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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웹은 1990년대 초에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에 급격한 변화를 거쳐 정보화 사회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면 웹을 가리키는 말로 인식될 정도로 

웹은 현대사회의 기술변화를 이끌어온 주역이다. 

웹 기술은 꾸준히 발전해왔고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몇 개월마다 새

로운 프로그램 언어가 발표되고 새로운 제작 도구가 발표된다. 

그러나 그 모든 기술들이 결국 표시하는 결과는 웹을 이루고 있는 핵심 언어 요소

인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이다. HTML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보여

줄 정보를 구성하는 기본 틀이다. 웹브라우저에 무엇인가를 표시하려면 어떤 프로

그래밍 언어로 제작하였든지 결국은 HTML로 표현되어야 한다. 

HTML은 Tim Berners-Lee가 처음 창시한 이래로 World Wide Web Consortium에 

의해 표준안이 관리되며 현재 HTML5가 최신 표준으로 채택되어 있다. 

CSS(Cascading Style Sheet)은 웹의 디자인을 책임지는 언어이다. 현대 웹 개발에

서는 HTML요소에서 디자인을 담당하는 Style 요소를 분리하는 추세이다. CSS는 

요소들의 모양, 색, 크기, 위치와 같은 디자인 뿐만 아니라 일부 상호작용기능도 포

함하며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현대 웨에서 CSS의 비중이 상

당하기에 웹 개발자가 CSS를 모른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본 교재에서는 HTML5를 중심으로 웹 개발에 관심 있는 초보자를 위하여 내용을 

구성했다. 또한 HTML5가 지원하는 CSS3 버전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초보자를 

위한 교재인만큼 지나치게 복잡한 내용은 제외하였지만 웹 개발 초보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은 대부분 담았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8년 2월 유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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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WEB 개발 준비



WEB_HTML_CSS(유승열).hwp 8

WEB이란?

¡ 웹(WEB)이란?

Ÿ 웹 World Wide Web 또는 WWW로도 불린다. 

Ÿ WEB은 현대 디지털 문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터넷 서비스 중 하

나이다. 

- 인터넷 서비스에는 WEB 이외에도 Email, FTP, Telnet 등이 있다. WEB은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중의 하나로 HTTP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비

스이다.

- 인터넷은 1960~1970년대 미국 국방부 산하 고등 연구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ARPA)에서 시작한 연구용 네트워크인 

ARPANET을 시작으로 나중에 군사용은 MILNET로 민간용은 INTERNET으로 

발전하였다. 

- 우리나라에는 1982년에 서울대학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소(현 ETRI)간에 구

축한 인터넷 시스템이 최초이며 1990년대 말 웹 기술 발전과 IMF 등의 영

향으로 인터넷 붐이 일어나 2000년대 초반에는 폭발적인 발전이 일어났다. 

- 현재 한국은 초고속인터넷 사용자 수 측면과 인터넷 서비스의 다른 여러 

지수에서 세계 TOP 그룹에 속해 있다.
F 참조 :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D%84%B0%EB%84%B7 

Ÿ 웹의 기본 개념

- 웹은 정보교환을 위해서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를 사용하는 서

비스이다. 

- 웹은 하이퍼텍스트(Hypertext)와 콘텐츠(텍스트와 멀티미디어)로 이루어진 

문서를 교환하는 서비스이다. 하이퍼텍스트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링크

와 같은 개념으로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Event에 문서가 상호작용

하므로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이 링크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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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서비스 구성

하이퍼텍스트(Hypertext) 작동 원리

Ÿ 웹의 역사

- 1989년 CERN 연구원 Tim Berners-Lee가 HTML 개발

- 1990년 최초의 웹 브라우저  WorldWodeWeb 개발

- 1991년 Tim Berners-Lee가 World Wide Web을 공론화

- 이후 Web은 정보화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서비스가 됨

- 1994년 World Wide Web Consortium (W3C) 설립

- 웹 표준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국제 조직

- 1999~2001년 전세계적인 닷컴(웹) 붐 일어남

- 2002년~ Web 2.0 시대 : 상호작용하는 웹으로 발전

- 2014년 HTML5 표준 권고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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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웹 브라우저(Web Browser)

- Browser는 HTML 파일을 읽고 이를 표시하는 소프트웨어

- Browser는 HTML 태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HTML tag가 표시하

고자 하는 목적대로 변환하여 보여주는 소프트웨어임

그림 참조 : 

- https://en.wikipedia.org/wiki/History_of_the_web_browser
-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7/74/Timeline_of_web_browsers.svg

Ÿ 웹 창시자 - Tim Berners-Lee

- 1989년 유럽 입자물리학연구소(CERN) 연구원 재직중 HTML 개발

-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설립

- Tim Berners-Lee가 말하는 웹의 정신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ct”

“웹의 힘은 보편성이다. 장애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하는 것, 그것이 웹의 핵심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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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콘텐츠를 구성하는 주요 언어

Ÿ HTML - WEB의 내용을 담는 틀 요소

- HyperText Markup Language

- HTML은 웹 페이지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기본 마크업 언어이다. 마크업 

언어는 특정 요소들에 대한 속성을 기호로 표시해주는 언어를 뜻한다. 즉 

HTML 태그 등으로 표시하면 브라우저는 그 내용을 표시에 따라 읽을 수 

있거나 듣거나 볼 수 있는 콘텐츠로 변환해 준다. 

Ÿ CSS - WEB을 꾸미는 디자인 요소

- Cascading Style Sheets

- CSS는 문서 또는 문서의 요소들이 어떻게 보여질지 또는 어떤 형식으로 

구성될지를 정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이다. 

- 최근의 CSS는 단순히 모양을 정의하는 것에 더해서 애니메이션이나 상호

작용을 정의하는 등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Ÿ JavaScript - WEB의 HTML, CSS 등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요소

- 자바스크립트는 웹 페이지 또는 요소들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위한 프로

그래밍 언어이다. 

-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웹 페이지는 동적이며 아주 다양한 효과와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 자바스크립트도 HTML, CSS와 마찬가지로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데 최근

에는 거의 모든 웹 서비스들이 상당한 수준에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라이

브러리나 프레임워크에 의존하고 있다. 

Server Side 프로그래밍 언어들

웹 서비스에서 DB나 파일 같은 서버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버에서 작동하는 언어가 필요하다. PHP, 

ASP.NET, JSP 등이 있는데 이러한 언어들이 결국 사용자에게 전달될 때는 HTML로 변환되어 전송된다. 예를 

들어 PHP는 PHP:Hypertext Preprocessor의 약자로 “PHP는 웹 문서를 미리 만들어주는 언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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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ing Tools

¡ 웹 개발 코딩의 이해

Ÿ 웹은 멀티미디어 등의 파일 요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코딩으로 콘텐

츠를 완성한다.

- 심지어는 그래픽 요소들도 코딩으로 작성할 수 있다.

Ÿ HTML, CSS, JavaScript, PHP 등 일반적인 웹 개발 언어들은 대부분 

스크립트 언어(Script Language)로 구성되어 있다. 

- 스크립트 언어(Script Language)란 텍스트 기반의 코딩을 지원하는 프로그

래밍 언어로 대부분 한 줄씩 실행하는 방식(interpreter)을 지원한다. 초창

기 PC용 프로그램 언어로 사용되던 Basic(또는 GW Basic) 언어가 인터프리

터 방식의 스크립트 언어였으며 HTML, CSS, JavaScript등의 클라이언트 언

어 대부분이 스크립트 언어이다. 

- Java와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컴파

일 과정을 거쳐 바이너리(이진) 파일을 생성하고, PHP도 Zend와 같은 실행

환경을 이용해서 컴파일하고 바이너리 파일 형태로 실행하기도 한다. 

- 최근에는 JavaScript Framework와 CSS Framework를 컴파일해서 스크립트

를 생성하는 개발환경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코드

를 작성하는 도구(tool)는 반드시 필요하다. 

Ÿ 메모장을 뛰어 넘는 코딩 도구 필요

- 스크립트 언어는 말 그대로 텍스트 기반의 언어이기 때문에 메모장만 있으

면 작성이 가능하다. 

- 그러나 메모장은 단순 텍스트 편집기로 웹 개발을 위한 어떤 도움도 제공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코드 자동완성이나 코드 하이라이트(highlight) 기

능으로 생산성을 높이거나 오류를 바로 잡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없다. 

- 따라세 메모장은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았을 때 긴급히 코드를 수정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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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만 사용하게 될 것이다. 

Ÿ Front-end와 Back-end

- 웹 개발은 크게 Front-end와 Back-end 두 측면으로 구분한다. 

- 이 개념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하는 개념이

기도 하다. 두 개념의 차이를 알아보자. 

- Front-end
F 보이는 부분(presentation layer)을 다루는 부분이다. 

F 웹에서는 HTML, CSS, JavaScript, jQuery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F 인터페이스 디자인, 레이아웃 작성, 아이콘 등 요소 디자인들도 Front-end에 속한다. 

F 클라이언트 사이드(Client Side)라고도 한다. 

- Back-end
F 데이터 처리 영역(data access layer)을 가리킨다.

F 웹에서는 PHP, Java, Python, Ruby, Nodejs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F 여기에 DB관리, 서버 자원관리, 보안 처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F 서버 사이드(Server Side)라고도 한다. 

- Full stack developer?
F Front-end와 Back-end를 모두 개발하는 사람을 full stack 개발자라고 한다. 

F 하지만 이 둘을 동시에 잘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함부로 목표로 삼기 보다

는 전체적인 이해와 경험을 가지면서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F 다만 최근의 웹 개발 환경은 Front-end 개발자들에서 Back-end 개발자 못지않은 수

준의 Back-end 환경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 웹 코딩 도구들

Ÿ Front-end, Back-end 코딩 도구들

- 웹 코딩 도구들도 크게 Front-end 전용 도구와 Back-end 전용 도구 그리

고 두 가지 모두를 위한 도구들이 있다. 

- 예를 들어 HTML, CSS, JavaScript 코딩을 주로 지원하는 도구가 있고 PHP

를 지원하는 도구, Java 개발을 지원하는 도구 등이 있다. 또는 이 모든 것

을 하나의 도구에서 가능하게 하는 통합개발환경(EDI)이 있다. 또 최근에는 

웹에서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서비스도 늘고 있다. 

- 종류별 코딩 도구들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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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end 코딩 프로그램들
F Sublime Text

F Visual Studio Code

F Dreamweaver

F Atom

F Notepad++

F Coda

F Brackets

F SlickEdit

F jEdit

F Programmer’s Notepad

F Komodo Edit

F RJ TextEd

F Editplus

F UltraEdit

F 외 다수

- Back-end 코딩 통합 개발환경

F PHPStorm

F Netbeans

F Aptana Studio

F Eclipse

F 외 다수

- 웹 기반 통합 개발환경(Cloud IDE)
F Cloud9

F Codeanywhere

F Cloud IDE

F Sourcekit

F Kodingen

F Coderun Studio

F ShiftEdi

F Akshell

F Erbix

F Neutron IDE

F Collide

F Orion

F Python Fiddle

F 외 다수



WEB_HTML_CSS(유승열).hwp 15

Ÿ 코딩 툴 선택

- 코딩 툴 선택은 먼저 개발자의 개발 환경을 고려하고 기능 요소들을 고려

해야 한다. 

- 대부분의 코딩 툴들은 Windows와 Mac에서 모두 사용가능하지만 일부 툴

들은 특정 플랫폼에서만 작동한다(예, coda는 ios 환경에서만 작동).

- 코딩 툴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 중에는 지원기능이다. 예를 들어 

Front-end 개발자라면 HTML, CSS, JavaScript 코드 자동완성이라든가 컬러 

구분, block 구분(괄호들에 대한 표시 등) 지원, Emmet(HTML 입력 지원 

플러그인) 등의 지원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Back-end 개발자는 개발 

언어에 대한 다양한 도움과 심지어는 DB 연결 지원, 디버깅(코드 실행하여 

검사) 기능이나 서버와의 FTP 연결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 물론 개발자의 사정에 따라 유료, 무료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 코딩 툴을 선택하는 간단한 요령 중 하나는 국내외 개발자들에게 가장 많

이 사용되는 툴을 선택하는 것일 것이다. 

- 여기서는 몇 가지 많이 사용되는 툴들을 소개하고 설정 및 사용방법을 안

내할 것이다. 

¡ 설치하기 전에

Ÿ OS 종류 알아보기

- 웹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발 환경은 다음 중 하나인 경우가 많다.
F Microsoft Windows

F Apple macOS

F Linux

-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OS와 버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으면 설치 가

능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 수 있다. 

- Windows OS 종류 알아보기(32bit/64bit)
F Windows 소프트웨어들은 32bit용인지 64bit용인지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도

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64bit 컴퓨터에서도 대부분 32bit용 응용프로그램을 사용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알고 설치하는 것이 성능면에서 좋을 것이다. 

F 내 컴퓨터가 32bit인지 64bit인지 알아내려면 바탕화면 등에 있는 내 컴퓨터 또는 내 

PC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오는 메뉴에서 속성을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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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또는 Windows 10의 경우 시작버튼(윈도우 모양)을 클릭하고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여 Windows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을 선택하고 [정보] 메

뉴를 선택하여 나오는 정보에서 64bit인지 32bit인지 알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이 과

정을 순서대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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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lime Text 3

Ÿ Sublime Text 3 소개

- Sublime Text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웹 코딩 툴

이다. 

- Sublime Text는 유료 소프트웨어이지만 구매를 하지 않고도 가끔 구매 요

청 팝업이 표시되는 것 외에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개발자 측은 기

능이 마음에 들어 계속 사용하려면 일정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는 것

을 명시하고 있다. 2018년 1월 현재 가격은 USD $80이다. 

- 다운로드 사이트
F https://www.sublimetext.com/3 

- 지원 플랫폼 

F Windows, OS X(10.7 이상), Linux

Ÿ Sublime Text 3 다운로드 및 설치

- https://www.sublimetext.com/3 

- Sublime Text 3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맥 OS X용, 

Windows용 Linux용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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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용 다운로드 및 설치
F Windows용은 Windows(32 bit) / Windows 64bit로 구분되고 각각은 다시 설치용 버

전과 Portable 버전이 제공된다. 

F Portable 버전은 Windows에 설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압축을 풀고 sublime_text.exe

를 실행할 수 있다. Portable 버전의 장점은 설정 등을 그대로 USB에 담아서 사용하

거나 다른 컴퓨터에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 사용환경에 맞게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자. 

F 여기에서는 Windows 64bit용 설치 버전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기로 하자. 위 그림의 

웹사이트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Windows 64bit 버전을 다운로드 하는 링

크이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하자. 

F 설치를 진행하는 도중 “Add to explorer context menu” 라는 문구와 앞에 체크박스

가 표시된다. 이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스크립트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을 누르면 “Open with Sublime Text” 메뉴가 표시되면서 문서를 바로 Sublime Text

에서 편집할 수 있도록 해준다. 편리한 기능이므로 체크해두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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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프로그램 목록에서 Sublime Text 3를 클릭하여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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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용 다운로드 및 설치
F Mac OS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Sublime Text 3 다운로드 화면에서 다음 링크를 클

릭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다. 

OS X (10.7 or later is required)

F  다운로드가 끝나면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된 파일을 클릭하여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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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또는 Finder에서 다운로드 폴더를 열어 다운로드한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실행한다. 

F 다운로드한 파일을 실행하면 설치 파일의 압축이 풀리고 아래와 같이 Sublime Text 

설치 아이콘이 표시된다. 

F 여기서 Sublime Text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끌어서 Application 아이

콘 위에 놓는다. 

F 위와 같이 하면 Finder에서 Application폴더가 열린다. 여기서 Sublime Text를 찾아서 

더블클릭하면 Sublime Text가 실행된다.  

F 최초로 Sublime Text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경고가 표시되는데 [열기] 버튼을 클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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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아래와 같이 Changelog(변경사항기록)이 표시되고 Sublime Text가 실행된다. 

 

F 나중에 Launchpad에서 Sublime Text 아이콘을 눌러 실행할 수 있다. 

F Sublime Text를 설치하고 나면 Mac의 바탕화면에 Sublime Text 설치 패키지가 생성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려면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Sublime 

Text 추출’을 선택하여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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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Sublime Text 3 패키지 설치

- Sulime Text에는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가 많다. 패키지들은 주로 코딩의 

편리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거나 코드에 대한 힌트 제공 등의 기능을 제

공한다. 또 어떤 패키지들은 서버와의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등을 위한 것

도 있고 컬러코드 등을 입력하게 해주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 Sublime Text에 설치되는 패키지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pular 메뉴를 클릭하면 인기 있는 패키지 리스트를 볼 수 있다.
F https://packagecontr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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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kage Control 및 패키지 설치 

Sublime Text에서 패키지를 설치하려면 Package Control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 단계를 따라 Package Control을 설치하자.

F Sublime Text를 실행하고 메뉴에서 Tools → Command Pallete...를 선택한다.

F 아래와 같은 창이 표시된다.

F Command Pallete에서 “install package control”을 입력한다. 그러면 목록에 표시된 

“Install Package Control”을 클릭하고 기다리면 설치완료 메시지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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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위 화면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다시 메뉴에서 Tools → Command Pallete...를 선

택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Command Pallete가 표시되는데 여기에 “install 

package”를 입력하고 목록에 표시되는 첫 번째 “Install Package”를 클릭한다. 

