡사하다.
지금까지 다뤄본 디퍼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면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이 도
전적이고 가치있는 대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3장에서는 디퍼드에 관한 수많은 예
제를 다뤄볼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jQuery 디퍼드의 API에 대해 먼저 알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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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jQuery 디퍼드 API

jQuery 디퍼드는 여러 수준으로 익힐 수 있고,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관점을 제공
한다.
가장 저수준에는 jQuery의 deferred.js01와 callback.js02 같은 자바스크립트 소
스가 있다. 소스를 읽는 것은 매우 유익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코드가 아니다! 따라
가기도 벅찬 소스이고(jQuery는 가독성이 아니라 코드 크기와 실행 속도에 최적화되어 있다),
디퍼드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해주지도 않는다. 심지어 디퍼드에 사용
가능한 메소드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음으로 디퍼드 객체Deferred object03와 jQuery.when04(지금부터는 $.when라고 부르겠
다), .promise( )05 함수에 대한 jQuery의 공식 문서가 있다. 이 API 문서에는 어떤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인자는 무엇인지, 버전 변경에 따라 더는 지원되지 않
는deprecated 메소드가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다. 아마도 디퍼드에 익숙해지는 과정
에서 이 문서를 여러 번 보게 될 것이다.
다음 수준으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서 프로미스의 행동을 표준화하는 제안
(“4.2 프로미스/A+” 참조)이 있다. 이는 jQuery의 디퍼드와 프로미스에 직접적인 관

련은 없지만, API 구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퍼드 요소와 API를 설명하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가 있
는데, 이것이 바로 이번 장의 내용이다. 모든 API에 대한 설명과 사용 예제들을 소
01 http://bit.ly/IK0c24
02 http://bit.ly/1bC2dDY
03 http://bit.ly/1bC2dUe
04 http://bit.ly/1bC2dUh
05 http://bit.ly/1bC2b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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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지만, 온라인 문서06의 내용과 중복은 피할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API 설
명을 읽고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 공식 문서의 도움을 받기 바
란다.
우선, 함수 호출에 의해 반환된 프로미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다. 이 내용들을 이해하면 디퍼드를 만들고 다른 곳으로 프로미스를 전
달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2.1 프로미스 사용하기
어떤 종류의 함수들이 프로미스를 반환할까?
jQuery에는 프로미스를 얻는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이 중 두 개는 “1.3 낯익은 프로
미스”에서 언급되었다). 첫 번째로, $.ajax가 프로미스를 반환한다.07 대부분의 jQuery

사용자들은 $.ajax를 만들 때 error와 success 함수를 넘기는 것에는 익숙할 것이
다. 하지만 $.ajax의 반환값을 프로미스로 다룰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디퍼드의
이점을 만끽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jQuery의 animate 메소드
가 promise 메소드를 가진 객체를 반환하며, 이 메소드가 바로 프로미스를 반환한
다. 세 번째로, 특정 돔DOM 엘리먼트를 탐색할 때(예를 들어, HTML의 <p> 엘리먼트를 선
택하기 위해 $(‘p’)를 사용) 이 탐색 결과의 promise 메소드가 프로미스를 반환한다. 이

때의 프로미스는 선택된 엘리먼트의 모든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 해결함을 기본
으로 한다.
이 외에도 jQuery가 아닌 다른 자바스크립트 API 함수에서도 프로미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프로미스를 직접 다뤄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보다는 프로미스를 가
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06 역자주_jQuery의 API 문서(http://api.jquery.com/)를 가리킨다.
07 사 실 엄격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다. $.ajax는 내부적으로 디퍼드를 통해 프로미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객체를 반환한다.
일반적인 jQuery 사용자들에게 이런 세부사항은 중요하지 않으며 무시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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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해결, 거부, 그리고 진행의 개념

프로미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프로미스가 디퍼드로부터 만들
어졌다는 사실이다. 디퍼드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프로미스를 다루게 될 것이
고, 이는 가치 있는 일이다. jQuery는 프로미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기
위해 해결resolve, 거부reject, 그리고 진행progress08을 사용한다. 잘못된 것이 없다면
프로미스는 해결될 것이고, 오류가 발생했다면 거부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행
이벤트를 만들고 프로미스에게 이를 알려줄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이따금 비공식
적으로 디퍼드나 프로미스가 발화되었다fired 라고 얘기할 것이다. 이는 디퍼드가
거부되거나 해결되었지만, 둘 중에 어느 것인지는 신경쓰지 않을 때 사용한다.
다음에 나오는 API 예제들에서 이미 promise 변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겠다. 이는
디퍼드를 만들고 이 디퍼드의 프로미스를 반환하는 함수로부터 얻은 것이다.