F 아래와 같이 Install Package 설치 창이 표시된다. 화면에 변화가 없어보이지만 여기

서는 Sublime Text 패키지들을 검색해서 설치할 수 있다.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

지 패키지 목록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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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이제 Sublime Text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 중 하나인 Emmet을 설치

해보자. Emmet는 HTML, CSS 코드를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쉽게 입력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한다. Emmet은 Sublime Text외 다른 여러 에디터(Dreamweaver, Brackets, 

Editplus...)들도 대부분 플러그인 설치 또는 내장 형태로 지원한다. 

F Install Package 설치 창에서 “emmet”을 입력해보자. 그러면 목록에 “Emmet”이 표시

된다. 목록에 표시된 “Emmet”을 클릭하면 Emmet 패키지가 설치된다. 

F Emmet이 설치되면 Sublime Text에 도움말 텍스트 파일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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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이제 emmet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보자. 

F 도움말 텍스트 탭에 표시된 x를 클릭해서 문서를 닫으면 빈 파일이 표시된다. 

F 빈 파일에서 index.html 을 입력하고 Ctrl + S 를 눌러 파일을 원하는 위치에 저장한

다. 저장할 파일명에 index.html 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다. 

F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여 파일을 [저장]한다. 

F 그리고 편집 창에 입력되어 있던 index.html 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느낌표(!)를 

입력한다. ! 는 Emmet에서 기본 HTML5 기본 코드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기호이다. 

F 어떤 글자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 를 입력한 후 키보드에서 Tab 키를 

눌러보자. 그러면 HTML5 기본 코드가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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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 키

F 위와 같이 ! 입력 후 탭키를 눌러서 코드가 표시된다면 Emmet이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Emmet을 더 테스트하기 위해 <body> 아래 줄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탭 

키를 눌러보자. 

div>ul>li{메뉴$}*3

F 위 코드는 Emmet에서 div 안에 ul 요소를 생성하고 ul 안에 3 개의 li 요소를 추가할 

것이다. 각각의 li는 “메뉴1”, “메뉴2”, “메뉴3”을 문자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숫자 1, 

2, 3 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은 “메뉴” 글자 옆의 $ 때문이다. 

F 이러한 코드는 HTML이 아니라 Emmet이 지원하는 기능을 위한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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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참고로 Tab 키로 Emmet의 코드를 HTML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은 파일이 웹 페이지 

형식으로 저장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즉, .html, .php 등과 같이 저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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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만일 파일이 아직 저장되지 않았거나 웹 페이지가 아닌 다른 형식이라면 Tab 키 대

신에 Ctrl + E 키로 코드를 변환할 수 있다. 

F 아직 저장하지 않은 빈 파일에서 !를 입력하고 Tab 키를 누르면 탭이 입력되고 코드

는 변화되지 않는다. 

F 대신에 ! 바로 옆에서(공백 없이) Ctrl + E 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코드가 변환된다. 

단, 웹 파일이 아니므로 컬러 표시는 없다.  

위와 같이 Sublime Text를 설치하고 패키지를 설치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Sublime Text를 지원하는 많은 패키지들은 웹 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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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ckets 설치와 활용

Brackets는 Adobe사에서 만든 웹 개발자를 위한 코드 편집기이다. Brackets는 비

교적 늦게 발표된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한 

프로그램이 되었다. Brackets는 Live View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는 일종

의 웹서버 기능을 포함하며, 코드를 수정하면 크롬브라우저에서 바로 변경사항이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Bracket의 설치와 활용을 간단히 알아보자.

Ÿ Brackets 설치

- http://brackets.io/

- 위 사이트에 방문하여 [Dwonload Brackets x.xx]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

램을 내려 받아 실행한다.



WEB_HTML_CSS(유승열).hwp 32

 

 

- Windows 환경에서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프로그램 목록에서 

Brackets를 실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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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환경에서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보안경고 창이 표시된다. 이는 Brackets가 Live View라는 기능으로 

웹서버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표시되는 방화벽 경고창이다. 이 때 

[액세스 허용]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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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에서 보듯 Brackets를 실행하면 처음에 “Getting Started” 

프로젝트가 열려 있고 index.html 파일이 열려 있다. 이 파일에는 

Brackets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F 꽤 많은 개발자들은 Brackets가 처음 실행되었을 때 이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열리고 

index.html을 기본으로 열어 보여주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아서 바꿀 것을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 처음 열려 있는 “Getting Started” 프로젝트를 통해서 Live View를 

알아보자. 

- 아래 그림에서 보면 Brackets의 스크롤바 영역의 오른쪽에 번개 모양의 

“실시간 미리보기(Live View)” 아이콘( )을 클릭하면 된다. 

- 아래와 같이 실시간 미리보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이 표시된다. 
F HTML 파일, CSS 파일이 수정되면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F Google Chrome에서만 이 기능이 지원된다.

F JavaScript는 파일이 저장되었을 때만 반영된다.

F 이 설명은 실시간 미리보기를 처음 실행할 때 한 번만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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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미리보기가 실행되면 아이콘은 와 같이 노란 색으로 바뀐다.

- 이제 실시간 미리보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자. 

- 창을 둘로 나누어 놓고 보면 Brackets에서 특정 코드 영역을 선택하면 

Chrome 브라우저에서 해당 영역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표시해준다. 

- 코드에서 내용을 수정하면 Chrome Browser 창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변경

되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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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더 열기
F Brackets에서 파일 열기 말고 폴더를 여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는 Sublime Text와 

비슷하다. 

F 폴더를 열면 폴더의 파일 및 폴더 하위에 포함된 폴더들도 왼쪽 사이드 바에 표시된

다.

F 파일 메뉴에서 폴더 열기를 선택한다.

F  그러면 다음 그림과 같이 파일 열기 창이 표시되는데 열고자 하는 폴더를 선택하고 

[폴더 선택] 버튼을 누른다. 

F Brackets의 왼쪽 사이드바에 새로 열린 폴더의 내용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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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사이드 바에서 편집하고자 하는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설치하면 편집창에 열리고 이

제 코드를 편집할 수 있다. 

F 실시간 미리보기를 통해서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

듯 실시간 미리보기는 연결된 CSS 파일의 설정까지도 포함하여 보여준다.

- 확장 기능 관리자
F Brackets는 확장 기능 관리자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Emmet과 같은 기능을 추가하

거나 추가했던 확장 기능들을 제거할 수 있다. 

F 파일 메뉴에서 [확장 기능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오른쪽 사이드바의  버튼을 누

르면 된다. 

F 확장 기능 관리자를 실행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설치 가능한 확장 기능 목록을 보여

준다. 이 창에서는 이 외에도 테마별 기능, 설치된 기능, 기본 설치된 기능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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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F 대표적은 확장 기능으로 Emmet을 설치해보자. 설치 가능 탭에서 상단의 검색 창에 

Emmet을 입력해보자. 그러면 아래 목록에 검색 결과가 표시된다. 목록의 두 번째 있

는 Emmet 옆의 [설치] 버튼을 눌러 설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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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mmet을 설치하고 성공 메시지 창의 [닫기] 버튼을 클릭한 후에 확장 기능 관리자 

창의 [닫기] 버튼을 눌러 창을 닫는다. 

F 설치된 Emmet을 테스트 하기 위해 왼쪽 사이드바의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

튼을 눌러 

 

 



WEB_HTML_CSS(유승열).hwp 40

F 위와 같이 해서 emmet.html 파일을 생성하면 파일이 편집 상태로 열린다. 

F 이제 Emmet이 작동하는지 테스트해보자. 

F 빈 편집 창에 !를 입력하고 Tab 키를 눌러보자.

F  위와 같이 Emmet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구글 등에서 “brackets best extensions”와 같이 검색하여 Brackets 사용자

들이 많이 사용하는 확장 기능들을 검색하여 추가해보자. 

- Brackets 왼쪽 사이드바를 통해서는 파일이나 폴더를 생성하거나 이름변경, 

삭제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 Brackets는 macOS에서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Sublime Text macOS 

설치 방법을 참조하여 설치하여 사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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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ual Studio Code 설치와 활용

Visual Studio Code는 Microsoft에서 발표한 코드 편집툴이다. 발표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MS의 노하우가 반영된 Visual Studio Code도 단시간에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추세이다. 특히 Front-end와 Back-end 코딩을 모두 지원하며 최신의 언

어들을 거의 지원하고 IntelliSense 기능을 통해 코드 작성을 돕는 등의 장점을 가

지고 있다. Visual Sutudio code는 Windows, macOS, Linux를 지원한다.

Ÿ Visual Studio Code 설치

- https://code.visualstudio.com/ 방문하여 환경에 맞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F Dwonload 버튼 옆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다른 플랫폼용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다운로

드 받을 수 있다. 

F Stable은 현재 최신 안정화 버전을 의미하고 Insiders는 개발 중인 버전을 의미한다. 

F Stable 버전을 다운로드 하여 설치하자. 

F Windows용 Visual Studio Code는 Installer와 zip 파일을 같이 제공한다. zip 파일은 

Portable처럼 USB 등에 복사하여 실행할 수 있다(압축 풀고 Code.exe 실행). 

F Windows용 Installer 버전은 설치 시에 몇 가지 사용자 설정을 추가할 수 있다. 

F 여기서는 Windows Installer 버전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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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ual Studio Code 웹 편집
F 시작 화면에서 새 파일을 선택하고 폴더에 index.html을 저장한다. 

F !를 입력한다. 그러면 Emmet Abbreviation이 표시된다. 이 때 Tab 키를 누르면 

Emmet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코드가 자동 입력된다. Visual Studio Code는 Emmet을 

기본 기능으로 포함하고 있다. 

F 다양하게 코드를 입력해보면 IntelliSense 기능이 작동하면서 코드 작성을 위한 구문

들을 선택할 수 있다.  

F Visual Studio Code는 폴더 열기 기능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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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ual Studio Code 확장기능 설치하기
F Visual Studio Code는 기본 제공되는 기능 외에 많은 확장 기능을 제공한다. 특정 언

어에 대한 코드 입력 지원 확장 프로그램이나 기타 코딩 편의 향상 기능들을 찾아 

설치할 수 있다. 

F Visual Studio Code의 보기 메뉴에서 [확장]을 선택하거나 Control + Shift + x를 누

르거나 화면 좌측 사이드 바에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다. 

F 예를 들어 PHP IntelliSense를 설치하려면 목록에서 PHP IntelliSense를 선택하고 설치 

버튼을 눌러 설치를 완료한다. 설치를 완료한 다음에는 다시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새

로 설치한 확장 기능을 활성화 한다. 



WEB_HTML_CSS(유승열).hwp 45

Web Server 설치 및 활용

¡ 웹 서버(Web Server)란?

HTTP Server

Contents

browser

Web Server Client

HTTP 응답(Response)

HTTP 요청(Request)

Ÿ HTTP Server - URL 요청에 대응하여 콘텐츠를 전송하는 웹 서버

- 웹 서버는 클라이언트(웹 브라우저 또는 기타 웹에 요청을 보내는 소프트

웨어)로부터 HTTP 요청을 받으면 웹 페이지를 전송해주는 소프트웨어 시

스템을 말한다. 

F 개념 참조 : https://ko.wikipedia.org/wiki/%EC%9B%B9_%EC%84%9C%EB%B2%84 

- 위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F Apache –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작동하며, 점유울이 가장 높다. 

F IIS – Windows 제품군(Server, Pro)에서 작동하는 웹서버

F nginx – 가볍고 높은 성능이 특징이다.

F GWS – Google이 자사 웹 서비스에 사용하는 웹서버

F 그 외 Sun Java System Web Server, Oversee, lighttpd 등

Ÿ Server Computer - 웹 서버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탑재한 컴퓨터

- 웹 서버의 또다른 개념은 위와 같이 웹 서버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웹 서

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의미한다. 

- 웹 서버는 대개 다중 이용자의 동시접속 상황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성능

(CPU, RAM, HDD)이 높고 고속 분산처리된 네트워크 환경에 보안설정이 

강화되어 이쓴 것이 특징이다. 

- 그러나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하거나 극히 일부 사용자가 가끔씩 접속하는 

웹 서버라면 PC급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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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서버는 왜 그리고 언제 필요한가?

Ÿ 웹 서버는 언제 필요한가?

대부분의 경우 Front-end 개발자들은 일반적으로 웹 서버가 없어도 자신이 HTML

과 CSS 그리고 JavaScript로 작업한 결과물들을 탐색기 등에서 더블클릭해서 브라

우저에 열어 확인할 수 있다. 

Back-end 개발자라면 반드시 웹 서버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한다. Back-end 개발

자는 서버사이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거나 DB를 다루고 또는 서버의 자원(파

일 또는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들)을 다루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웹 서버가 

필요하다. 

Ÿ Front-end 개발자에게도 웹 서버는 필요한가?

모든 경우에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웹서버는 Front-end 개발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 AJAX 기능을 사용할 때

- 웹 서버 환경에서 작동하는 외부 API를 사용할 때

- 서버 환경에서의 작동을 염두에 두고 테스트 하고자 할 때

¡ 웹 서버 설치

Ÿ 실제 웹 서버 사용하기

- 실제로 웹에서 작동하는 웹 서버에서 개발을 테스트하거나 실제로 개발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웹 서버를 사용할 수 있다. 

- 웹 서버를 개인이 구축하기는 쉽지만은 않다. 웹 서버를 구축하려면 최서

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F 서버 컴퓨터

F 웹 서버 소프트웨어

F 전용선(공인 아이피 포함)

- 물론 IP가 수시로 바뀌는 가정 환경에서도 DDNS와 같이 변경되는 IP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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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속 연결되는 기술(최신 공유기들에서 제공)을 사용하면 개인용 PC를 

사용한 웹 서버 구축도 가능하다. 

- 그러나 웹 서비스 공급이 폭증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 등으로 

굳이 가정에서 편법으로 웹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고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 웹 서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웹 호스팅 또

는 클라우드 호스팅이라 한다. 

- 온라인 웹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많다.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등

의 검색 서비스에 “웹 호스팅” 또는 “클라우드 호스팅” 같은 단어들을 입력

하면 수많은 광고성 링크와 검색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웹 호스팅(또는 클라우스 호스팅) 서비스를 비교해보고 가입해서 사용 설

명을 잘 읽어보면 몇 분만에 자신만의 웹 서버 공간을 온라인에 가질 수 

있다. 

- 필요하다면 “웹 서버 호스팅”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일정한 공간을 

임대하는 “호스팅”과 달리 서버 1대를 단독으로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Ÿ 웹 서버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컴퓨터에 웹 서버를 설치하려면 해당 사이트에서 플랫폼 별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 Apache
F https://www.apache.org/ 

F Window용 Apache 설치 관련

https://www.apachelounge.com/download/

http://jimnong.tistory.com/612 

F macOS용 Apach 설치 관련 

https://xho95.github.io/macos/apache/webserver/mod_wsgi/2016/10/02/Apache-Web

Server.html 

https://jason.pureconcepts.net/2016/09/install-apache-php-mysql-mac-os-x-sierra/ 

- IIS
F IIS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주로 Windows Server 제품군이나 Pro 제품군에 포함되

어 있는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사용 가능하다. 

F 참조

http://studyforus.tistory.com/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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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All-in-One Packge

이 문서는 주로 초중급 웹 개발 학습자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전문가적

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개별 서버 및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해서보다는 웹 서버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PC 환경에서 쉽게 한꺼번에 설치할 수 있는 

All-in-One Package 소프트웨어 설치가 편리하다. 

All-in-One Package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Apache, MySql, PHP, Perl 등의 서버

용 소프트웨어를 한 번에 설치해준다. All-in-One Package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

은 XAMPP와 WAMPSERVER이다. 

- XAMPP
F Apache + MariaDB + PHP + Perl

F Windows, macOS, Linux 용 

F https://www.apachefriends.org

- WAMPSERVER

F Windows용 Apache, MySql, PHP 한 번에 설치

F http://www.wampserver.com/en/ 접속하여 최신 버전의 WAMPSERVER 설치

여기서는 XAMPP를 설치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자. 

¡ XAMPP 설치와 활용(Windows용을 기준으로)

Ÿ XAMPP 프로그램 다운로드/설치

- https://www.apachefriends.org 접속

하여 OS에 맞는 최신 버전 다운로

드

- XAMPP 버전은 포함된 PHP 버전임

(예, XAMPP 7.2.1에는 PHP 7.2.1이 

포함됨)

- 다운로드 폴더에서

xampp-win32-7.2.0-0-VC15-installer

.exe 더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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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bit 컴퓨터에서 아래와 같은 경고 만나면 무시하고 [OK] 클릭하여 진행

- 설치 단계에서 Next 버튼 누르며 계속 진행하여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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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종료 화면에서 Do you want to start the control Panel now? 체크

하고 Finish 누르면 XAMPP Control Panel 실행

F 최초로 XAMPP Control Panel 실행 시 그림과 같이 언어 환경 설정을 하는데 왼쪽 

깃발 아래 체크하고 Save 버튼 누르면 영어로 셋팅되고 다음부터는 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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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XAMPP 실행

- 최초 설치 후에는 자동으로 XAMPP Control Panel이 실행됨

- 나중에 실행할 때는 C:\xampp 폴더를 탐색기로 열어서 

xampp_control.exe를 더블 클릭해 직접 실행해 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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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XAMPP 서비스들

- Apache : Web Server 소프트웨어

- MySql : MySql 데이터베이스
F 최신 버전에 실제 설치된 것은 MariaDB이나 MySql과 같음

- FileZilla : FTP 서버(이 서버 컴퓨터에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게 해줌)

- Mercury : 메일 서버(로컬 컴퓨터에서 메일 전송할 수 있게 해줌)

- Tomcat : 서버에서 Java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S/W(JavaScript 아님)

Ÿ Apache, MySql 실행

- 이 학습자료에서는 웹서버를 실행하여 웹서비스를 테스트하고 PHP와 

MySql을 사용할 것이므로 Apache와 MySql 옆의 Start 버튼을 클릭

- Apache와 MySql을 Start 해서 버튼이 Stop으로 바뀌어 있다. 