2.1.2 done

디퍼드가 해결되었을 때 호출될 함수를 다루기 위해 done 메소드09를 프로미스에
사용하자.

promise.done(function(result){
// result는 디퍼드가 해결된 상태일 때의 값이다.
console.log('프로미스가 해결된 상태일 때의 값', result);
});

08 역자주_jQuery의 공식 문서의 상태 설명(http://api.jquery.com/deferred.state/)에 따르면 jQuery의 디퍼드 객체가
가질 수 있는 상태는 해결된(resolved), 거부된(rejected), 진행 중(pending) 이렇게 세 가지다. ‘해결된’은 어떤 행위(Http
요청 등)가 성공적으로 끝난 상태를 의미하고, ‘거부된’은 실패한 상태를, 그리고 ‘진행 중’은 성공이든 실패든 아직 그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09 http://bit.ly/1bC2d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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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은 동일한 프로미스에 의해 여러 번 호출될 수 있다. 각각의 호출은 프로미스
가 해결되었을 때 호출될 함수 목록에 포함된다.
done 메소드에 전달한 함수는 디퍼드가 해결될 때 사용되는 모든 인자와 함께 호
출된다. 앞의 예제는 디퍼드가 하나의 인자와 함께 해결된 단순한 경우를 보여준다.
done 콜백으로부터 값을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에 주의하자! 전달된
값은 단지 사라질 뿐 전달되지도 않고, 다른 done 콜백에서 사용할 수도 없다. 모
든 완료 콜백은 상호 독립적이고, 각각은 모두 동일한 값으로 호출된다.
프로미스의 결과를 수정해서 콜백으로 전달하고 싶다면 then 메소드를 사용하라.
2.1.3 fail

디퍼드가 거부된 경우에 호출될 함수를 다루기 위해 fail 메소드10를 사용하자.

promise.fail(function(error){
// 디퍼드가 거부된 상태일 때의 값이다.
console.log('프로미스가 거부된 상태일 때의 값', error);
});

done 메소드처럼 fail 메소드도 여러 번 호출될 수 있고, 실패 함수 목록에 추가된
다. fail 메소드에 전달된 함수들은 디퍼드가 거부될때 사용된 모든 인자들과 함께
호출된다. 또한, done 메소드에 넘겨지는 콜백처럼 fail 콜백이 반환하는 값은 의
미가 없다.

10 http://bit.ly/1bC2b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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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promise

jQuery의 promise 함수는 돔 엘리먼트 선택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프로미스를
얻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promise( ) 문서11의 내용을 조금 변형한 예제
를 보자.

$('div').each(function(i){
$(this).fadeIn().fadeOut(1000 * (i + 1));
});
$('div').promise().done(function(){
// 모든 <div> 애니메이션이 끝났다.
});

promise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모든 엘리먼트의 애니메이션이 발화되었을 때 디
퍼드로부터 프로미스를 반환한다. promise 메소드에는 프로미스가 응답해야 하
는 이벤트 큐들을 서로 다르게 명명하기 위한 인자들을 넘겨줄 수 있다(디폴트 이름
은 ‘effect’를 가리키는 ‘fx’다). 좀 더 고급 메소드들은 promise에 객체를 넘길 수도 있

는데, 이런 경우에는 jQuery가 일반적인 프로미스 메소드들(done, fail 등)을 객체에
담아서 넘겨준다. 이 사용법들은 책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
면 .promise( ) 문서를 보고 예제들을 찾아보기 바란다.
프로미스 함수는 클라이언트 측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돔으로부터 jQuery가 선택한 엘
리먼트들의 집합에 대해서 동작).

11 http://bit.ly/1bC2b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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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then

then 12은 하나의 디퍼드로부터 결과값을 가져와서 수정하고, 다른 디퍼드에 이
수정된 값을 입력값으로 제공하는 jQuery의 유일한 메커니즘이다. done, fail,
progress 함수로는 할 수 없다(이런 콜백들에서 반환된 값은 무시된다). then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것이 새로운 디퍼드를 만들고 새로운 디퍼드의 프로
미스를 반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공하는 함수를 수정하기 위해 무대 뒤에서
는 원래 프로미스의 결과값을 가로채고 새로운 디퍼드(여기의 프로미스가 반환될 것이
다)를 만들어 작동시킨다.

then에 제공한 수정 함수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 새로운 프로미스를 반환할 수 있다.
then에는 원래의 프로미스로부터 성공 값과 오류 값, 진행 중인 값을 처리하기 위
해 최대 세 개의 인자를 넘겨줄 수 있다. 넘겨준 함수의 순서를 보장받고 싶다면
null을 인자로 넘겨주면 된다. then에 세 개의 콜백 함수를 인자로 넘겨주는 다음
예제를 보자.

promise.then(
function(result){
		
// 디퍼드가 해결된 경우의 값이다. 2배로 곱하고 다시 넘긴다.
		

return 2 * result;

},
function(error){
		
// 디퍼드가 거부된 경우의 오류 값이다. 로그로 남기고 널(null) 값을 넘긴다.
		

console.log('Error received:', error);

		

return null;

},
function(value){

12 http://bit.ly/1bC2b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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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퍼드가 진행 중인 경우이다. 값을 백분율 문자열로 변경한다.
		

return Math.round(value * 100.0) + '%';

}
);

다음 예제에서는 진행 중인 값만 수정되어 전달되고 있다. 해결되거나 거부되었을
때의 값은 그대로 유지되어 새로운 프로미스로 넘겨지며, 진행 중인 값과 해결된
값을 로그로 남기고 있다. promise, notify, resolve에 대한 호출 부분이 이해되
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자. “2.2 디퍼드 작성하기”에서 살펴볼 것이다.

var d = $.Deferred(), promise = d.promise();
var newPromise = promise.then(
null,
null,
function(value){
// 디퍼드에 의한 진행이다. 값을 백분율로 바꾼다.
		

return Math.round(value * 100.0) + '%';

}
);

newPromise.progress(function(value){
console.log('진행:', value);
});

newPromise.done(function(value){
console.log('완료:', value);
});

d.notify(0.141592);
d.notify(0.618033);
d.resolve(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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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예제는 다음 내용을 출력한다.
진행: 14%
진행: 62%
완료: 27

비록 jQuery 프로미스의 then 메소드 호출 시그니처signature가 프로미스/A+ 명세13
의 그것과 닮았다고 하더라도 두 함수가 오류를 처리하고 예외를 다루는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게다가 프로미스/A+ then은 두개의 인자만을 받는다. “4.2 프로미스/
A+”에서 이 차이들을 살펴볼 것이다.

2.1.6 state

새로운 디퍼드는 진행 중pending 상태로 삶을 시작하여 해결되거나resolved 거부되기
rejected

전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일단 한 번 해결되거나 거부되면 더는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
디퍼드(혹은 프로미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state 함수14를 호출할 수 있다. 반환
값은 문자열로 된 ‘pending’, ‘resolved’, ‘rejected’ 중 하나가 된다.
2.1.7 when

jQuery는 다수의 프로미스를 다룰 수 있도록 when 함수15를 제공한다. 이 책에서
는 이 함수를 $.when이라 하고, 실제 코드에서 이렇게 사용한다. $.when은 완전
히 독립적인 최상위top-level jQuery 함수다. 즉, 프로미스나 디퍼드의 일부가 아니
라는 이야기다.
프로미스를 반환하는 여러 개의 함수를 호출해야 하고, 이 함수들이 모두 완료되었
을 때 특정 작업을 하고 싶다면 $.when을 사용하라.
13 http://bit.ly/1bC2aI7
14 http://bit.ly/1bC2eHK
15 http://bit.ly/1bC2d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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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이 얼마나 편리한지 살펴보기 전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었는지 한
번 생각해 보고, 또 자신만의 when을 작성해 보자. 비록 아주 기초적이고 제약이
많은 코드라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은 “1.1 생각할 거
리”에서 다룬 makeBreakfast 과제와 비슷하다.
다음은 두 개의 프로미스가 완료된 후 어떤 작업을 하는 간단한 코드다. 여기서는
$.when을 사용하지 않는다.

function callAfter(firstAction, secondAction, finalize){
// firstAction과 secondAction이 모두 끝나서 디퍼드가 반환되면 finalize를
호출하자.
// finalize에 두 디퍼드의 결과를 넘겨주자.
// 주의: 코드를 이런식으로 작성하지 말고 $.when를 사용하자.
var finishedCount = 0, result1, result2;
firstAction().done(
		function(result){
			

finishedCount++;

			

result1 = result;

			

if (finishedCount === 2){

				

finalize(result1, result2);

			}
		}
);
secondAction().done(
		function(result){
			

finishedCount++;

			

result2 = result;

			

if (finishedCount === 2){

				

finalize(result1, resul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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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코드16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1. 오류 검사가 없다. firstAction 또는 secondAction 메소드가 반환하는 프로
미스가 거부되면 이 함수의 실질적인 처리는 이뤄지지 않는다.
2. 프로미스를 반환하는 세 개의 함수를 다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은 코
드 중복이 발생하고, callAfter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모든 부분을 찾아 수정
해야 한다.
3. firstAction과 secondAction이 프로미스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까? finalize의 반환 값을 다룰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이 코드에는 중요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얼마나 많은 프
로미스가 해결되었는지 그 숫자를 관리하고, finalize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할 결
과들을 관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함수가 모니터링을 위해 각 프로미스에 콜
백을 추가하고 이 안에서 작업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책에서, 그리고 디퍼드 코
드를 사용하는 개발 현장에서 계속 마주치게 될 방식이다. 이는 디퍼드가 가진 매
력 중 하나다.
jQuery의 when 함수(then의 도움을 받아)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다음처럼 간단한 코드로 말이다.