- PHP는 Apache와 연결되어 있어 Apache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실행됨. 

Ÿ 컴퓨터 부팅시 Apache, MySql 자동 실행하기

매 번 xampp_controll.exe를 실행해서 XAMPP Controll Panel을 열지 않고도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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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켜면 바로 Apache와 MySql을 실행하는 방법

- Windows 탐색기에서 c:\xampp 폴더를 연다.

- xampp_control.exe 파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다. 

- 아래와 같이 XAMPP Control Panel 각 서비스 앞에 빨간색 X 버튼이 표시

된다. 

- Apache와 MySql 앞의 X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경고창이 표시된다. 

Yes를 클릭하면 이제 X 버튼이 녹색 체크 버튼으로 바뀌면서 Windows 서



WEB_HTML_CSS(유승열).hwp 54

비스에 등록된다. 그리고 Apache와 MySql을 Start 해주자.

- 이제 Apache와 MySql은 컴퓨터를 껐다 켜도 자동으로 실행된다. 

Ÿ 웹사이트 확인

- http://localhost/ 또는 http://127.0.0.1 주소로 웹사이트 확인

- 또는 아래와 같이 XAMPP Control Panel의 Admin 버튼 눌러 브라우저 열

기(Window 기본 브라우저에 dashboard 페이지가 열림)

- 이는 c:\xampp\htdocs 폴더의 index.php에 dashboard로 리다이렉션(페이

지 이동)되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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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dashboard 없애기 

- 실제 PHP를 배우는데 위 dashboard는 필요 없으므로 c:\xampp\htdocs에 

들어가서 모든 파일을 지우면 됨. 

 

- 위와 같이 c:\xampp\htdocs 내의 모든 파일을 제거하고 다시 

http://localhost/ 또는 http://127.0.0.1 주소로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또는 

XAMPP Control Panel의 Admin 버튼 눌러 브라우저 열어 보면 다음과 같

이 빈 폴더(디렉토리)의 내용을 보여주는 화면만 표시된다. 

Ÿ MySql 확인

- MySql은 phpmyadmin이라는 php로 제작된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주소 창에서 http://localhost/phpmyadmin 

또는 http://127.0.0.1/phpmyadmin 을 열거나 아래 그림과 같이 XAMPP 

Control Panel의 MySql 의 Admin 버튼을 클릭해 phpmyadmin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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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phpmyadmin이 열린 것을 확인한다. 
F 여기서는 MySql을 여는 것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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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도구들

¡ Emmet

Ÿ Emmet은 무엇인가?

Emmet는 HTML과 CSS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단축 기능을 제공하는 플러그인 

또는 패키지 형태로 코드 에디터에 포함 또는 추가되는 기능이다. 

Emmet은 처음에는 Zen Coding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웹 개발자들에게 코

딩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알려지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코드 에디터

들이 지원하고 있다. 

Ÿ Emmet 사이트 

- Emmet은 그 자체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에디터에 추가로 설치

되는 소프트웨어이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설치 방법을 따라야 한

다. 일부 에디터들은 Emmet을 내장(built-in)하고 있다. 

- Emmet 공식 사이트는 http://emmet.io 이다. 

- 공식 사이트에서 Download 버튼을 눌러 링크를 열면 에디터 별 다운로드 

링크 또는 기본 제공 에디터 목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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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아래는 다운로드하여 설치 가능한 에디터 목록이다. 링크를 클릭하면 설치방법이 표

시된다.

F 아래는 Emmet을 기본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웹 에디터)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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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아래는 Emmet을 내장하고 있는 에디터들의 목록이다. 별도 설치가 필요 없다. 

Ÿ Emmet 설치

여기서는 Sublime Text, Bracets, Adobe Dreamweaver에 Emmet 설치 방법을 알

아볼 것이다. 이미 Sublime Text와 Bracets는 Coding Tools 장에서 설명하였으므

로 다음을 참조하기로 하고 Adobe Dreamweaver에 Emmet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Sumlime Text에 설치

F 이 교재 참조

F Coding Tools > Sublime Text 3 > Sublime Text 3 패키지 설치

- Brackets에 설치
F 이 교재 참조

F Coding Tools > Brackets 설치와 활용 > 확장 기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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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be Dreamweaver에 Emmet 설치하기
F Adobe Dreamweaver CC 2017 버전부터는 Emmet을 내장하고 있다. 

F Adobe Dreamweaver CC 2017부터는 다른 에디터들처럼 Tab 키를 사용해서 바로 

Emmet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F Emmet을 지원하지 않는 Dreamweaver 버전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Emmet을 설치할 수 있다. 

F https://emmet.io/download/ 에서 Adobe Dreamweaver 버튼을 클릭해서 

Dreamweaver용 Emmet Extension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한다. 

F Emmet.zxp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 

F 다운로드 한 파일을 실행하면 Extension Manager가 실행되면서 Emmet을 설치한다. 

F Extension Manager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링크에서 다운받아 설치한다. 

https://www.adobe.com/exchange/em_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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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mmet을 기본지원하지 않는 Adobe Dreamweaver에 Emmet 확장을 설치하고 나서 

Dreamweaver를 실행하면 위 그림과 같이 명령 메뉴에 Emmet 메뉴가 표시된다. 

F 위 화면에서 보면 Emmet은 Ctrl+E 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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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weaver는 기본적으로 Ctrl+E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태그 선택기(Tag 

choose)”가 표시된다. 

F 구 버전의 Dreamweaver에서 Ctrl+E 대신에 다른 키, 예를 들어 Ctrl+Space 키를 

Emmet에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F 먼저 편집(Edit) 메뉴를 열고, “키보드 단축키(Keyboard Shortcuts)” 메뉴를 연다. 

F 그러면 다음과 같이 “키보드 단축키” 창이 표시된다. 

F 이 창에서 현재 설정된 키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현재설정]에서 "Dreamweaver 

Standard"를 선택하고 옆의 버튼 중에 [설정 복제] 버튼을 클릭해서 "Dreamweaver 

Standard 복사하기" 새 창이 표시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 새로운 설정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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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현재 설정에 "Dreamweaver Standard 복사하기"가 선택되어 있다. 

F 바로 아래의 명령에서 “메뉴 명령”을 선택한다. 

F 명령(C)메뉴를 확장하고 다시 Emmet을 확정해서 Expand Abreviation Ctrl+E를 선택

한다. 아래 단축키에 Ctrl+E가 설정되어 있다. 

F 누름 키의 입력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Alt키와 Enter 키를 동시에 누

른다.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Alt+Return 이 입력된다. 이 때 [바꾸기] 버튼을 누르

면 단축키가 바뀐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단축키 변경이 완료된다. 

F 위와 같이 하고 편집 창의 내용을 모두 지우고 !를 입력한 다음 Alt키와 enter키를 

동시에 눌러보자. 코드가 자동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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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mmet 구문

Emmet은 몇 가지 대표적인 키워드(예를 들면 < 나 > 없이 Tag 이름)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완성할 수 있다. 

- HTML 기본 구조 완성

① HTML5 기본 구조 넣기

F 빈 HTML 파일(예, index.html)을 저장한다.

F 빈 화면에서 느낌표 !를 입력하고(이 때 ! 뒤에 공백이나 다른 문자가 없어야 한다) 

Tab 키를 누른다.  

F 그러면 HTML5 기본 코드 구조가 편집 창에 자동으로 입력된다. 

F Editor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HTML5 기본 구조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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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XHTML 기본 구조 넣기

F xhtml은 HTML5 이전의 HTML 버전이다. 

F 위에서 !를 입력한 것처럼 내용을 모두 지우고 빈 편집창에서 html:xt 또는 html:xs를 

입력하고 Tab 키를 누른다. 

F xhtml은 이전 버전과 호환성을 제공하는 transitional 버전과 호환성을 제공하지 않는 

strict 버전이 있는데 html:xt는 transitional 코드를 html:xs는 strict 코드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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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HTML4 기본 구조 넣기

F HTML4 버전도 xhtml과 같이 호환성을 제공하는 transitional 버전과 호환성을 제공하

지 않는 strict 버전이 있는데 html:4t는 transitional 코드를 html:4s는 strict 코드를 생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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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div>

p <p></p>

img <img src="" alt="">

header <header></header>

footer <footer></footer>

nav <nav></nav>

ul <ul></ul>

li <li></li>

table <table></table>

tr <tr></tr>

td <td></td>

- 기본 태그 입력
F 태그를 입력할 때 <div></div>를 직접 입력할 필요는 없다.

F Emmet이 설치되어 있다면, div 만 입력하고 Tab키를 누르면 된다.

tab

F 일부 에디터들은 Emmet을 설치하지 않고도 이런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F 기본 태그 입력 예(왼쪽 코드를 입력하고 끝에서 Tab키 입력하면 오른쪽 결과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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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script></script>

style <style></style>

link <link rel="stylesheet" href="">

section <section></section>

aside <aside></aside>

span <span></span>

a <a href=""></a>

textarea <textarea name="" id="" cols="30" rows="10"></textarea>

input <input type="text">

button <button></button>

a[href=# id=mylink] <a href="#" id="mylink"></a>

img[src=1.jpg alt=image1] <img src="1.jpg" alt="image1">

input <input type="" name="">

input:radio <input type="radio" name="" id="">

input:checkbox <input type="checkbox" name="" id="">

input:email <input type="email" name="" id="">

input:submit <input type="submit" value="">

input:reset <input type="reset" value="">

F 위와 같이 거의 모든 태그이름을 입력하고 Tab 키를 입력하면 태그가 입력된다. 

- 태그 속성 입력
F 태그들은 <a href=“#”></a>에서 href와 같은 속성을 갖는다. 

F Emmet을 사용하면 이러한 속성도 지정하여 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 

F a[href=#] 와 같이 입력하고 끝에서 Tab 키를 입력하면 <a href="#"></a>와 같이 자동

으로 입력된다. 

F 두 개 이상의 속성을 지정하려면 a[href=# id=mylink] 와 공백으로 구분하고 마지막의 

] 바로 옆에서 Tab 키를 누르면  <a href="#" id="mylink"></a> 와 같이 입력된다. 

F input 태그들은 type을 다른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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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id <div id="myid"></div>

.myclass <div class="myclass"></div>

p#myid <p id="myid"></p>

p.myclass <p class="myclass"></p>

img#myimg <img id="myimg"></img>

img.myimg <img class="myimg"></img>

img#myimg[src=1.jpg] <img src="1.jpg" alt="" id="myimg">

div{Hello} <div>Hello</div>

p{Emmet is good.} <p>Emmet is good.</p>

a[href=about.html]{About} <a href="about.html">About</a>

button{Click me} <button>Click me</button>

textarea{본문 입력}
<textarea name="" id="" cols="30" rows="10">본문 
입력</textarea>

- ID, Class 입력
F 태그에 특정 id 속성과 class 속성을 직접 입력할 수 있다. 

F 아이디는 “#아이디”, 클래스는 “.클래스이름”을 입력 후 Tab키를 눌러 입력할 수 있

다. 

F 예를 들어  #myid+[tab]은 <div id="myid"></div>를, .myclass+[tab]은 <div 

class="myclass"></div>를 입력해준다. 

F 기본적으로 태그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div가 입력되는데 p#myid나 p.myclass와 같

이 하면 <p id="myid"></p>, <p class="myclass"></p>를 입력해준다. 

- 태그에 콘텐츠 입력
F 태그에 직접 콘텐츠를 입력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중괄호 { }를 사용하면 된다. 

F 예를 들어 button{클릭하세요}라고 입력하고 마지막 } 옆에서 Tab 키를 

누르면 <button>클릭하세요</button>와 같이 바뀐다.  

- 하위 태그 포함하여 코드 완성

F div>ul>li를 입력하고 Tab 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div>

�<ul>

��<li></li>

�</u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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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div.container>header>h1{Hello World}

<div�class="container">

�<header>

��<h1>Hello�World</h1>

�</header>

</div>

- 하위 태그 개수 지정하여 코드 완성
F div>ul>li*3

<div>

�<ul>

��<li></li>

��<li></li>

��<li></li>

�</ul>

</div>

F table>tr*2>td*3

<table>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able>

F table#mytable>tr*2>td{내용}*3

<table�id="mytable">

�<tr>

��<td>내용</td>

��<td>내용</td>

��<td>내용</td>

�</tr>

�<tr>

��<td>내용</td>

��<td>내용</td>

��<td>내용</td>

�</t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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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태그 여러 개에 번호 표시하기
F ul>li{메뉴 $}*5

<ul>

�<li>메뉴�1</li>

�<li>메뉴�2</li>

�<li>메뉴�3</li>

�<li>메뉴�4</li>

�<li>메뉴�5</li>

</ul>

- 같은 수준의 태그들 추가하기 
F + 기호를 사용하면 같은 레벨의 태그를 추가할 수 있다. 

F div+div>ul>li

<div></div>

<div>

�<ul>

��<li></li>

�</ul>

</div>

F header+div+footer

<header></header>

<div></div>

<footer></footer>

- +와 > 같이 사용하기
F +와  > 기호를 같이 사용하면 > 때문에 +가 좀 다르게 표시된다. 다음을 보자.

F header+div>section+footer 

<header></header>

<div>

�<section></section>

�<footer></footer>

</div>

F 위 단축 코드는 header와 div footer가 같은 레벨로 입력될 것을 기대하고 입력하였

지만 div 옆의 > 기호에 영향을 받아 마지막 footer는 그 앞의 section과 같은 레벨

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F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footer 대신에 ^ 기호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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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을 한 단계 올려주는 ^ 사용하기
F header+div>section^footer

<header></header>

<div>

�<section></section>

</div>

<footer></footer>

F ^는 사용한 수 만큼 레벨을 상위로 올린다. 

F header+div>section>ul>li*3^^^footer

<header></header>

<div>

�<section>

��<ul>

���<li></li>

���<li></li>

���<li></li>

��</ul>

�</section>

</div>

<footer></footer>

- 괄호를 사용한 ( ) 그룹 묶기
F (header>h1{Hello})+(div.content>section)+(footer>p)

<header>

�<h1>Hello</h1>

</header>

<div�class="content">

�<section></section>

</div>

<footer>

�<p></p>

</footer>

- CSS 사용하기
F Emmet은 CSS 단축도 지원한다. 

F 예를 들어 div { } 안에서 text-align: center;를 하고 싶다면 ta-c를 입력하고 Tab 키를 

누르면 된다. 

F 같은 방법으로 bgc를 입력하고 Tab를 누르면 background-color: #fff; 가 자동으로 입

력된다. 다음 화면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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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em ipsum Text 입력하기
F lorem imsum 텍스트는 출판이나 그래픽 디자인에서 임시로 채우는데 사용된 텍스트

로 웹 디자인에서도 임시로 텍스트를 채워야 할 곳에 lorem ipsum 텍스트를 사용하

곤 한다. 다음은 lorem imput 텍스트의 일부이다.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tempor�incididunt�ut�

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

nisi�ut�aliquip�ex�ea�commodo�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

esse�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proident,�sunt�

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

F lorem ipsum의 표준 문구는 1500년대부터 라틴어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기원은 BC 45년경부터라는 이야기도 있다. lorem ipsum을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14년 출판된 책에서였다고 한다. 

F 다음 링크에서 lorem inpum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https://www.lipsum.com/ 

https://ko.wikipedia.org/wiki/%EB%A1%9C%EB%A0%98_%EC%9E%85%EC%88%A8 

F Emmet은 개발자들의 도움을 위해서 lorem ipsum 단축 입력코드를 제공한다. 

F Emmet을 지원하는 코드 편집기에서 lorem을 입력하고 탭키를 누르면 lorem ip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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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가 입력된다. 

- cheat-sheet 참고하기
F emmet.io에서는 Emmet을 사용하기 위한 단축코드들을 cheat-sheet로 제공한다. 

F 다음 링크에 들어가서 다양한 Emmet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 

https://docs.emmet.io/cheat-sheet/ 

F 이 링크에서는 cheat-sheet를 pdf 파일로 다운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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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schools.com

Ÿ 가장 인기 있는 웹 학습 사이트

- https://www.w3schools.com/ 

- 이 사이트는 google에서 웹 관련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가장 상위에 가장 많이 링크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 이 사이트는 HTML, CSS, JavaScript, SQL, PHP, jQuery 등 웹 개발자가 알아야할 초중급 수

준의 강의를 수많은 예제들과 함께 제공한다. 