$.when(firstAction(), secondAction()).then(finalize);

$.when을 호출하면 then처럼 프로미스가 반환된다. 그리고 firstAction이나
16 부
 록 A의 “when2: 개선된 jQuery.when”에서 이런 문제들이 없는 견고한(robust) 함수들을 작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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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ction이 자신이 반환하는 프로미스를 거부하면 그때의 오류 값은 finalize
로 넘겨진다.
이전 코드에서는 다룰 수 없던 finalize의 결과값을 여기서는 사용할 수 있다. 혹시
왜 그런지 알 수 있는가? finalize가 호출되어 결과값이 만들어지면 then이 반환
한 프로미스를 해결할 때 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 방식을 설명하
는 코드다.

$.when(firstAction(), secondAction()).then(finalize).done(function(){
// arguments에 finalize 함수가 반환한 결과가 담겨 있다.
});

또한, $.when은 firstAction과 secondAction(또는 하나만)의 반환값이 디퍼드가
아니라고 해도 잘 동작한다.
비록 jQuery $.when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다음 코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var promises = [
		

$.ajax('http://google.com'),

		

$.ajax('http://yahoo.com'),

		

$.ajax('http://www.nytimes.com')

];
// 주의: 이렇게 하지 말자!
$.when(promises).then(
		

function(results){

		

console.log('All URLs fetch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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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when은 배열이 아닌 각각의 프로미스를
인자로 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when에 의해 프로미스의 결과가 콜
백으로 넘겨질 때 배열이 아닌 각각의 인자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when에 프로미스 배열을 넘겨주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apply를 사용해서 작성
해야 한다.
var promises = [
		

$.ajax('http://google.com'),

		

$.ajax('http://yahoo.com'),

		

$.ajax('http://www.nytimes.com')

];
$.when.apply($, promises).then(
		

function(result1, result2, result3){

			
		

console.log('All URLs fetched.');

}

);

2.2 디퍼드 작성하기
일단 함수로부터 프로미스를 받는 것과 콜백을 붙임으로써 일련의 작업을 하는 것
에 익숙해졌다면, 디퍼드를 만들고 디퍼드의 프로미스를 반환하는 함수와 API를
직접 작성해 보고 싶을 것이다.
2.3.1 생성

디퍼드를 생성하려면 그냥 ‘$.Deferred( )’를 호출하면 된다.

var deferred = $.De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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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용어: 디퍼드와 프로미스”에서 다뤘던 것처럼 코드를 호출하는 곳에 디퍼드
를 반환하는 대신에 대부분의 사람은 프로미스를 반환하고 싶을 것이다. 프로미스
는 디퍼드의 promise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

var deferred = $.Deferred(),
promise = deferred.promise();

편의를 위해 $.Deferred 생성자는 디퍼드가 만들어질 때 실행되는 함수를 인자로
받을 수 있다. 이 함수는 디퍼드를 유일한 인자로 받는다. 여기 특정 값과 함께 이
미 발화된 프로미스를 반환하는 succeed17 함수를 살펴보자.

function succeed(value){
return $.Deferred(function(d){
		

d.resolve(value);

}).promise();
}

succeed 가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생각해볼 수 있는가?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
고 해도 크게 신경쓰지 말고 계속 읽어가자(jQuery.Deferred( )18 공식 API 문서를 살펴보
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르겠다).

2.3.2 resolve와 resolveWith

디퍼드를 만들면 디퍼드의 프로미스를 호출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
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네트워크나 I/O 호출 등)을 미리 준비하고 싶기 때문이다. 작업

17 트
 위스티드(Twisted, http://bit.ly/1jJPsPp)라는 파이썬 함수(http://bit.ly/1bC2eHN)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18 http://api.jquery.com/jQuery.De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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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료되면 디퍼드의 resolve 메소드19를 사용해서 프로미스에 추가된 done 혹은
always 메소드를 실행시킨다.
resolve 호출의 시그니처는 매우 단순하다. 원하는 값이 있다면 어느 것이든 호출
인자로 두면 된다. 이 인자는 done과 always 콜백으로 전달된다.
프로미스를 반환하기 전에 프로미스의 디퍼드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작업
을 하는 코드에 자주 사용된다(“3.10 메모이제이션” 참조). 이미 해결된 디퍼드의 프로
미스를 반환하는 식으로 함수의 인터페이스에 일관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디퍼드는 호출자가 반환한 프로미스가 해결되었는지 알 필요가 없게 만든다(해
결이나 거부 시기와 관계없이 콜백을 디퍼드에 넘길 뿐이다).

resolve의 변형인 resolveWith20는 컨텍스트 객체context object를 넘길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렇게 넘겨진 컨텍스트는 다시 always와 done 콜백으로 전달된다.
2.3.3 reject와 rejectWith

프로미스에게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는 결국 always와 fail 콜백을 실행시킨다)을 알리
기 위해 디퍼드의 reject 메소드21를 사용한다. resolve처럼 reject 호출 때 어떤
인자든 함께 넘겨줄 수 있다. 이 인자는 디퍼드의 프로미스가 가지고 있는 fail과
always 콜백으로 전달된다.
디퍼드 해결이 그랬던 것처럼 프로미스를 반환하기 전에 디퍼드를 거부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다.