- 또한 시험을 통해서 인증서를 발급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무료였다가 최근에는 95$ 정도

로 유료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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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명 설명 및 링크

AHoardOfPixels
CC0 images, small collection.
http://ahoardofpixels.com/ 

AllTheFreeStock
CC0 images. Some of the video requires attribution
http://allthefreestock.com/ 

¡ 무료 사진 얻을 수 있는 곳

Ÿ FreePik – 무료 vector 이미지를 얻는 곳

- https://www.freepik.com/ 

- 이미지는 무료이지만 이미지마다 저작권 표기 등의 조건에 대해 설명이 되

어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Ÿ Awesome Images

- https://github.com/heyalexej/awesome-images 

- 이 링크에는 다음과 같은 꽤 많은 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가 소개되어 있

다. 링크를 소개한 heyalexej가 순서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여 다음과 같이 

링크들과 설명을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 단, 링크가 없는 경우는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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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명 설명 및 링크

fancycrave.com
royalty free high resolution images for your personal and 
commercial projects
http://fancycrave.com/ 

flickr.com
internet archive book images, no known copyright 
restrictions
https://www.flickr.com/photos/internetarchivebookimages/ 

foodiesfeed.com
food images, free of licences
http://foodiesfeed.com/ 

getrefe.tumblr.com
photos of people interacting with technology for personal 
or commercial projects
http://getrefe.tumblr.com/ 

gratisography.com
all pictures are free of copyright restrictions
http://www.gratisography.com/ 

imcreator.com
requires attribution
http://imcreator.com/free 

isorepublic.com
high-quality, free photos for creatives.
http://isorepublic.com/ 

jaymantri.com
entirely free of copyrights. 7 new photos every Thursday.
http://jaymantri.com/ 

kaboompics.com http://kaboompics.com/ 

lifeofpix.com
images for personal & commercial use. all images are 
donated to the public domain
http://www.lifeofpix.com/ 

littlevisuals.co
entirely free of copyrights. updated almost daily.
http://littlevisuals.co/ 

lockandstockphotos.com
requires attribution
http://lockandstockphotos.com/ 

magdeleine.co
hand picked, most images are free of licences
http://magdeleine.co/ 

morguefile.com
no attribution required
http://www.morguefile.com/ 

moveast.me
a guy on a photographic journey. all images are CC0
http://moveast.me/ 

nos.twnsnd.co
vintage images, free of any copyright restrictions
http://nos.twnsnd.co/ 

pexels.com
beautiful collection of photos, free of licenses
http://www.pex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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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명 설명 및 링크

photostockeditor.com
free high-resolution images for personal and commercial 
use
http://www.photostockeditor.com/ 

picjumbo.com
totally free photos for your commercial & personal works
http://picjumbo.com/ 

picography.co
free of licences
http://picography.co/ 

Pixabay
CC0 photos, vector graphics, and illustrations
https://pixabay.com/ 

publicdomainarchive.com
public domain images
http://publicdomainarchive.com/ 

publicphoto.org
public domain photos
http://publicphoto.org/ 

raumrot.com http://www.raumrot.com/ 

resplashed.com
HD images for your web and design projects. CC0.
http://www.resplashed.com/ 

SpaceX high resolution Space-related media in the public domain
https://www.flickr.com/photos/spacexphotos 

splitshire.com
delicious free stock photos for personal & commercial use
http://splitshire.com/ 

startupstockphotos.com
startup related photos, free of licences
http://startupstockphotos.com/ 

stock-image-point.com
mainly travel and landscape related images from a private 
collection. CC0.
http://www.stock-image-point.com/ 

stocksnap.io
CC0 licensed
https://stocksnap.io/ 

superfamous.com
requires attribution
http://superfamous.com/ 

titania-foto.com
german, no attribution required, only resale on other stock 
image websites forbidden
http://www.titania-foto.com/ 

travelcoffeebook.com 
10 beautiful travel photos every 10 days. all images are CC0
http://travelcoffeebook.com/ 

unsplash.com
free of licences
http://unsplash.com/ 

wefunction.com
free of licences
http://wefunction.com/category/free-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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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N

Ÿ Content delivery network / content distribution network

- CDN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이다.

- jquery, bootstrap 등과 같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등을 제공

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때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특별한 소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CDN을 구축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Ÿ Google CDN

- Google은 자주 사용되는 유명한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CDN을 제공한다. 

- https://developers.google.com/speed/libraries/ 에 방문하면 여러 라이브러

리들의 소스코드 연결 링크를 얻을 수 있다. 

Ÿ Microsoft CDN

- https://docs.microsoft.com/en-us/aspnet/ajax/cdn/ 

Ÿ 대부분의 Open Source 라이브러리나 Framework들은 CDN 링크를 

제공하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링크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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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한글이름 영문이름 주요 용도

( ) 괄호 Parentheses
조건문,반복문 등의 조건을 포함

함수/메서드 등의 파라미터 수신 위치

{ } 중괄호

Braces 

또는 

curly braces

함수, 클래스, 조건, 반복 등의 Block 

영역 표시

CSS 요소별 속성 포함

자바스크립트 객체 표시 

[ ] 대괄호

Brackets 

또는

square brackets

배열 포함

<> 꺽쇠괄호 angle bracket 태그 이름 감싸기

웹 개발 참고 - 괄호들의 명칭

웹 개발은 특히 괄호를 많이 사용한다. 각각의 이름을 한글, 영문으로 알아보고 주요 용도를 알아보자. 용도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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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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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이해

¡ HTML이란?

앞에서 설명한대로 HTML은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약자로 WEB의 내용

을 담는 틀 요소이다. 이를 좀 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Ÿ HyperText Markup Language

- 웹 페이지들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표준 코딩 언어

- 웹 브라우저는 HTML 파일을 읽고 이를 시청각적 요소로 변환해주는 S/W

- 1991 – HTML 최초 제안(Tim Berners-Lee, 18개의 Tags)

- 1995 – HTML 2.0 

- 1997  – HTML 4.0(1999=HTML 4.01)

- 2000 – XHTML 1.0 권고안(W3C, 2001=XMTML 1.1)

- 2004 – HTML5 개발 시작(WHATWG, W3C의 XHTML 2.0에 반대)

- 2014 – HTML5 웹 표준 지정(W3C )

최초의 HTML 태그들과 Line Mode Browser

참조 : http://line-mode.cern.ch/www/hypertext/WWW/TheProjec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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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웹사이트 코드와 내용

참조 : http://info.cern.ch/hypertext/WWW/TheProject.html 

Ÿ HTML에 대한 기술적 정의

- HTML은 웹 문서(web documents = web pages)를 서술하는 텍스트 기반

의 표시 언어(markup language)

- markup language 는 markup tag 들의 집합

- HTML 문서는 HTML tag 들로 기술됨

- 각각의 HTML tag 는 각각 다른 문서 내용을 서술함

- 모든 tag들은 꺽쇠괄호(<>)로 둘러 싸임
F 예) <태그이름>내용</태그이름>

- 모든 tag들은 <p> 와 </p> 처럼 <시작 태그>와 /를 < 다음에 넣은 </닫

는 태그> 쌍으로 구성

- <link>, <img>, <br>, <meta>….등과 같이 닫는 태그가 없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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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L Version 이야기

앞에서 HTML은 1991년에 Tim Berners-Lee에 의해 18개의 태그들로 시작되었고 

1995년에 2.0, 1997년에 4.0, 1999년에 4.01, 2000년에 XHTML 1.0, 2001년에 

XHTML 1.1이 발표되었다고 설명했다. 

웹 표준을 관리하는 W3C는 처음에 XHTML 2.0으로 다음 버전을 준비하려고 했다. 

그러나 너무 복잡하고 미래의 기능을 충분히 담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브라우

저 개발자그룹들에서 반대가 있었다. 반대자들은 2004년부터 WHATWG 라는 조

직을 만들고 새로운 HTML 표준을 만들어 HTML5를 발표하였다. 

마침내 2014년 W3C는 WHATWG가 만든 HTML5 버전을 새로운 표준으로 제정하

였고 현재 대부분의 최신 웹 브라우저들이 HTML5를 지원하고 있다. 

이 교재는 기본적으로 HTML5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 최초의 HTML 코드 예
<HEADER>

<TITLE>The�World�Wide�Web�project</TITLE>

<NEXTID�N="55">

</HEADER>

<BODY>

<H1>World�Wide�Web</H1>The�WorldWideWeb�(W3)�is�a�wide-area<A

NAME=0�HREF="WhatIs.html">

hypermedia</A>�information�retrieval

initiative�aiming�to�give�universal

access�to�a�large�universe�of�documents.<P>

Everything�there�is�online�about

W3�is�linked�directly�or�indirectly

to�this�document,�including�an�<A

NAME=24�HREF="Summary.html">executive

summary</A>�of�the�project,�<A

NAME=29�HREF="Administration/Mailing/Overview.html">Mailing�lists</A>

,�<A

NAME=30�HREF="Policy.html">Policy</A>�,�November's��<A

NAME=34�HREF="News/9211.html">W3��news</A>�,

<A

NAME=41�HREF="FAQ/List.html">Frequently�Asked�Questions</A>�.

....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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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L 2.0 예
<!DOCTYPE�HTML�PUBLIC�"-//IETF//DTD�HTML�2.0//EN">

<HEAD>

<TITLE>Introduction�to�HTML</TITLE>

</HEAD>

...

F 참조 : https://www.w3.org/MarkUp/html-spec/html-spec_5.html 

- HTML 4.01 예
<!DOCTYPE�HTML�PUBLIC�"-//W3C//DTD�HTML�4.01�Transitional//EN"��

"http://www.w3.org/TR/html4/strict.dtd">��

<html>��

<head><title>HTML�4.01</title></head>��

<body>��

<h1>HTML�4.01</h1>��

<h2>HTML�4.01</h2>��

</body>��

</html>��

- XHTML 예

<?xml�version="1.0"�encoding="UTF-8"?>

<!DOCTYPE�html

PUBLIC�"-//W3C//DTD�XHTML�1.0�Strict//EN"

"DTD/xhtml1-strict.dtd">

<html�xmlns="http://www.w3.org/1999/xhtml"�xml:lang="en"�lang="en">

<head>

<title>XHTML�1.0</title>

</head>

<body>

<p>XHTML�1.0�<br�/><br�/></p>

<img�src="1.jpg"�/>

</body>

</html>

- HTML5 예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Document</title>

</head>

<body>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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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L5

HTML5는 2014년에 W3C에서 공식 표준으로 발표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처음에 W3C는 XHTML 2.0으로 가려고 했다가 브라우저 개발 그룹들의 반발로 만

들어진 Web Hypertext Application Technology Working Group (WHATWG)가 개

발한 HTML5를 XHTML 1.x의 차기 표준으로 확정했다. 

HTML5는 기존의 HTML 버전들의 표시법을 단순화하고 새로운 미디어 요소에 대

한 대응, 위치 정보 확인, 소켓 사용, CANVAS와 SVG와 같은 새로운 드로잉 요소 

등을 추가하고 파일을 다루거나 로컬 스토리지를 다루는 여러 API를 제공한다. 

Ÿ HTML5의 주요 특징

- Semantics

의미 있는 태그들을 추가함으로써 사용된 콘텐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ex, header, footer…)

- Connectivity: Web Sockets, Server-sent events, WebRTC

- Local Storage: 로컬에 데이터 저장 및 활용

- Multimedia: video, audio 태그 추가

- 2D/3D graphics  and 효과: canvas, WebGL, SVG 등

- 속도 및 성능 향상

- 장치 입출력 처리 향상: camera, touch, geolocation 등

- Style 향상 : CSS3 지원

Semantic?

Semantic이란 “의미의, 의미론적인”의 뜻을 가진다. HTML5 개발자들은 새로운 HTML에 Semantic 요소들

을 추가했는데, header, footer, section, aside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div id="nav"> <div 

class="header"> <div id="footer"> 대신에 <nav>, <header>, <footer> 와 같은 태그를 직접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아무래도 코드를 단순화하기도 하지만 코드 분석도구들(최근에는 인공지능-AI까지 

가세하고 있다)이 태그의 속성을 읽어서 의미를 분석하는데 드는 복잡함과 번거로움을 줄이고 바로 이것이 메뉴

인지, 헤더인지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div id="nav">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div 

id="navigation">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다 분석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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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HTML5 기본 구조 예

<header>

<nav>

<section>

<aside>

<footer>

<article>

<article>

Ÿ HTML5 Basic Template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meta�http-equiv="x-ua-compatible"�content="ie=edge">

�<title>The�HTML5�Basic�Template</title>

�<meta�name="viewport"�content="width=device-width,�initial-scale=1">

�<meta�name="description"�content="HTML5�Basic�Template">

�<meta�name="keywords"�content="HTML,CSS,WEB">

�<meta�name="author"�content="www">

�<link�rel="stylesheet"�href="css/styles.css">

�<!--[if�lt�IE�9]>

��<script�src="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html5shiv/3.7.3/html5shiv.js"></script>

�<![endif]-->

</head>

<body>

��

��<!--�contents�here�-->

��<script�src="js/app.js"></script>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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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html>�...�</html>

<!doctype html>은 문서의 type을 정의하는 부분으로 html5 문서의 맨 처음에 표

시된다. 그리고 html 문서의 끝에는 닫는 태그 </html>이 있어야 한다. 이부분을 

DTD(Data Type Definition)라고 하는데 대부분 버전을 표시한다. html5는 버전 표

시 없이 단순하게 위와 같이 표시하였다. 다음은 각 버전별 doctype이다. 

<!DOCTYPE�HTML�PUBLIC�"-//W3C//DTD�HTML�4.01//EN"�"http://www.w3.org/TR/html4/strict.dtd">

<!DOCTYPE�HTML�PUBLIC�"-//W3C//DTD�HTML�4.01�Transitional//EN"�

"http://www.w3.org/TR/html4/loose.dtd">

<!DOCTYPE�HTML�PUBLIC�"-//W3C//DTD�HTML�4.01�Frameset//EN"�

"http://www.w3.org/TR/html4/frameset.dtd">

<!DOCTYPE�html�PUBLIC�"-//W3C//DTD�XHTML�1.0�Strict//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strict.dtd">

<!DOCTYPE�html�PUBLIC�"-//W3C//DTD�XHTML�1.0�Transitional//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transitional.dtd">

<!DOCTYPE�html�PUBLIC�"-//W3C//DTD�XHTML�1.0�Frameset//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frameset.dtd">

<!DOCTYPE�html�PUBLIC�"-//W3C//DTD�XHTML�1.1//EN"�

"http://www.w3.org/TR/xhtml11/DTD/xhtml11.dtd">

HTML5에서는 이 부분을 <!DOCTYPE html>처럼 대문자로 해도 되고 소문자로 해

도 된다. 

<html�lang="en">

html의 시작 태그이다. lang="en"은 이 문서가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라는 것을 알

려준다. 이것은 이 문서에 한글과 같은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

다. 이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그 아래의 <meta charset="utf-8">에 의

해서 다국어로 설정된다. 다만 여기에 lang="en"이 있는 것은 문서의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한 것이다. 한글은 lang="ko"라고 하면 된다. 이 속성은 없어도 된다. 

여기서 en, ko는 ISO 코드이다. 언어별 ISO 코드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w3schools.com/tags/ref_language_code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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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head>

<head> 태그는 문서의 속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포함된다. 제목을 표시하는 

title, 스타일일 직접 표시하는 style이나 외부 스타일을 연결하는 link, 자바스크립

트 코드 또는 외부 자바스크립트 연결, 문자셋이나 뷰포트를 위한 메타태그 등등

이 <head>에 포함된다. 

<meta�http-equiv="x-ua-compatible"�content="ie=edge">

이 코드는 Internet Explorer 사용자를 위한 호환성 메타태그이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IE6 사용자부터 IE11 사용자까지를 대상으로 페이지에 접속했

을 때 문서 모드를 가장 최신 버전에 맞춰서 설정하라는 의미이다. 이유는 이전 버

전의 IE가 웹 표준에 따르지 않은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Edge에 와서는 이런 

설정이 필요 없지만 아직도, 특히 한국에서는 오래된 IE 사용자가 적지 않다. 

IE 호환성 메타태그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msdn.microsoft.com/en-us/library/ff955275(v=vs.85).aspx 

<title>The�HTML5�Basic�Template</title>

이 코드는 브라우저 제목표시줄, 최근에는 탭에 표시되는 제목이다. 

<meta�name="viewport"�content="width=device-width,�initial-scale=1">

이 코드는 뷰포트 메타태그로 모바일 환경의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를 열었을 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설정한다. 이 속성은 반응형 웹 페이지라면 반드시 포함하

고 있는 것이 좋다. 

- width=device-width : 페이지의 넓이를 장치 넓이로 설정한다.

- initial-scale=1 : 페이지를 처음 열었을 때 확대 비율이다. 1은 기본 비율이고 

2는 두배로 확대 해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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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mum-scale=1 : 최대 크기를 설정한다. 1로 하면 더 커지지 않는다. 

- minimum-scale=1 : 최소 크기를 설정한다. 1로 하면 더 작아지지 않는다. 

- user-scalable=no : 모바일 장치에서 사용자가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설

정. no=확대불가, yes=확대 가능

다음 예제는 viewport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보여준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The�HTML5�Basic�Template</title>

�<meta�name="viewport"�content="width=device-width,�initial-scale=1">
</head>

<body>

�<h1>With�viewport</h1>

�<p><img�src="http://lorempixel.com/500/300"�width="500"�height="300"�alt="image"></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p>

</body>

</html>

아래 왼쪽의 위 HTML 파일의 굵은 부분인 viewport 메타태그를 넣지 않고 본 것

이고 오른쪽은 viewport 메타태그를 넣고 실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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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name="description"�content="HTML5�Basic�Template">

�<meta�name="keywords"�content="HTML,CSS,WEB">

�<meta�name="author"�content="www">

이 코드는 문서의 설명(description)과 키워드(keywords) 및 저자(author)를 표기한 

부분이다. 문서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검색엔진 친화적(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인 웹 사이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키워드는 쉽

표로 구분하여 검색어를 입력하면 된다. 