19 http://bit.ly/1bC2bMi
20 http://bit.ly/1bC2eaK
21 http://bit.ly/1bC2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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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ject의 변형인 rejectWith22는 컨텍스트 객체를 인자로 받을 수 있고, 이는 always
와 done 메소드로 다시 전달된다.
2.3.4 notify와 notifyWith

디퍼드를 만들고 이 디퍼드의 프로미스를 반환한 뒤 디퍼드를 해결하거나 거부해
서 호출자(프로미스를 가진)의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싶을 수도 있다. 또는 특정 상황
에서 실행시킨 작업의 진행 정보를 얻고 싶을 수도 있다. 이에 관한 전통적 UI는 사
용자에게 진행률을 보여주는 진행 막대progress bar다.
notify 호출 시그니처23 역시 매우 간단하다. 원하는 인자 어느 것이든 메소드에 넘
겨 호출하면 되고, 이 인자는 디퍼드의 프로미스가 가지고 있는 progress 콜백에
전달된다.
그래 맞다! 예상했듯이 notifyWith 변형24은 컨텍스트 객체를 인자로 넘기고, progress
콜백에 this 객체를 전달한다.
디퍼드를 일단 한 번 해결하거나 거부했다면 notify 호출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
에 주의하자(프로미스의 progress 어느 콜백도 호출하지 않는다).

2.3 한 눈에 정리하기
디퍼드를 생성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을 모두 배웠으니 이제 디퍼드를 위한 프로미
스의 콜백 함수들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세 쌍의 메소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것
이다. 표 2-1은 세 쌍의 메소드와 각각이 실행시키는 프로미스 메소드를 보여준다.

22 http://bit.ly/1bC2eaO
23 http://bit.ly/1bC2bvC
24 http://bit.ly/1bC2b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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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디퍼드와 프로미스 메소드 간의 대응
디퍼드 메소드

프로미스 메소드

resolve 또는 resolveWith

done

reject 또는 rejectWith

fail

notify 또는 notifyWith

progress

2.4 디퍼드 다이나믹스
다음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디퍼드의 특징과 용법에 대한 요약이다.
●

디퍼드를 만들기만 하고 해결하거나 거부하는 작업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
이다. 예외 없이 디퍼드를 만든 코드는 발화하는 책임을 가진다.

●

디퍼드를 만든 함수는 디퍼드의 프로미스를 넘겨주기 전에 해결하거나 거부
해야 한다.

●

디퍼드를 만들고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했다면 디퍼드의 promise( ) 호출 결
과를 반환하라.

●

프로미스에 붙여진 어느 always, done, fail 콜백이든 프로미스의 디퍼드가
해결되거나 거부될 때 즉각 실행될 것이다.

●

디퍼드의 resolve, reject, notify 메소드는 어느 인자든 갯수에 상관없이 받
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인자는 프로미스에 대응되는 메소드로 전달된다.

●

디퍼드가 해결될 때(또는 거부될 때), 프로미스의 done(또는 fail) 콜백은 추가된
순서대로 호출된다.

●

멋대로 사용하라! 디퍼드를 여러 번 해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다.
예상했듯이 맨 처음의 해결이나 거부만이 발화된다. 디퍼드가 발화되었는지
는 추적할 필요가 없다. 디퍼드가 대신 이 작업을 한다.

●

이미 해결되거나 거부된 디퍼드의 notify를 호출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
는다(디퍼드 프로미스에 붙여진 어느 progress 콜백도 호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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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의 독립된 호출자들에게 동일한 프로미스 인스턴스를 반환하는 것은
안전하다. done, fail, progress 콜백들은 서로를 방해할 수 없다. 즉, done,
fail, progress 콜백의 반환값들에는 서로 연관이 없다.

●

then 만이 디퍼드로부터 반환된 값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then이
새로운 디퍼드를 만들고 디퍼드의 프로미스를 반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

프로미스가 발화되었는지 궁금하다면(코드가 state에 의존한다) 디퍼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디퍼드의 발화 여부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한 부
분 중 하나다.

●

저수준이고 근본적이며 예외적인 문제(디퍼드가 아닌 코드에서 예외를 발생시키고 싶
은 경우 등)에 대해서만 reject를 사용하라. 예를 들어, HTTP 서비스를 호출하

는 코드를 다룰 때 네트워크 오류가 날 경우 reject를 사용할 수 있다. 상태코
드(오류 코드라고 할지라도)와 결과를 넘겨주고 싶은 경우에 resolve를 사용하라.

2.5 더는 지원되지 않는 프로미스 메소드
혹시나 오래된 jQuery로 된 코드를 유지보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더는 지원되지
않는deprecated 메소드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가능하다면 제시된 대안들로 대
체할 것을 권장한다.
2.5.1 isRejected와 isResolved

isRejected25와 isResolved26는 디퍼드나 프로미스가 해결되거나 거부된 상태에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불리언Boolean 값을 반환한다. 이들은 jQuery 1.7에서 더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표기 되었고, 1.8에서 제거되었다. 새로 제공되는 state 메소드
로 대체하라.

27

25 http://bit.ly/1bC2eaV
26 http://bit.ly/1bC2eaY
27 http://bit.ly/1bC2e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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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pipe

pipe28는 현재 버전(jQuery 1.8)에서 지원되지 않는다고 표기된 then 메소드29의 원
래 이름이다. 이 둘은 동일하다. deferred.js30에서 “promise.pipe = promise.
then;”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2.6 jQuery 디퍼드 API의 변경 사항
jQuery의 디퍼드 객체 문서 31를 읽을 때 주의할 것이 있다. 디퍼드는 jQuery의
1.5 버전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그 이후로 관련된 API에 변경 사항이 있었다. 예를
들어, then32을 설명하는 문서에는 1.7 버전과 1.8 버전에서 지원되는 호출 시그니
처의 변화와 각각의 다른 행위들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jQuery 디퍼드를 사용하는 코드를 읽을 때 이 코드가 jQuery의 어떤 버
전에서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주의사항은 이 책을 읽을 때 33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그리고 부디!) 디퍼드 코드를 작성할 때 로딩되는
jQuery 버전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
이와 비슷하게 디퍼드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 프로젝트를 최신화하고 싶을 때 새로
운 버전의 jQuery로 옮기려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테스트 스위트test suite가 없
는 경우라면 더더욱 말이다.

28 http://bit.ly/1bC2eaZ
29 http://bit.ly/1bC2bM9
30 http://bit.ly/IK0c24
31 http://bit.ly/1bC2dUe
32 http://bit.ly/1bC2bM9
33 현재 jQuery 최신 버전은 1.10.2와 2.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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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디퍼드 레시피

이번 장에서는 jQuery 디퍼드를 사용한 많은 예제를 다룰 것이다. 이 예제들은 모
두 실제 사용 사례에 기반한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예제들을 보여주는 목적은 이
책이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각각은 대부분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다.

3.1 setTimeout 함수 대체하기
가끔 지메일이나 트위터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비동기 작업이 너무 오래 걸리
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트위터는 그들의 무한 스크롤 아래
의 “스피너spinner” 대신에 “oops”라는 메시지를 보여줄 것이다. 페이지를 새로고
침하거나 요청을 다시 보낼 수 있는 링크를 누르라는 안내와 함께 말이다. 지메일
은 좀 더 똑똑하다. 연결상의 문제가 있으면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실패한 네트
워크 요청을 다시 날릴 시점을 초읽기로 알려준다.
자바스크립트에는 setTImeout01이라는 내장 함수가 있다. 이 함수는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setTimeout(function(){
console.log('0.5초 뒤에 보여준다');
}, 500);
console.log('바로 보여준다 (막혀있지 않음)');

결과는 다음과 같다.
01 http://mzl.la/1bC2fvs

3장 디퍼드 레시피

26

바로 보여준다 (막혀있지 않음)
0.5초 뒤에 보여준다

setTImeout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구현한다면 이해하기 쉽고 깔끔한 코드를 만드
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나 내부적으로 setTimeout을 다시 한 번 호출되야 한다면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 문제는 디퍼드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사실 지메일 예제는 마치 “연결상
의 문제가 있으면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실패한 네트워크 요청을 다시 날릴 시점
을 초읽기로 알려준다”라는 디퍼드를 설명하는 것처럼 읽힌다.
디퍼드로 setTimeout을 대체한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자. 이 예제는 마이클 블레
이Michael Bleigh02의 jQuery 디퍼드와의 즐거운 시간Fun With jQuery Deferreds03에서 가
져왔다.

function wait(timeout){
var deferred = $.Deferred();
setTimeout(deferred.resolve, timeout);
return deferred.promise();
}

다음은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wait(500).done(function(){
console.log('초읽기 발화!');
});

02 http://bit.ly/1bC2iaL
03 http://bit.ly/1bC2f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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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듯이 다음 메시지를 출력한다.
초읽기 발화!