<link�rel="stylesheet"�href="css/styles.css">

외부 CSS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태그이다. 현재 파일을 기준으로 하위에 css 

폴더에 있는 style.css 파일을 연결한다. 외부 CSS 파일을 불러오는 또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이 @import: url() 구분을 사용하는 것다. 

�<style>

��@import�url("css/style.css");

�</style>

�<!--[if�lt�IE�9]>

��<script�src="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html5shiv/3.7.3/html5shiv.js"></script>

�<![endif]-->

이 코드는 HTML5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IE 8과 그 이전 버전을 위한 것이다.  

<!--[if lt IE 9]> ... <![endif]-->는 IE만 해석 가능한 조건문이다. 다른 브라우저들에

서는 그냥 단순한 주석으로 간주된다. 

[if lt IE 9]>는 “IE 버전이 9보다 작으면”이라는 뜻이다. 즉, if IE < 9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러나 <를 쓰면 태그의 <와 혼선이 되므로 lt로 쓴 것이다. 

html5shiv.js는 HTML5의 요소들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들에게 HTML5 요소들

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식시켜주는 일을 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포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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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파일은 위 코드에서처럼 웹의 CDN을 활용해도 되고 다운로드 해서 연결해

도 된다. 다운로드는 다음 링크에서 할 수 있다. 

https://github.com/aFarkas/html5shiv 

IE8 이하에서 HTML5 테스트하기

IE11에서 F12키를 눌러 개발자 도구를 열면 에뮬레이터(Emulator)가 있다. 여기에

서 문서 모드를 그 이전 버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간단한 예제로 IE8 버전 이하에

서 HTML5 지원 여부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아래 코드는 HTML5에서 새로 추가된 header 요소를 추가하고 style에서 사이즈와 

배경색을 설정한 것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HTML5</title>

<style>

�header�{

��width:�100%;

��height:�200px;

��background-color:�green;

�}

</style>

</head>

<body>

�<header></header>

�<h1>HTML5</h1>

</body>

</html>

구글 크롬

 

I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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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IE11에서 F12 키를 눌러 에뮬레이션 메뉴에서 문서모드를 8로 놓고 페이지를 

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header가 표시되지 않는다. HTML5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header라는 태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IE8이하에서 HTML5에 추가된 header를 인식시키려면 어떻게 할까? 아래 코드를 

head 영역에 style 앞에 추가해주어야 한다. 

<!--[if�lt�IE�9]>

<script>document.createElement("header")</script>

<style>header�{�display:�block;�}</style>

<![endif]-->

이 추가된 코드는 문서에 새로운 header라는 요소를 추가해주고, header의 스타일

이 block 즉 박스 요소라는 것을 미리 정의해주면 그 뒤에 style 태그 안에서 

header에 대한 여러 설정이 유효하게 된다. 코드를 추가하고 다시 IE8 문서모드에

서 실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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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HTML5</title>

<!--[if�lt�IE�9]>

<script>document.createElement("header")</script>

<style>header�{�display:�block;�}</style>

<![endif]-->

<style>

�header�{

��width:�100%;

��height:�200px;

��background-color:�green;

�}

</style>

</head>

<body>

�<header></header>

�<h1>HTML5</h1>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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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IE8 이하에서도 header 요소를 인식한다. 

위 HTML5 Basic Template에 포함된 html5shiv.js 는 header 뿐만 아니라 모든 

HTML5 요소들을 IE8 이하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IE8이나 그 이하 버전 사용자가 유독 많은 우리나라에서 개발자들이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body>�...�</body>

body에는 화면에 표시되는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body에는 

자바스크립트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CSS는 body에 포함될 수 없다. 

<script�src="js/app.js"></script>

이 코드는 외부 스크립트를 연결하는 코드이다. 자바스크립트는 예전에는 주로 

<head></head>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body> 

태그 바로 앞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코딩 규칙만 잘 따르면 어디에 넣어도 

잘 실행되겠지만 가급적 웹 페이지의 모든 요소를 다 읽어들인 후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이와 같이 HTML5 기본 템플릿을 설명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 교재는 대부분의 코드를 HTML5 버전에 맞춰서 사용하겠지만 몇 가지 외에는 

대부분 이전 버전의 HTML과 호환된다. 다른 부분은 별도의 설명을 통해서 이전 

버전의 브라우저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Ÿ HTML5에서 새로 생긴 Tag들

다음은 HTML5에서 새로 생긴 태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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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설명

<article> 문서 내 기사와 같은 글들을 정의

<aside> 페이지의 측면에 자리하는 콘텐트를 정의

<bdi>
문서 내에서 다른 방향으로 쓰여지는 문자를 정의(예, 영어 글 내에서 

아랍어 표기 시)

<details> 사용자가 보거나 감출 수 있는 추가 세부 사항 정의

<dialog> 대화 상자나 창에 대한 정의

<figcaption> <figure> 요소의 캡션 정의

<figure>
어떤 제목이나 글 등에 자체 포함된 내용을 정의(예, 삽화, 표, 차트, 

사진,코드목록 등)

<footer> 페이지 또는 영역의 꼬리 부분

<header> 페이지 또는 영역의 머리 부분

<main> 문서의 메인 콘텐트 정의

<mark> 표시 또는 하이라이트 된 텍스트 정의

<menuitem> 메뉴 아이템에 대한 정의

<meter> 알려진 범위 내에서의 스칼라 측정 정의(게이지)

<nav> 문서 내에서 네비게이션 링크

<progress> 진행률 등을 표시

<rp> ruby 태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 보여줄 텍스트

<rt> 동아시아 문자를 위한 설명과 발음 정의

<ruby> 동아시아 문자를 위한 위 첨자 정의 영역

<section> 문서의 영역을 지정

<summary> <details> 요소의 보이는 머리글 부분(요약)

<time> 날짜/시간 정의

<wbr> 줄 바꿈 가능 정의

- 새로 추가된 Symanthic & 구조 관련 태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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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설명

<datalist> 입력 제어를 위한 사전 정의

<keygen> 암호화된 키 코드를 생성하는 요소

<output> 계산 결과를 나타내는 요소

새 Input Type들 새 Input 속성들

color

date

datetime

datetime-local

email

month

number

range

search

tel

time

url

week

autocomplete

autofocus

form

formaction

formenctype

formmethod

formnovalidate

formtarget

height and width

list

min and max

multiple

pattern (regexp)

placeholder

required

step

- 새로 추가된 Form 관련 태그들

F HTML5 이전부터 있던 모든 Form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form>,� <input>,� <textarea>,� <label>,� <fieldset>,� <legend>,� <select>,� <optgroup>,� <option>,�

<button>,�<datalist>,�<keygen>,�<output>

- 새로 추가된 Form Input Type 및 속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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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설명

<canvas> Javascript를 활용하여 드로잉을 할 수 있는 요소

<svg> SVG (Scalable Vector Graphics)그래픽 요소 표시

태그 설명

<audio> 소리나 음악 콘텐트 정의

<embed> 플러그인 기반 미디어 사용 정의

<source> <video>, <audio>의 소스 파일 정의

<track> <video>, <audio>의 트랙정의

<video> 비디오, 영상 정의

- 새로 추가된 Graphic 요소들

- 새로 추가된 Media 요소들

¡ HTML5 코딩 스타일

HTML이나 JavaScript, CSS 그리고 다른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바람직한 Style 

Guide가 있다. Style Guide는 꼭 지키지 않아도 코드가 작동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무엇보다도 유지보수를 

하기 쉽게 코딩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구글에서 HTML Style Guide라고 검색하면 Google의 "Google HTML/CSS Style 

Guide"와 w3schools.com의 “HTML Coding Conventions” 같은 링크들이 나온다. 

이 글에서는 검색에서 나온 여러 가지 Style Guide를 참조하여 좋은 HTML5 

Coding Style Guide를 몇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HTML5에서 변화된 내용이지만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고려한 내용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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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대부분 제목만 인용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참조할 것이다. 

Ÿ 올바른 Document Type을 사용하라. 

- w3schools.com

앞에서 HTML DTD에 대해 소개 했다. 또 올바른 DTD를 입력할 수 있는 Emmet 

단축 코드도 소개했다. 브라우저들은 당연히 최신 버전 외에도 이전 버전들의 

HTML 코드들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졌다. 브라우저들이 HTML 버전을 이해는데 가

장 필요한 것은 바로 DTD일 것이다. 

<!DOCTYPE html> 또는 <!doctype html>와 같이 문서 타입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 굳이 예전 버전의 DTD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Ÿ 요소 이름 즉, 태그이름은 소문자로 사용하라.

- w3schools.com

최신 버전들의 HTML 태그 이름은 모두 소문자를 사용한다. XHTML 이전까지의 

HTML 코드들에서는 <FONT>와 같이 대문자로 태그 이름을 사용한 예가 많았다. 

심지어는 <Font>와 같이 대소문자를 섞어서 사용한 예도 있다. 이러한 코딩 방법

은 현대 HTML 코딩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물론 브라우저가 해석해서 올바르

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소문자로만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읽고 쓰기에 더 쉽

다. 

- 나쁜 예 - <DIV>, <Header>

- 좋은 예 - <div>, <header>

Ÿ 닫는 태그가 있는 경우 반드시 닫아야 한다. 

- w3schools.com, codeguide.co

예전의 코드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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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H>

<TD>번호

<TD>이름

<TD>연락처

<TR>

<TD>1

<TD>홍길동

<TD>010-1111-2222

</TABLE>

<UL>

<LI>목록1

<LI>목록2

<LI>목록3

</UL>

<SELECT>

<OPTION>HTML

<OPTION>CSS

<OPTION>JavaScript

</SELECT>

현대 웹에서는 위와 같은 코딩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닫는 태그가 없는 

태그들 예를 들면 <img>, <br>, <meta>, <link>, <hr> 등등의 코드들 외에는 반

드시 닫는 태그들이 있어야 한다. 위 코드는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 

<table>

<th>

�<td>번호</td>

�<td>이름</td>

�<td>연락처</td>

</th>

<tr>

�<td>1</td>

�<td>홍길동</td>

�<td>010-1111-2222</td>

</tr>

</table>

<ul>

�<li>목록1</li>

�<li>목록2</li>

�<li>목록3</li>

</ul>

<select>

�<option�value="html">html</option>

�<option�value="css">css</option>

�<option�value="javascript">javascript</option>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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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설명

<area> image map에서 클릭할 영역과 링크 등을 표시하는 태그

<base>
웹 페이지에서 특정 URL 또는 다른 링크들의 target을 지정

_blank : 빈창(탭), _self : 현재 창, _parent : 부모창, 창이름

<br> 줄바꿈 문자. 주로 <p>안에서 사용

<col> table의 colgroup에서 각 컬럼의 넓이 등 스타일 지정 태그

<embed>

이 태그는 HTML에서 Flash의 .swf 등을 포함할 때 사용한다. 

HTML5 이전에 이 태그는 비표준 태그로 간주되었고 닫는 태그가 있

었다. 그러나 HTML5에서 표준으로 되고 닫는 태그도 사라졌다. 

<hr>
가로 줄을 표시한다. 이 가로줄은 내용 중에서 주제가 바뀌거나 할 때 

사용된다. 

<img> 이미지를 삽입한다. 

<input> form에서 입력양식 태그들

<link> css 파일 등 외부 파일을 링크하는 태그

<meta>
웹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정의하는 태그.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고 한다. 즉, 웹 문서의 속성 등을 정의한다.

<param> object 태그 안에서 파라미터 정의 태그

<source> audio, video 태그에서 미디어 소스 속성을 정의하는 태그

<track> audio, video 태그에 자막 파일에 대한 속성을 정의하는 태그

<wbr> Word Break Opportunity의 줄임으로 단어를 끊어도 되는지 설정

<keygen> 암호화된 키 코드를 생성하는 요소(HTML 5.2 초안에서 삭제됨)

<command> 실행할 명령어를 지정한다. HTML5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닫는 태그가 없는 요소들

닫는 태그가 없는 요소들을 empty element라고 한다. 즉,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 내용을 넣지 않고 비어 

있으니 닫을 empty element이고 이런 empty 요소들은 닫는 태그를 갖지 않게 된 것이다. empty 태그들

에는 다음고 같은 것들이 있다. 이 목록은 다음 링크들에서 참조하였다. 

https://developer.mozilla.org/ko/docs/Glossary/Empty_element 

https://www.thoughtco.com/html-singleton-tags-346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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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HTML의 Self Closing

HTML5 이전 버전인 XHTML은 앞서 설명한 empty 태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self 

closing을 사용하도록 했다. 

<img�src="1.jpg"�alt="image"�/>

<br�/>

<meta�http-equiv="Content-Type"�content="text/html;�charset=utf-8"�/>

<input�type="text"�name="user"�/>

...

그러나 이러한 self closing은 HTML5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단, 허용은 한다. 

그러면 XHTML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self closing을 사용해야 할까?

Google은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심지어 새로 개발되는 웹 페이지에서 xhtml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IE9부터 Intetnet Explorer도 HTML5를 지원하고 있으므

로 실제로 XHTML이나 그 이전 버전의 브라우저들을 지원하는 것은 그다지 실익이 없다는 판

단일 것이다. 

이제 HTML 코딩은 모두 HTML5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굳이 <br />과 같

이 self closing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Ÿ Semantics 코딩을 하라

- Google HTML/CSS Style Guide

https://google.github.io/styleguide/htmlcssguide.html 

앞에서 HTML5에서 태그명으로도 의미를 알 수 있는 semantic 태그들이 추가되었

다고 소개한 적이 있다. 이것은 비단 HTML5에서 추가된 요소들에만 해당되는 것

은 아니다. Google HTML/CSS Style Guide에 짧게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링크가 

아닌 요소에 자바스크립트로 링크를 추가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고 설명되어 있다. 이것은 코드 분석 툴들에 의해 시각적 웹 페이지를 청각 미디어

로 읽어야 하는 분들을 위한 접근성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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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크립트에서 배우게 될 AJAX나 jQuery 같은 확장 기능 사용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은 이 지침에 따라 몇가지 세부 지침을 정리해보았다. 

- 의미에 맞게 태그를 사용하라. 

예) 헤드라인에는 header 태그를, 저작권 표시 영역에는 footer 사용하라. 

<div�class="header"></div>�또는�<div�id="header"></div>�×

<header></header>�○

<div�class="footer"></div>�또는�<div�id="footer"></div>�×

<footer></footer>�○

- 다른 용도의 태그를 전용해서 사용하지 마라. 

예) div나 span 등 콘테이너(내용을 포함하는 태그 요소)를 링크롤 사용하지 마라.

<div�onclick="goToPage('aboutus');">About�Us</div>�×

<a�href="aboutus">About�Us</a>�○

Ÿ 태그 속성 값을 큰 따옴표(double quote)로 감싸라. 

- w3schools.com, Google HTML/CSS Style Guide

최근에는 찾기 어렵지만 오래 전에 만들어진 웹사이트 중 HTML 4.01 버전으로 만

들어진 페이지의 소스코드를 보면 속성의 값을 따옴표로 감싸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 나쁜 예 : <img src=1.jpg width=300 height=150 alt=image1>

그러나 결코 위와 같은 방법은 권장되지 않는다. 반드시 따옴표, 그것도 큰 따움표

로 값을 감싸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좋은 예　:　<img src="1.jpg" width="300" height="150" alt="image1">

또한 따옴표는 절대 섞어서 쓰면 안된다. 예를 들어 src="1.jpg‘ 와 같이 시작은 큰 따

옴표로 하고 끝은 작은 따옴표(single quote)로 하면 이 구문은 에러를 유발한다. 즉, “가 아

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src="1.jpg' width="300"과 같이 되었을 때 src의 값은 .jpg' 

width=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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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불필요한 공백이나 줄바꿈을 남발하지 마라.

- w3schools.com

불필요한 공백은 코드를 읽기 어렵게도 하고 화면의 공간을 낭비하고 파일 크기를 

커지게 한다. 다음의 코드는 불필요한 공백과 줄바꿈을 남발한 경우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HTML</title>

</head>

<body>

�

�<header>

��

��<h1>Hello�HTML</h1>

�</header>

�<h2>My�First�Web�Page</h2>

�

�<p>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

�</p>

�<h2>See�About�Us�here</h2>

�<p>

��<img�src�=�"1.jpg"�alt�=�"sample">

��<br>

��<a�href�=�"about.html">About</a>

�</p>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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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바꿈은 적절히 읽기 좋은 수준에서 내용을 그룹별로 구분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남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img src = "1.jpg" alt = "sample">와 같이 속성 

이름과 값 사이에 src = "1.jpg"처럼 공백을 굳이 넣는 것은 어떤 이득도 없는 방

법이다. 위 코드는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 개발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HTML</title>

</head>

<body>

�<header>

��<h1>Hello�HTML</h1>

�</header>

�<h2>My�First�Web�Page</h2>

�<p>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

�</p>

�<h2>See�About�Us�here</h2>

�<p>

��<img�src�=�"1.jpg"�alr�=�"sample"><br>

��<a�href�=�"about.html">About</a>

�</p>

</body>

</html>

코드를 읽기가 훨신 더 편리해졌다. 그리고 실제로 저장하면 파일의 크기도 약간

이지만 더 작아진다. 공백, 줄바꿈, 탭 등도 저장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래

서 jQuery나 Bootstrap 등은 최종 배포판에 줄바꿈 공백을 최소화한 min 버전을 

따로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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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태그가 아닌 곳에 < 나 >, 그리고 &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HTML은 < 와 >로 감싸진 태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HTML & CSS 

& JavaScript는 웹의 핵심 언어이다.”라는 문구를 페이지에 넣는다고 해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HTML</title>

</head>

<body>

�<p>HTML은�<�와�>로�감싸진�태그�요소들로�구성되어�있다.�<hint>HTML�&�CSS�&�JavaScript는�웹의�핵심�

언어이다.</p>

</body>

</html>

이 코드는 실행했을 때 의도한 것처럼 “< 와 >” 부분과  & 기호를 화면에 정상적

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hint>는 사라졌다. 왜냐면 이것을 하나의 태그로 인식했

기 때문이다. <> 기호들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웹 표

준에도 맞지 않는다. &도 검색 엔진 등에서 코드 해석 시 오류가 일어날 수 있어

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왔다. 그러나 HTML5에서는 문자열에 &를 사용하는 것이 

표준에 맞지 않는다고 경고하지 않는다. 약간의 변화가 생겼고 논쟁도 있다. 

다음은 위 코드를 w3c의 validator로 돌려본 결과이다. 

https://validator.w3.org/ 에 방문해서 "Validate By Direct Input" 탭을 클릭해서 위 

코드를 복사해서 아래에 표시되는 textarea에 입력한 후 아래에 잇는 check 버튼

을 눌러보자. 화면에 보이는 More Options를 누르면 HTML 버전 등을 정해줄 수 

있지만 기본 값은 자동으로 감지하도록 되어 있다. 위 코드를 입력하고 Check 버

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HTML5 문서인 것으로 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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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코드의 체크 결과 아래와 같이 4개의 에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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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공공 웹사이트나 규모 있는 웹사이트는 위와 같은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야 

검수(일이 끝나고 정상 종료되었음을 검사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되지 않는다. 

위 에러를 잘 살표보고 수정해보자. 

Error:�Bad�character���after�<.�Probable�cause:�Unescaped�<.�Try�escaping�it�as�&lt;.

한 마디로 < 나 >를 직접 쓰면 안된다는 것이다. 대신에 <는 &lt;로 >는 &gt;로 

바꿔 쓰라는 것이다. 

Error:�Element�hint�not�allowed�as�child�of�element�p�in�this�context.�(Suppressing�further�errors�

from�this�subtree.)

이것은 <hint>를 하나의 태그로 인식해서 <hint>가 <p> 안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여기서도 <hint>라고 쓰는 대신에 &lt;hint&gt;로 해야 에러가 없다. 

Error:�End�tag�p�seen,�but�there�were�open�elements.

닫는 p 태그 즉, </p>가 있지만 여는 p 태그가 없었다는 에러메시지이다. 이것은 

실제로 여는 p인 <p>가 없어서가 아니라 <hint>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Error:�Unclosed�element�hint.

hint 태그의 닫는 태그가 없다는 에러메시지이다. 

이처럼 <와 >를 몇 개 사용한 것이 많은 에러를 일으킨다. 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고쳐보고 다시 validation 해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HTML</title>

</head>

<body>

�<p>HTML은�&lt;�와�&gt;로�감싸진�태그�요소들로�구성되어�있다.�&lt;hint&gt;HTML�&�CSS�&�JavaScript

는�웹의�핵심�언어이다.</p>

</body>

</html>

다음 그림을 보면 화면 하단에 “Document checking completed. No errors or 

warnings to show.” 메시지가 보인다. 에러가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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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을 할 때 수시로 https://validator.w3.org/ 에 방문해서 자신의 코드를 검사

(validation) 해보면 웹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Ÿ 들여 쓰기 내어 쓰기

대개는 코딩을 할 때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통해서 코드를 시각적으로나 구조적으

로 잘 관리하는 것이 좋다. 특히 HTML처럼 콘테이너 요소과 가 안에 수많은 또 다

른 콘테이너들이 포함되어 있는 언어에서는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통해서 코드를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코드를 분석하거나 수정할 때 애를 먹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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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ranneman.com/webdev/coding/formatting-and-indenting-your-html/ 

위 링크에서는 들여쓰기 내어쓰기의 이유와 대한 나쁜 예, 좋은 예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이트의 내용을 보면 앞에서 본 예제들도 좋은 들여쓰기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이트의 설명을 참조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코드 작성 

예를 먼저 만들어 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HTML</title>

</head>

<body>

<header><h1>Code�들여쓰기</h1></header>

<div�class="content">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p>

<p><img�src="1.jpg"�alt="image"><br>Sample�Image</p>

<table>

<tr><td>�웹개발1</td><td>웹개발2</td><td>웹개발3</td><td>웹개발4</td></tr>

<tr><td>웹개발1</td><td>웹개발2</td><td>웹개발3</td><td>웹개발4</td></tr>

<tr><td>웹개발1</td><td>웹개발2</td><td>웹개발3</td><td>웹개발4</td></tr>

</table>

</div>

<footer><p>&copy;�All�Rights�Reserved.</p></footer>

</body>

</html>

위의 코드는 짧아서 한 눈에 읽고 수정하기 용이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길어지면 

해석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수정하기도 쉽지 않아진다. 그래서 코딩을 할 때는 늘 

들여쓰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위 코드를 들여쓰기를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모양으로 바꿔보자. 물론 어떤 경우

든 정답이 있지는 않다. 왜냐면 들여쓰기 때문에 validation 에러가 발생하지는 않

기 때문에 이런 코딩 스타일은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 라인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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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HTML</title>

</head>

<body>

�<header>

��<h1>Code�들여쓰기</h1>

�</header>

�<div�class="content">

��<p>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

��</p>

��<p>

���<img�src="1.jpg"�alt="image">

���<br>Sample�Image

��</p>

��<table>

���<tr>

����<td>�웹개발1</td>

����<td>웹개발2</td>

����<td>웹개발3</td>

����<td>웹개발4</td>

���</tr>

���<tr>

����<td>웹개발1</td>

����<td>웹개발2</td>

����<td>웹개발3</td>

����<td>웹개발4</td>

���</tr>

���<tr>

����<td>웹개발1</td>

����<td>웹개발2</td>

����<td>웹개발3</td>

����<td>웹개발4</td>

���</tr>

��</table>

�</div>

�<footer>

��<p>&copy;�All�Rights�Reserved.</p>

�</footer>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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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가 점 더 정리된 느낌이다. 물론 빈 줄 등을 추가하고 주석을 추가해서 코드가 

좀 더 설명가능하고 읽기 쉽게 할 필요는 있다. 여기서는 들여쓰기에만 초점을 맞

추었다. 첫 번째 코드에서 들여쓰기를 하지 않은 것이 어떤 문제인지 알아보자. 

우선 전체적으로 왼쪽 정렬되어 있어 코드들이 같은 계층(hierarchy)에 있는 것처

럼 보인다. HTML은 태그들 안에 태그들이 계층 구조 또는 Tree 구조로 포함되어 

있다. 이런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관리하기가 좋다. 

다음 두 코드를 비교해보면 어떤 것이 나중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가 쉬운지 알 수 있을 것이다. 

<header><h1>Code�들여쓰기</h1></header>

<header>

�<h1>Code�들여쓰기</h1>

</header>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p>

위 코드는 p 태그를 시작해서 내용을 입력하고 닫는 p 태그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코드가 길어지면 여기서 p 태그를 찾기가 쉽지 않다. 전혀 구조적이지 않다. 다

라서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 

��<p>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

��</p>

같은 방식으로 코드를 들여쓰기 내어쓰기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자. 그러

나 지나치게 과도한 들여쓰기는 코드를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장 

속에 포함되는 span, strong, em, a 등의 인라인 요소들에 들여쓰기를 적용하면 다

음과 같이 된다. 아래 코드는 과도한 들여쓰기의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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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Lorem�ipsum�dolor�sit�amet,�

��<a�href="#">

���consectetur

��</a>�

��adipisicing�elit,�sed�do�eiusmod�tempor�incididunt�ut�

��<strong>

���labore

��</strong>�

��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

ut�aliquip�ex�ea�commodo�consequat.�Duis�aute�irure�dolor�in�

��<em>

���reprehenderit

��</em>�in�voluptate�velit�esse�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

��<span>

���Excepteur

��</span>�

��sint�occaecat�cupidatat�non�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

laborum.

�</p>

</div>

이 코드는 인라인(inline) 요소들을 모두 Block 요소들처럼 들여쓰기를 했다. inline 

요소들은 문장 안에 포함시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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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깊은 단계로 들여쓰지 않도록 하자]

들여쓰기에서 지나치게 단계가 깊어지는 코딩은 삼가는 것이 좋다. 

위와 같이 지나치게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도록 코드를 구성한다면 나중에 이를 검

토하거나 수정하기는 정말 어렵니다. 되도록 단계를 줄여서 사용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 

[Tab 보다는 띄어쓰기(1~2개)로 들여쓰기를 하자]

위에 보여준 예제는 Tab을 들여쓰기로 사용했다. 이 경우 코드는 편집 창의 범위

를 넘어가거나 자동 줄바꿈 돼서 깨지게 되어 있다. 



WEB_HTML_CSS(유승열).hwp 117

위와 같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Tab 대신 Space를 사용하거나 Tab을 

사용하더라도 Tab Size를 띄어쓰기 1~2칸 정도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의 코드 에디터들은 탭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고, 탭을 Space로 변경하여 사

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Sublime Text 3에서 탭 사이즈 조절하기 예

이러한 들여쓰기는 주석에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긴 줄 주석이 있으면 

줄바꿈을 하고 들여쓰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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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기본 요소들

¡ HTML 요소들(Elements)이란?

Ÿ HTML 요소(Element) vs 태그(Tag)

- 태그(Tag)란?

태그(Tag)란 HTML 요소(Element)들을 표시하기 위해 요소 이름을 < >로 감싼 것

을 말한다. 예를 들어 <p>와 </p>는 각각 문장 즉, paragraph 요소를 표시하기 

위한 시작태그와 닫는태그이다. 

- 요소(Element)란?

요소(Element)란 태그(Tag)를 포함해서 그 안에 포함된 내용들가지를 가리키는 말

이다. 예를 들어 <p>hello world!!!</p>는 p element이다. 또한 <body>와 

</body>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body 요소(Element)라고 한다. 

Ÿ HTML 요소(Element) 작성 규칙

이미 앞에서 HTML Coding Style Guide를 통해서 또 여러 예제를 통해서 HTML 

작성 규칙이 소개되었지만 여기서 좀 더 정리해보자. 

<태그이름 속성1="값1" 속성2="값2">내용</태그이름>

- HTML 요소들은 시작태그와 닫는태그로 구성되어 있다. 

- 닫는 태그가 있는 경우 반드시 닫아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 단, 일부 Empty Element들은 닫는 태그가 없다
F 교재의 앞부분 “닫는 태그가 없는 요소들” 참조

- 시작태그는 Element 이름을 < 와 >로 둘러싼 형식이다. 

- 닫는태그는 </element>와 같이 요소 이름 앞에 /를 붙인다. 

- 시작태그와 닫는태그 사이에는 대부분 내용(콘텐츠)이 포함된다. 

- 시작태그에는 속성이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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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은 임의로 정해서 사용하면 안된다. 반드시 요소에 사용 가능한 속성

만을 사용해야 한다. 

- 단 HTML5에서는 data-로 시작하는 사용자 정의 속성을 정의할 수 있음. 

- HTML 요소들 속에는 또 다른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 HTML 요소 이름은 소문자로 작성한다. 

- HTML 주석은 <!-- 와 --> 사이에 넣는다.

<html�lang="en">...</html>

<body>...</body>

<div�id="page"></div>

<div�class="container"></div>

<img�src="1.jpg"�alt="image"�width="100"�height="100">

<header>

��<h1>hello�world</h1>

</header>

<a�href="#"�data-id="1">link</a>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Document</title>

</head>

<body>

��<div�class="page">

����<header></header>

����<div�class="main">

������<section>

��������<article>����������

��������</article>

������</section>

������<aside>

��������<section>

����������<article>������������

����������</article>

��������</section>

������</aside>

����</div>

����<footer></footer>

��</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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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 요소들

HTML 요소들은 display 속성을 갖는데 크게 block과 inline으로 나눠진다. 

Block 요소란 쉽게 말해서 박스 요소이다. 

Block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한 줄을 차지한다. 

Block 요소들은 주로 그 안에 콘텐츠 또는 다른 HTML 요소들을 포함한다. 

Block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넓이와 높이를 가질 수 있다. 

Block 요소들 중 대표적인 것은 div이다.

다음 예제를 통해 Block 요소들이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Document</title>

��<style�type="text/css">

���header�{�background-color:�#ddd;�}

���div�{�background-color:�#ff0;�}

���p�{�background-color:�#f0f;�}

���h1�{�background-color:�#0ff;�}

��</style>

</head>

<body>

�<header>

��header,�footer는�Block�요소이다.

�</header>

�<div>

��div는�Block�요소이다.

�</div>

�<p>

��p는�Block�요소이다.

�</p>

�<h1>

��h1~h6은�Block�요소이다.

�</h1>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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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설명
<address> 연락처 관련 정보를 표시
<article> 뉴스 제목과 같은 내용을 표시
<aside> 메인이 아닌 부가 콘텐츠 표시
<audio> 오디오 플레이어
<blockquote> 인용구 표시
<canvas> 캔버스
<dd> dl에서 dt와 함께 사용되는 내용 설명 표시
<div> 문서의 분할
<dl> 정의된 목록
<fieldset> 연관된 요소들을 하나의 그룹을 묶는데 사용
<figcaption> figure 요소에서 캡션을 표시
<figure> 미디어들의 그룹을 위해서 사용
<footer> 페이지 또는 영역(section)의 푸터(끝에 표시되는 내용) 표시
<form> 입력 폼
<h1>~<h6> 제목 크기 (1~6)
<header> 페이지 또는 영역(section)의 헤더
<hgroup> <h1>~<h6> 요소들을 그룹회
<hr> 수평선(내용을 구분하는데 사용)
<noscript> 스크립트가 지원지되 않을 때 표시할 내용 포함
<ol> 정렬된 목록 표시
<output> 걔산 결과를 출력하는데 사용
<p> 문단 표시
<pre> 미리 정의된 문자를 뜻하며, 줄바꿈이나 띄어쓰기를 있는 그대로 표시
<section> 웹 문서의 섹션을 표시. 섹션은 영역을 뜻함. 
<table> 표
<tfoot> 표의 footer, 이 영역은 어디에 넣어도 표의 맨 끝에 표시됨.
<ul> 정렬되지 않은 목록
<video> 비디오 플레이어

Ÿ Block 요소들

- 목록참조 : https://developer.mozilla.org/ko/docs/HTML/Block-level_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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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line 요소들

Inline 요소들은 display 속성에서 inline 값을 가지는 요소들로 Block 요소들처럼 

기본으로 한 줄을 차지하지 않고 문자들 사이에 섞이는 요소들이다. 

대부분의 Inline 요소들은 기본적으로는 넓이, 높이 등과 같은 사이즈를 갖지 않는

다. 

<a>, <span> 등등이 Inline 요소들이다.

다음은 Inline 요소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알 수 있는 예제이다. 중간에 Block 요

소인 div 요소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차이점을 알 수 있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Document</title>

��<style>

���a,span,em�{�background-color:�#ff0;�}

���div�{�background-color:�#0ff;�}

��</style>

</head>

<body>

�<p>

��Lorem�ipsum�dolor�sit�<a�href="#">amet</a>,�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span>labore�et�dolore�magna</span>�aliqua.�Ut�enim�ad�minim�veniam,

��<em>quis�nostrud�exercitation</em>�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iv>Duis�aute�irure�dolor�in</div>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

�</p>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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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설명 
<a> 링크를 표시하. <a href="http://google.com">Google</a>

<abbr> 약어, 약자를 표시. 

<acronym> The <abbr title="World Wide Web">WWW</abbr>

<b> 굵은 글자 표시. <p>Hello <b>Web</b></p>

<bdo>
텍스트 방향을 바꾸는데 사용. <bdo dir="rtl">Hello World</bdo>
=dlroW olleH

<big> 다른 글자보다 큰 글자 표시. HTML5에서 제거됨. 

<br>  줄바꿈

<button>  버튼 요소

<cite>  문장 안에서 제목 표시.<p><cite>WWW</cite> is World Wode Web</p>

<code>  코드를 삽입할 때 사용

<dfn>  어떤 문장 안에서 정의를 내리는 단어를 표시

<em>  강조구문 표시. 이탤릭체로 표시됨

<i>  이탤릭체로 문장 안에서 다르게 표시되는 문자들 지정

<img>  이미지

<input>  form의 입력 양식

<kbd>  키보드 입력을 표시. 

<label>  input 요소의 라벨(제목에 해당) 표시

<map>  이미지 맵을 정의. 이미지에서 좌표를 그리고 링크 등을 설정

<object>  오디오, 비디오, 플래시, ActiveX나 Java applet등을 문서에 삽입

<q>  인용문구 표시

<samp>  샘플 문구를 표시

<script>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스크립트 표시

<select>  드롭다운 리스트 요소

<small>  다른 글자보다 작은 글자를 표시

<span>  Inline 요소들을 그룹화 하는 요소

<strong>  굵은 글자를 표시

<sub>  글자 아래에 작은 글자 표시

<sup>  글자 위에 작은 글자 표시

<textarea>  form 요소에서 여러 줄 입력칸

<time> 시간을 표시할 때 사용
<tt> 키보드 입력을 표시. HTML5에서 제거됨
<var> 변수를 표시. 굵은 이탤릭체로 표시됨

Ÿ Inline 요소들

- 목록참조 :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HTML/Inline_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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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 Inline 요소들을 변환

Block 요소는 display 기본(Default)값이 block이고 Inline 요소는 기본(Default)값이

inline이다. 그렇다면 이 요소들의 display 속성의 값을 변경하면 Block을 Inline요

소로 또는 그 반대로 만들 수 있을까? 답은 “가능하다”이다. 