트위터와 지메일이 구현한 것과 비슷한 해결책들을 만들기 위해 프로미스 기반의
타임아웃timeout 을 다른 프로미스들과 결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3.15.1
when2를 사용하여 단일 프로미스 타임아웃 걸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그 전
에 관련 도구를 익혀야 한다). 게다가 wait 함수에서 반환하는 프로미스는 재사용할 수

있고 코드에서 서로 넘겨줄 수 있는 타임아웃이다. 이는 일반적인 setTimeout 함
수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3.1.1 과제

1. $.Deferred에 함수를 인자로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2.3.1 생
성” 참조). 이 함수는 새로운 디퍼드 인스턴스와 함께 실행되며 편의를 위한 것

으로, 디퍼드를 만들고 설정하는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wait 메소드를 이
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해 보자.
2. 타임아웃이 만료되었을 때 호출되는 one과 two 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들을 호출하는 부분을 then에 전달하는 함수에 둘 수 있다. 그
렇다면 타임아웃을 one과 two에 넘겨주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3. setTimeout의 반환값을 clearTimeout04에 넘겨주면 타임아웃 함수가 실행
을 멈춘다. 앞에서 본 예제의 wait 함수에는 이런 기능이 빠져 있다. cancel
이라는 메소드를 가진 프로미스를 반환하고 이 cancel을 호출해서 wait가 거
부되도록 해보자.

04 http://mzl.la/1bC2f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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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크롬 익스텐션에서의 메시징
프로젝트에서 디퍼드를 사용하게 되는 가장 흔한 계기는 현재 존재하는 콜백 기반
의 API를 디퍼드와 호환되도록 사용하고 싶을 때다.
이제부터 크롬 익스텐션Chrome Extension에 나오는 메시지 API를 사용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크롬을 사용하지 않거나 익스텐션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
자. 이 예제는 크롬에 관한 경험이 없어도 이해하는 데 문제 되지 않는다.
크롬 익스텐션은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background 페이지를 제공하는데, 이는 사
용자가 열어둔 탭에서 돌아가는 콘텐츠 스크립트content scripts와 통신하는 역할을
한다. 백그라운드 페이지에서 탭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API 호출은 chrome.tabs.
sendMessage05이며, 다음의 시그니처를 가진다.

chrome.tabs.sendMessage(tabId, message, responseCallback);

message는 어느 것이든 가능하다. responseCallback은 탭에서 돌아가고 있는
콘텐츠 스크립트가 결과를 알려주고 싶을 때 응답과 함께 호출(인자로 전달되는 경우
에 한해)된다.

chrome.tabs.sendMessage(17, { action: 'addSidebar' }, function(result){
if (result === undefined){
		

console.error('크롬 오류:', chrome.runtime.lasterror.message);

}
else if (result.success){
		

console.log('돔에 사이드바가 추가 됨');

}

05 http://bit.ly/1bC2e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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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
		

console.error('17번 탭에 사이드바를 추가할 수 없음:', result.error);

}
});

이 코드를 디퍼드를 사용하는 코드로 바꾸려면, chrome.tabs.sendMessage를
바로 실행하는 대신에 프로미스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function sendMessageDeferred(tabId, message){
var deferred = $.Deferred(); // ①
chrome.tabs.sendMessage(tabId, message, function(result){
		

if (result === undefined){

			

deferred.reject(chrome.runtime.lasterror.message); // ②

		}
		

else {

			

deferred.resolve(result); // ③

		}
});
return deferred.promise(); // ④
}

① 호출자에게 프로미스를 반환하기 위해 디퍼드를 만들어라.
② API 호출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디퍼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라.
③ 결과값이 정상이라면 디퍼드를 해결하도록 하라.
④ 호출자에게 디퍼드의 프로미스를 넘겨주어라.

sendMessageDeferred 함수를 적절히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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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MessageDeferred(17, { action: 'addSidebar' })
.done(function(result){
if (result.success){
		

console.log('사이드바가 돔에 추가됨.');

}
else {
		

console.error('사이드바를 17번 탭에 추가할 수 없음', result.error);

}
})
.fail(function(error){
console.error('크롬 오류', error);
});

여러 탭에 메시지를 보내고 모든 탭의 응답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when을 사용
한다.

$.when(
sendMessageDeferred(17, { action: 'addSidebar' }),
sendMessageDeferred(18, { action: 'hideSidebar' }),
sendMessageDeferred(19, { action: 'hideSidebar' })
) .done(function(){
console.log('모든 탭에 적용됨.');
})
.fail(function(error){
console.error('크롬 오류:', error);
});

“2.1.7 when”에서 살펴보았듯이 디퍼드 없이 여러 탭에 메시지를 보낸 후 상태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게다가 이 예제에서의 탭 전송 부분은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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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이다.