앞에서 Inline 요소들인 a, span, em 등을 표시하는 예제에서 div를 사용했을 때 

Block 요소가 어떻게 다르게 표시되는 지 예제로 보았다. 그림처럼 div 요소는 

block 요소이므로 다른 문자들에 이어지지 않고 한 줄을 차지한다. 

이 때 div의 display 속성을 inline을 바꿔보면 어떨까?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Document</title>

��<style>

���a,span,em�{�background-color:�#ff0;�}

���div�{�background-color:�#0ff;�display:�inline;�}

��</style>

</head>

<body>

�<p>

��Lorem�ipsum�dolor�sit�<a�href="#">amet</a>,�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span>labore�et�dolore�magna</span>�aliqua.�Ut�enim�ad�minim�veniam,

��<em>quis�nostrud�exercitation</em>�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iv>Duis�aute�irure�dolor�in</div>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

�</p>

</body>

</html>

위와 같이 div에 대한 CSS 속성에 display 값을 inline으로 바꿔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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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을 보면 연두색의 div 부분이 다른 문자들에 뒤이어 나오고 그 뒤로 또 

다른 문자들이 표시됨을 볼 수 있다. 

이번에는 Inline 요소를 Block 요소로 바꿔보자. 

먼저 Inline 요소에 Block 요소처럼 사이즈를 주어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Document</title>

��<style>�

���a,span,em�{�

����background-color:�#ff0;�

����width:�200px;

����height:�50px;
���}

���div�{�

����background-color:�#0ff;�display:�inline;�

���}

��</style>

</head>

<body>

�<p>

��Lorem�ipsum�dolor�sit�<a�href="#">amet</a>,�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span>labore�et�dolore�magna</span>�aliqua.�Ut�enim�ad�minim�veniam,

��<em>quis�nostrud�exercitation</em>�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iv>Duis�aute�irure�dolor�in</div>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

�</p>

</body>

</html>

그러나 다음 그림에서 보듯 Inline 요소인 a, span, em요소에 설정된 width, height 

속성은 적용되지 않는다. Inline 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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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a, span, em에 다음과 같이 display: block;을 추가해보면 어떨까?

���a,span,em�{�

����display:�block;
����background-color:�#ff0;�

����width:�200px;

����height:�50px;

���}

위 그림과 같이 a, span, em이 Block 요소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위 그림을 보면 Block 요소이기 때문에 넓이와 높이를 가지지는 해도 여전히 한 

줄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때로는 이러한 Block 요소라 하

더라도 Inline 요소처럼 다른 요소들 앞뒤에 자리잡게 만들고 싶을 것이다. 이런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inline-block 속성이 있다. 

display: block; 대신에 display: inline-block;으로 변경하고 페이지를 새로고침 해보

자. 높이 값 때문에 모양이 이상하기는 해도 inline-block이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a 링크를 메뉴로 표시하고자 할 때 이런 변환을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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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ing 요소들

<h1>, <h2>, <h3>, <h4>, <h5>, <h6>를 heading 요소들이라고 한다. 

heading이란 신문이나 잡지 지면을 예로 들 때 제목들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

면 된다. 검색엔진들은 페이지를 분석해서 색인을 만들 때 heading 요소들을 찾아

서 처리하기도 한다. 

브라우저들은 h1을 가장 큰 글자로 표시하고 6으로 가면서 점점 작아진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Document</title>

</head>

<body>

�<h1>Heading�-�h1</h1>

�<h2>Heading�-�h2</h2>

�<h3>Heading�-�h3</h3>

�<h4>Heading�-�h4</h4>

�<h5>Heading�-�h5</h5>

�<h6>Heading�-�h6</h6>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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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더 큰 폰트 사이즈의 heading 사용하기

최근에는 웹 페이지의 헤드라인에 큰 이미지를 배치하고 그 가운데 큰 텍스트를 

표시하는 웹 페이지가 상당히 많다. 이 때 텍스트는 h1의 크기보다 배 이상 큰 경

우가 많다. 간단히 예제를 만들어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Document</title>

��<style>

���body�{

����margin:�0;

���}

���header�{

����width:�100%;

����height:�300px;

����background-image:�url(https://placeimg.com/1000/300/tech);

����background-size:�cover;

���}

��</style>

</head>

<body>

�<header>

��<h1>Hello�World!!!</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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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

��</p>

�</header>

</body>

</html>

위 예제를 브라우저에서 열면 아래와 같이 보인다. 

위 그림을 보면 h1의 크기가 좀 더 커야 할 것 같다. 또 p태그의 문자 크기도 좀 

더 키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body에 margin을 0으로 했는데 header 상단에 

마진(바깥 여백)이 생겼다. 이것은 h1(~6까지 모두)이 기본적으로 위 아래 마진을 

갖기 때문에 생긴 마진이다. 또 텍스트 정렬을 좌우 가운데로 두고 h1의 위쪽에 

적절한 내부 마진을 두어서 위치를 조정해보자. 

Style에서 마진, 글자크기 등을 다시 설정해주면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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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Document</title>

��<style>

���body�{

����margin:�0;

���}

���header�{

����width:�100%;

����height:�220px;

����padding-top:�80px;

����background-image:�url(https://placeimg.com/1000/300/tech);

����background-size:�cover;

����text-align:�center;

���}

���header�h1,�header�p�{

����margin:�0;

����padding:�0;

����font-size:�75px;

����color:�white;

���}

���header�p�{

����font-size:�20px;

����color:�white;

���}
��</style>

</head>

<body>

�<header>

��<h1>Hello�World!!!</h1>

��<p>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

��</p>

�</header>

</body>

</html>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일 뿐이며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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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paragraph) 요소들

Ÿ <p> - 문장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HTML</title>

</head>

<body>

��<p>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

��</p>

</body>

</html>

코드에서 줄바꿈은 실제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또한 코드에서 두 칸 이상 띄어쓰

기도 한칸 띄어쓰기로 처리된다. 

Ÿ <br> - 문장에서 줄바꿈

위 예제의 문장 안에서 에서 줄바꿈을 하려면 <br>을사용하면 된다. 

��<p>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br>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br>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br>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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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br>proident,�sunt�in�culpa�qui��������������������officia.

��</p>

Ÿ &nbsp; - 두 칸 이상의 공백 추가하기

<br>proident,�sunt�in�culpa�qui&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

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

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

bsp;&nbsp;&nbsp;&nbsp;&nbsp;&nbsp;&nbsp;officia.

Ÿ <pre> - 입력된 그대로 표시

��<pre>

���pre는�안에�입력딘�내용을�

���그대로

�����������줄바꿈과�공백등을�

���표시해준다.�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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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Description

<b> 굵은 글자 표시

<em> 강조 텍스트 표시. 이택릭체로 표시

<i> 이택릭체

<small> 다른 글자보다 작은 글자 표시

<strong> 중요한 글자, 굵게 표시

<sub> 위 첨자 표시

<sup> 아래 첨자 표시

<ins> 삽입된 문자 표시, 밑줄글자

<del> 삭제표시, 가운데줄 표시됨

<mark> 하이라이트 표시됨. 텍스트에 노란 배경색 표시. 

¡ 문자의 표시 형식을 정해주는 요소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HTML</title>

</head>

<body>

�<p>

��Sample�Text�<b>This�is�&lt;b&gt;�Element</b>

��<br>Sample�Text�<em>This�is�&lt;em&gt;�Element</em>

��<br>Sample�Text�<i>This�is�&lt;i&gt;�Element</i>

��<br>Sample�Text�<small>This�is�&lt;small&gt;�Element</small>

��<br>Sample�Text�<strong>This�is�&lt;small&gt;�Element</strong>

��<br>Sample�Text�<sub>This�is�&lt;sub&gt;�Element</sub>

��<br>Sample�Text�<sup>This�is�&lt;sup&gt;�Element</sup>

��<br>Sample�Text�<ins>This�is�&lt;ins&gt;�Element</ins>

��<br>Sample�Text�<del>This�is�&lt;del&gt;�Element</del>

��<br>Sample�Text�<mark>This�is�&lt;mark&gt;�Element</mark>

�</p>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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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링크는 HTML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이고 HTML을 만들게 된 동기이기도 

하다. 

<a href="url" target="target">링크표시텍스트</a>

��<a�href="about.html">About</a>

��<a�href="info/history.html">History</a>

��<a�href="news/view/1">View</a>

��<a�href="http://naver.com">Naver</a>

��<a�href="http://daum.net">D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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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설명

_blank 새 창 또는 새 탭에 링크를 연다.

_self 현재 문서가 열려 있는 창 또는 탭에 링크를 연다.

_parent 현재 문서를 열어준 부모 창에 링크를 연다.

_top 프레임 안에서, 프레임을 벗어나서 브라우저 최상위 창에서 링크를 연다.

framename 특정 프레임에 링크를 연다. 

Ÿ 링크 target 지정하기

target은 링크를 창의 기준에서 어느 위치에서 열 것인지를 지정하는 속성이다. 

※ 프레임이란 frameset으로 창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각각의 창에 각각 다른 링

크를 불러와 표시하는 것으로 4.01 또는 XHTML 이전까지 많이 사용되었으나 

HTML5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프레임 관련 내용은 설명하지 

않는다. 

target 속성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_self가 된다. _self는 현재 창 또는 현

재 탭에 그대로 링크를 열어준다. 

Ÿ 외부 링크 경로 표기 규칙

외부 경로는 반드시 http:// 또는 https://와 같은 프로토콜을 포함하여 url을 정확

히 적어야 한다. 

��<a�href="naver.com">Naver</a>�×

��<a�href="daum.net">Daum</a>�×

��<a�href="google.com">Google</a>�×

��<a�href="http://naver.com">Naver</a>�○

��<a�href="http://daum.net">Daum</a>�○

��<a�href="https://google.com">Goog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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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경로 예 설명

about.html
./about.html

현재 경로와 같은 경로에 있는 about.html 링크
./는 현재 경로를 의미하며 생략 가능. 

about/index.html
./about/index.html

현재 경로 아래에 about 경로에 있는 index.html 파일을 링크

about/history/2018.html
./about/history/2018.html

현대 파일이 저장된 경로 아래 about 경로의 history 경로에 
있는 2018.html 링크

../images/sample.jpg
현재 파일이 저장된 경로의 한단계 상위의 images 경로에 
저장되어 있는 sample.jpg 링크

../public/msg/error.html
현재 파일이 저장된 경로의 한단계 상위의 public 경로 하위의 
msg 경로 아래 error.html 파일 링크

../../pages/test.html
현재 파일이 저장된 경로의 두 단계 상위의 아래에 있는 pages 
경로에 있는 test.html 링크

Ÿ 내부 링크 경로 표기 규칙

외부 링크가 아닌 경우 내부 링크일 때는 전체 경로를 다 쓰지 않고 상대경로를 

포함하여 링크를 표시할 수 있다.

상대경로란 현재 페이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위 또는 상위 경로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Ÿ 이미지에 링크 걸기

<a�href="https://placeimg.com/"�target="_blank">

�<img�src="https://placeimg.com/150/30"�width="150"�height="30"�alt="placeimg">

</a>

※ IE9와 그 이전 버전에서는 링크를 걸면 이미지에 테두리가 생기므로 이미지에 

테두리를 0으로 하는 설정을 해야 한다. 

<img�src="https://placeimg.com/150/30"�alt="placeimg"�style="width:150px;height:30px;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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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책갈피(Bookmark) 만들고 링크 하기

문서 내에서 이동하기 위해 #기호와 특정 요소의 id 이름을 적어서 링크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href="#contact">Contact</a>와 같이 하면 문서 내에서 id

가 contact인 요소의 위치로 이동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About</title>

</head>

<body>

�<nav>

��<a�href="#contact">Contact</a>

�</nav>

�<h2�id="about">About</h2>

�<p>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

�</p>

�<h2�id="contact">Contact</h2>

�<p>

��email:�contactus@mail.dev<br>

��phone�:�000-123-4567

�</p>

�<nav>

��<a�href="#about">About</a>

�</na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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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제에서 <a href="#contact">Contact</a> 링크를 클릭하면 id가 contact인 

<h2 id="contact">Contact</h2> 위치로 페이지가 이동한다. 

같은 방법으로 <a href="#about">About</a>를 클릭하면 id가 about인 위치로 

페이지가 이동한다. 

이 대 주소 표시줄을 보면 index.html#contact와 같이 주소 끝에 #과 이동하려고 

클릭한 요소의 id가 표시된다. 

만일 # 뒤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페이지의 처음 즉, 맨 위로 이동한다. 

#을 사용하면 다른 문서의 책갈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예제로 알아보자. 

- index.html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About</title>

</head>

<body>

�<nav>

��<a�href="history.html#h2018">2018</a>

��<a�href="history.html#h2017">2017</a>

��<a�href="history.html#h2016">2016</a>

�</na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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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html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History</title>

</head>

<body>

�<h2�id="h2018">2018</h2>

�<p>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

�</p>

�<h2�id="h2017">2017</h2>

�<p>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

�</p>

�<h2�id="h2016">2016</h2>

�<p>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

�</p>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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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요소들

Ÿ <img> 요소

<img>는 문서에 이미지를 넣을 때 사용한다. 

<img src="image source" width="00" height="00" alt="sample">

<img src="image source" alt="sample" style="width: 00px; height: 00px">

- image source : 이미지 경로와 파일명
F sample.jpg, images/sample.png, ../images/sample.gif, ../../public/images/sample.svg

F width, height :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를 지정한다. 이미지 가로, 세로 크기 지정

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width, height 속성에 숫자를 넣는 방법이 있다. 

width="300" height="150"

또 다른 방법은 style 속성 안에 css 속성을 넣는 방법이다. 

style="width: 300px; height: 150px;"

이 두 방법은 모두 같다. 

이 두 속성은 가급적이면 꼭 써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이미지 사이즈가 다른 요소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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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lt : alternate text 즉, 대체 텍스트이다. 이 속성은 매우 중요한데 이미지가 어떤 이

유로 화면에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때 대신 표시해주는 텍스트이기도 하고, 시

각적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한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기 때

문이다. 그래서 이 속성을 빠드린 HTML 코드는 W3C Validator에서 Error를 발생시킨

다. 

F style : 이미지에도 다른 요소들처럼 여러 Style 속성을 정의할 수 있다. 속성들 중에

는 사이즈, 테두리, 여백 등의 속성 등이 있다. 

- <img> 활용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History</title>

</head>

<body>

�<img�src="https://placeimg.com/300/150/nature"�width="300"�height="150"�alt="nature">

�<img�src="https://placeimg.com/300/150/animals"�style="width:300px;height:150px;"�alt="animal">

</body>

</html>

- alt의 역할

위 코드에서 첫 번째 이미지의 경로를 없는 위치로 잘 못 써서 결과를 확인해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History</title>

</head>

<body>

�<img�src="https://noplaceimg.com/300/150/nature">

�<img�src="https://placeimg.com/300/150/animals"�style="width:300px;height:150px;"�alt="animal">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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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 그림이 깨졌다. 이미지의 경로를 찾을 수 없어서 

이미지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alt 속성과 값이 없어서 어떤 설명도 찾을 수 없다. 

깨진 이미지에 다음과 같이 width, height, alt를 추가해보자. 

<img�src="https://noplaceimg.com/300/150/nature"�width="300"�height="150"�alt="nature">

alt 속성이 있어서 대체 텍스트가 표시되었다. 

alt가 없이 사용한 img 코드를 포함해 W3C의 HTML Validator 검사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에러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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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미지 맵(image map)

이미지 맵이란 이미지의 특정 좌표에 사각형 또는 원형 또는 다각형의 도형을 

그리고는 것을 말하고 그 도형에 링크를 연결하거나 스크립트를 실행시키거나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최근에 CSS로 이미지 위에 링크 객체를 올려 놓는 

방식으로 이미지 위에 링크 등을 추가하는 작업 선호하는 개발자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미지 맵은 HTML5에 포함되어 있고 때로는 훨씬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한다. 

- 이미지 맵 예제(사각 박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Image</title>

</head>

<body>

�<img�src="images/image.jpg"�width="300"�height="225"�alt="sample"�usemap="#imgmap">

�<map�name="imgmap">

��<area�shape="rect"�coords="60,80,260,160"�href="#">

�</map>

</body>

</html>

위 예제를 보면 <img>태그 안에 usemap="#imgmap" 부분이 추가 되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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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는 name이 imgmap인 <map>에 정의된 이미지 맵 정보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area>는 영역을 정의하고 링크를 정의한다. 