이러한 코드를 디퍼드 없이 작성하는 것은 탭 전송 결과가 임의의 위치

에 저장될 경우 더욱 어렵다.
3.2.1 과제

1. 메시지를 받는 탭 안의 콘텐츠 스크립트가 sendResponse06 함수를 호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2. 탭들이 결과(사이드바를 보여주거나 숨기는 데 걸린 시간 등)를 반환한다면 세 개의
결과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3.3 크롬의 로컬 스토리지에 접근하기
콜백 API를 디퍼드 API로 변환하는 두 번째 예제로, 크롬 브라우저의 로컬 스토리
지local storage에 접근하기 위한 디퍼드 기반 API를 작성해 보자.
크롬의 로컬 스토리지 API는 W3C 웹 저장소인 localStorage API07와 몇 가지 중
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크롬의 로컬 스토리지가 비동기
라는 점이다. get이나 set과 같은 메소드들은 저장소 작동이 완료되었을 때 호출하
는 콜백을 인자로 받는다. 좀 더 상세한 정보는 chrome.storage 문서08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크롬 API로 디퍼드 API를 만드는 일은 매우 쉽다. get, getBytesInUse, set,
clear, move의 다섯 가지 메소드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유사한 시그니처를 가진
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chrome.storage.local.set(items, callback)
06 http://bit.ly/1bC2cjj
07 http://bit.ly/1bC2feU
08 http://bit.ly/1bC2f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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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을 위한 디퍼드 메소드를 만들기 위해 items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알 필요
는 없다. 대신에 특정 값을 할당했을 때 크롬에 의해 callback이 실행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set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가진다.

function set(items){
var deferred = $.Deferred();							

// ①

chrome.storage.local.set(items, function(){
		

if (chrome.runtime.lasterror){

			

deferred.reject(chrome.runtime.lasterror.message);

// ②

		}
		

else {

			

deferred.resolve();							

// ③

return deferred.promise();								

// ④

		}
});

}

지금까지는 다소 익숙할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① 디퍼드를 만든다.
②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디퍼드를 거부한다.
③ 아무 오류가 없다면 디퍼드를 해결한다.
④ 디퍼드로부터 만들어진 프로미스를 반환한다.

다음은 set 함수를 사용하여 작성한 코드다.

set({
lastURL: 'http://bit.ly/jquery-deferreds',
timestamp: new Date().toUTC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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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function(){
//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된 사용자의 마지막 URL 키와 시간
});

3.3.1 과제

1. 다른 chrome.storage.local09 함수들(get, getBytesInUse, remove, clear)도 디
퍼드를 사용한 형태로 다시 작성해 보자.
2. node.js의 Redis 패키지10는 Redis11에 대한 콜백 스타일의 인터페이스를 제
공한다. 몇 개의 Redis API를 골라 디퍼드를 사용하여 다시 작성해 보자. 각
함수들은 Redis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콜백 형태의 원래 API를 호출해야 한
다(단지 디퍼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4 프로미스를 반환하는 함수들을 하나씩 실행시키기
프로미스를 반환하는 몇 개의 함수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호출(하나가 완료된 후에 다
른 하나를 실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방식은 함수들 간의 암묵적 종속성 때문

에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앞서 완료된 함수의 결과값을 다음 함수의 입력값으로 사
용해야 하는 경우에 더 많이 쓰인다.
2장에서 설명한대로 프로미스를 반환하는 then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
어, 첫 번째 돔 엘리먼트의 투명도를 바꾸고 나서 두 번째 엘리먼트의 투명도를 바
꾸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된다.

var promise = $('#label-1').animate({ opacity: 0.25 }, 100).promise()

09 http://bit.ly/1bC2feX
10 http://bit.ly/1bC2hUb
11 http://redi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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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function(){
		

return $('#label-2').animate({ opacity: 0.75 }, 200).promise();

});

두 함수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데에는 이 코드가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조금만 더 함수의 갯수가 늘어나면 금세 보기 싫은 코드가 될 것이다. 좀 더 큰 문
제는 이것이 정적 코드여서 프로미스를 반환하는 함수 목록을 순차적으로 실행하
고자 하는 경우에 코드를 재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좀 더
멋지고 함수를 추가하기도 쉬워진다.

var promise = synchronously([
[ $('#label-1').animate, { opacity: 0.25 }, 100 ],
[ $('#label-2').animate, { opacity: 0.75 }, 200 ]
]);

다행히도 실행시킬 함수 목록을 인자로 받는 synchronously 함수는 작성하기가
쉽다. 이 함수는 모든 함수가 순차적으로 실행을 완료한 후에 발화되는 프로미스를
반환한다. 함수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function synchronously(tasks){
var i, task, func,
		

promise = $.Deferred().resolve().promise(), 		

// ①

		

makeRunner = function(func, args){ 				

// ②

			return function(){
				

return func.apply(null, args).promise();

			};
		};
for (i = 0; i < tasks.lengt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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