<area shape="rect" coords="60,80,260,160" href="#">

F shape : 영역의 모양 형식을 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rect – 사각형

circle – 원 

poly – 다각형 

F coords : 영영의 좌표, shape에 따라 다르다.

rect – x1, y1, x2, y2(시작가로좌표, 시작세로좌표, 끝가로좌표, 끝세로좌표)

circle – x, y, r(x=원의 중심점 가로 좌표, y=원의 중심점 세로좌표, r=반지름)

poly – x1, y1, x2, y2, x3, y3 ... xn, yn(다각형이므로 무수한 가로,세로 좌표로 구성)

F href : 링크 또는 자바스크립트 함수

- 이미지 맵 예제(원)
�

<img�src="images/image.jpg"�width="300"�height="225"�alt="sample"�usemap="#imgmap">

�<map�name="imgmap">

��<area�shape="circle"�coords="150,112,90"�href="#">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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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맵 예제(다각형)
�

<img�src="images/image.jpg"�width="300"�height="225"�alt="sample"�usemap="#imgmap">

�<map�name="imgmap">

��<area�shape="poly"�coords="61,84,79,84,131,93,148,86,160,83,182,93,198,96,253,92,255,103,234,

116,254,130,223,139,200,137,192,142,186,154,172,140,150,154,137,154,124,152,121,144,106,155,89,

140,67,103"�href="#">

�</map>

위 다각형 예제를 보면 이미지 주변으로 점선들이 표시되어 있다. 이 점선 안쪽의 

영역을 클릭하면 원하는 링크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이미지 맵을 시각적으로 작업할 수는 없을까? 

최근에는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미지 맵을 생성할 수 있는 웹 서비스들이 있다. 

“image map generator"와 같은 검색어로 찾아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Adobe Dreamweaver를 활용하는 것이다. Dreamweaver는 

예전 버전부터 이미지 맵 작성 기능을 지원한다. 

- Dreamweaver에서 이미지 맵 생성
F 먼저 드림위버를 열어서 빈 문서에서 [디자인]모드를 선택하고 [삽입] 메뉴에서 이미

지를 선택해서 이미지를 문서에 불러온다. 

F 이미지를 선택하면 창 하단에 이미지맵을 그리기 위한 도구들이 표시된다. 사각형, 

원, 다각형을 선택한다. 

F 이미지 위에서 원하는 모양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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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설명 

<table> 테이블 정의

<th> 제목 칸 정의

F 이미지 맵을 완성하고 나면 [코드] 모드를 열어서 소스코드를 확인한다. 

Dreamweaver가 아닌 다른 에디터를 사용한다면 이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하면 된다. 

¡ 표(Table) 요소

표는 체계화된 데이터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오래전에는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도 표를 활용했지만 최근에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표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신 

표의 본래 목적인 데이터 표시에 주로 사용된다. 

표를 표시하기 위한 태그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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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일반적인 줄 정의

<td> 일반적인 칸 정의

<caption> 캡션 정의

<colgroup> 컬럼 속성들인 col 객체 집합 정의

<col> 컬럼들의 속성 정의

<thead> 테이블의 헤더 영역 정의

<tbody> 테이블의 본문 영역 정의

<tfoot> 테이블의 푸터 영역 정의

Ÿ 기본 표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Table</title>

</head>

<body>

�<table>

��<caption>직원�연봉�리스트</caption>

��<colgroup>

���<col�style="width:�30%;�background-color:�pink;">

���<col�style="width:�50%;�background-color:�aquamarine;">

���<col�style="width:�20%;�background-color:�yellow;">

��</colgroup>

��<thead>

���<tr>

����<th>이름</th>

����<th>주소</th>

����<th>연봉</th>

���</tr>

��</thead>

��<tbody>

����<tr>

�����<td>Drake</td>

�����<td>P.O.�Box�144,�5044�Luctus.�Avenue</td>

�����<td>150</td>

����</tr>

����<tr>

�����<td>Lane</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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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9571�In�Av.</td>

�����<td>250</td>

����</tr>

����<tr>

�����<td>Wang</td>

�����<td>269�Enim.�Road</td>

�����<td>300</td>

����</tr>

��</tbody>

��<tfoot>

���<tr>

����<td>연봉합계</td>

����<td>&nbsp;</td>

����<td>600</td>

���</tr>

��</tfoot>

�</table>

</body>

</html>

<caption>직원�연봉�리스트</caption>

표의 캡션을 표시한다. 

��<colgroup>

���<col�style="width:�30%;�background-color:�pink;">

���<col�style="width:�50%;�background-color:�aquamarine;">

���<col�style="width:�20%;�background-color:�yellow;">

��</colgroup>

컬럼(표의 칸)들의 속성을 정의한다. 넓이, 배경색 등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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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d>

���...

��</thead>

테이블 헤더를 정의한다.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테이블 헤더는 어느 위치에 있어

도 표의 첫 번재 줄에 표시된다. 

���<tr>

����<th>이름</th>

����<th>주소</th>

����<th>연봉</th>

���</tr>

컬럼명을 표시하는 줄이다. th는 일반 표인 td와 달리 글자를 가운데로 정렬시키

고 굵게 표시한다. 

<tbody>

�...

</tbody>

표의 본문 줄과 칸을 포함하는 요소이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최

신 브라우저들은 표 요소를 렌더링 할 때 body를 자동으로 추가해주기도 한다. 

����<tr>

�����<td>Drake</td>

�����<td>P.O.�Box�144,�5044�Luctus.�Avenue</td>

�����<td>150</td>

����</tr>

표 본문 내용의 줄 칸을 표시한다. 

��<tfoot>

���...

��</tfoot>

표의 푸터를 이루는 줄과 칸을 포함하는 요소이다. 이 요소도 필수 요소는 아니지

만 테이블의 어느 위치에 있든지 표의 맨 아래 마지막 줄로 추가된다.

Ÿ 표 칸 합치기

표의 칸을 합치기 위해서는 rowspan(줄), colspan(칸)을 사용한다. 

rowspan=2와 같이 하면 아래로 2칸, colspan=3처럼 하면 오른쪽으로 3칸을 합친

다. 칸 합치기는 <td> 태그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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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Table/title>

�<style>

��table,�td,�th�{

���border:�1px�solid�#000;

��}

�</style>

</head>

<body>

�<table>

��<caption>직원�연봉�리스트</caption>

��<thead>

���<tr>

����<th�colspan="2"�style="background-color:�yellow;">신상정보</th>

����<th�rowspan="2"�style="background-color:�pink;">연봉</th>

���</tr>

���<tr>

����<th>이름</th>

����<th>주소</th>

���</tr>

��</thead>

��<tbody>

����<tr>

�����<td>Drake</td>

�����<td>P.O.�Box�144,�5044�Luctus.�Avenue</td>

�����<td>150</td>

����</tr>

����<tr>

�����<td>Lane</td>

�����<td>9571�In�Av.</td>

�����<td>250</td>

����</tr>

����<tr>

�����<td>Wang</td>

�����<td>269�Enim.�Road</td>

�����<td>300</td>

����</tr>

��</tbody>

��<tfoot>

���<tr>

����<td�colspan="2"�style="background-color:�lightgray;">연봉합계</td>

����<td>600</td>

���</tr>

��</tfoot>

�</table>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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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요소들

Ÿ ol - 순서가 있는 목록, ordered list

- 순서 있는 목록 기본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Lists</title>

</head>

<body>

�<ol>

��<li>HTML</li>

��<li>CSS</li>

��<li>JavaScript</li>

�</ol>

</body>

</html>

이 예제는 다음 그림처럼 1, 2, 3 번호가 붙는 목록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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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있는 목록의 type 지정,  1, A, a, Ⅰ, ⅰ

<ol tyle="1">처럼 순서를 매기는 문자셋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가능한 문자 셋

은 1, A, a, Ⅰ, ⅰ가 있다. type을 생략하면 1이 기본 값이다. 다음은 그 예제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Lists</title>

</head>

<body>

�<ol�type="I">

��<li>

���HTML

���<ol�type="i">

����<li>What�is�HTML</li>

����<li>

�����HTML�Elements

�����<ol�type="A">

������<li>

�������Block

�������<ol�type="a">

��������<li>div</li>

��������<li>header</li>

��������<li>section</li>

�������</ol>

������</li>

������<li>Inline</li>

������<li>Media</li>

�����</ol>

����</li>

����<li>HTML5</li>

���</ol>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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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SS</li>

��<li>JavaScript</li>

�</ol>

</body>

</html>

- 순서 있는 목록에서 시작번호 지정, start 속성

순서 있는 목록에서 ol에 start 값을 지정하면 해당 숫자로부터 시작된다. 알파벳이

나 로마자 숫자인 경우에도 start 값은 숫자로 정의한다. 다음은 그 예제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Lists</title>

</head>

<body>

�<ol�star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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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HTML

���<ol�type="A"�start="5">

����<li>What�is�HTML</li>

����<li>HTML�Elements</li>

����<li>HTML5</li>

���</ol>

��</li>

��<li>CSS</li>

��<li>JavaScript</li>

�</ol>

</body>

</html>

Ÿ ul - 순서가 없는 목록, unordered list

- 순서 없는 목록 기본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Lists</title>

</head>

<body>

�<ul>

��<li>HTML</li>

��<li>CSS</li>

��<li>JavaScript</li>

�</ul>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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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 순서 없는 목록의 type 지정, disc(기본값), square, circle

순서 없는 목록의 type은 HTML5에서 제거되었다. 즉, <ul type="disc">와 같이 지

정할 수 없다. 대신 CSS의 list-style-type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음은 그 예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Lists</title>

</head>

<body>

�<ul�style="list-style-type:square;">

��<li>

���HTML

���<ul�style="list-style-type:circle;">

����<li>What�is�HTML</li>

����<li>

�����HTML�Elements

�����<ol�style="list-style-type:disc;">

������<li>div</li>

������<li>header</li>

������<li>section</li>

�����</ol>

����</li>

����<li>HTML5</li>

���</ul>

��</li>

��<li>CSS</li>

��<li>JavaScript</li>

�</ul>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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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dl - 설명 목록, description list

설명 목록은 제목을 표시하고 설명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다음은 그 예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Lists</title>

</head>

<body>

�<dl>

��<dt>HTML</dt>

��<dd>Hypertext�Markup�Language</dd>

��<dt>CSS</dt>

��<dd>Cascading�Style�Sheet</dd>

��<dt>JavaScript</dt>

��<dd>JavaScript는�HTML�요소들을�제어한다.</dd>

�</ul>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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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Entity 이름 Entity 번호 유니코드
" &quot; &#34; &#x00022;
& &amp; &#38; &#x00026;
< &lt; &#60; &#x0003C;
> &gt; &#62; &#x0003E;
© &copy; &#169; &#x000A9;
® &reg; &circledR; &REG; &#174; &#x000AE;

¡ 특수 문자들 – HTML entities

HTML에서는 특수문자들을 위한 문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nbsp; 는 공백문자이

다. &copy;는 ©를 나타낸다. 이러한 문자들은 키보드 입력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

는 문자들이거나 HTML이 이미 예약하고 있는 -예들 들어 태그를 감싸는 <와 >대

신에 &lt;와 &gt;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문자들을 대체해서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이런 문자들을 entity라고 한다. 

- entity는 &로 시작하고 ;로 끝난다. 

- entity는 &quote;와 같이 &와 ;사이에 enyity 이름을 넣어 사용한다. 

- &#34; 또는 &#x00022;와 같이 enyity 이름 대신 entity 번호 또는 유니코

드를 넣어 사용할 수도 있다. 

다음은 몇가지 HTML entity들의 목록이다. 

전체 entity 목록 보기 : https://dev.w3.org/html5/html-author/char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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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ame 윈도우 안에 다른 윈도우 포함하기

iframe은 윈도우(페이지) 안에 다른 윈도우를 포함할 때 사용하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웹 페이지 안에 yutube 동영상이나 google 지도 등을 포함할 때와 같

이 다른 사이트의 특정 페이지 또는 내부의 다른 페이지를 포함시킬 때 사용한다. 

iframe은 시작태그와 닫는태그 사이에 아무 내용도 쓰지 않지만 반드시 닫는태그

가 있어야 한다. 

<iframe src="file 또는 url"></iframe>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Lists</title>

</head>

<body>

<h1>iframe�smaple</h1>

<iframe�src="http://www.jquery.com"�width="500"�height="300"></iframe>

<iframe�src="http://www.daum.net"�width="500"�height="300"></iframe>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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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 동영상 iframe 예제

<iframe�width="560"�height="315"�src="https://www.youtube.com/embed/9bZkp7q19f0"�frameborder="0"�

allow="autoplay;�encrypted-media"�allowfullscreen></iframe>

- 구글 지도 iframe 예제

<iframe�src="https://www.google.com/maps/embed?pb=!1m14!1m12!1m3!1d3166.16898853954!2d126.75153

76157799!3d37.48033837981399!2m3!1f0!2f0!3f0!3m2!1i1024!2i768!4f13.1!5e0!3m2!1sko!2sus!4v151757

6909978"�width="600"�height="450"�frameborder="0"�style="border:0"�allowfullscreen></iframe>

Ÿ iframe 스타일링

iframe은 src, width, height 등의 속성을 포함한다. src는 포함시키고자 하는 파일 

또는 url이고 width, height는 넓이와 높이의 픽셀 값을 입력한다. 예전의 HTML 버

전에서는 frameborder로 테두리 라인 굵기 등을 지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HTML5에서 src, width, height 외에는 거의 지원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iframe의 스타일은 대부분 style 속성에서 css로 설정하고 있다. 

위 youtube, 구글지도 삽이 예제에서는 오래된 브라우저를 위해 frameborder를 

포함시켜 놓았다. 

iframe 스타일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iframe�src="http://www.jquery.com"�style="width:1000px;height:150px;border:0;"></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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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Forms

¡ Form이란?

Form이한 웹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입력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하는 요소

이다. Form 요소는 <form> 태그 안에 여러 입력양식(input) 요소들이 포함된다. 

Form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에 전송(Submit)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따라

서 Form은 주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정보를 전송하는데 사용한다. 

<form action="url" method="GET|POST"> ... </form>

Ÿ form 태그의 속성들

- action : 폼의 내용을 전송할 파일의 주소. 외부주소와 파일 또는 내부 파

일 가능

- method : 폼 내용 전송 방식으로 GET 또는 POST가 있다. 값이 없으면 

GET으로 전송한다. 

- onsubmit : onsubmit="return check();"와 같이 폼을 전송하기 전에 실행할 

함수를 지정한다. 함수로부터 false가 반환되면 전송되지 않는다. 

- autocomplete –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자동완성 기능을 on/off 할 수 있다.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값은 on이다. 

- name : 폼이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

- target : 폼의 action에서 지정한 url을 어떤 창에서 열지 지정한다. _blank

로 하면 새창, _parent는 부모창, _top 은 프레임에서 최상위 창을 가리키

고 그리고 iframe의 name을 쓰면 iframe에 form의 url을 열고 데이터를 

전송한다. 

- enctype : 전송하는 데이터의 enctype을 정의한다. 정의하지 않았을 때 기

본 값은 “application/x-www-form-urlencoded”이다. 파일을 포함하여 전송

할 때는 반드시 이 값을 “multipart/form-data”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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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form 기본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Form</title>

</head>

<body>

�<form�action="/member/join.php"�method="POST">

��<label�for="username">이름(필수)</label>

��<input�type="text"�name="username"�id="username"�placeholder="이름입력..."�required><br>

��<label�for="userid">Email(필수)</label>

��<input�type="email"�name="email"�id="email"�placeholder="example@email.dev"�required><br>

��<label�for="userpassword">비밀번호(필수)</label>

��<input�type="password"�name="password"�id="password"�required><br>

��<label�for="nationality">국적</label>

��<input�type="radio"�name="nationality"�id="nationality_local"�value="local"�checked>내국인

��<input�type="radio"�name="nationality"�id="nationality_foreigner"�value="local">외국인<br>

��<label�for="city">거주도시</label>

��<select�name="city"�id="city">

���<option�value=""></option>

���<option�value="서울">서울</option>

���<option�value="서울">인천</option>

���<option�value="서울">대전</option>

���<option�value="서울">광주</option>

���<option�value="서울">대구</option>

���<option�value="서울">부산</option>

��</select><br>

��<label�for="interests">관심분야(여러�개�선택가능)</label>

��<input�type="checkbox"�name="interests"�id="interest_sports"�value="sports">스포츠

��<input�type="checkbox"�name="interests"�id="interest_reading"�value="reading">독서

��<input�type="checkbox"�name="interests"�id="interest_music"�value="music">음악<br>

��<label�for="intro">자기소개</label><br>

��<textarea�name="intro"�id="intro"�cols="50"�rows="5"�placeholder="취미를�입력하세요."></textar

ea><br>

��<input�type="submit"�value="회원가입">

��<input�type="reset"�value="초기화">

�</form>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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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설명 지원브라우저 정보

button 버튼 All

checkbox 체크박스 All

file 파일첨부 All

hidden 감춰진값(화면에 표시되지 않음) All

image 이미지로 된 submit 버튼 All

password 비밀번호, 입력 내용이 *로 표시됨 All

radio 같은 name 요소중 택일 선택 버튼 All

reset 폼 안의 모든 입력 내용을 초기화 All

Ÿ input 요소

input은 가장 기본적인 입력양식 태그이다. 

<input type="타입" name="이름" value="값">

- input type들

input은 type에 따라 용도가 달라진다. 다음은 type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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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t 폼의 내용을 전송 All

text 일반적인 텍스트 입력 All

color [5] 컬러 선택 입력 ~IE11×,~Safari 9.1× 외 모두 지원

date [5] 날짜 입력 ~IE11× 외 모두 지원

datetime-local [5] 날짜 시간 입력 ~IE12×,~Firefox× 외 모두 지원

email [5] Email 입력, @가 있어야 유효 ~IE9× 외 모두 지원

month [5] 년-월 입력 ~IE11×,~Firefox× 외 모두 지원

number [5] 숫자 입력 ~IE9× 외 모두 지원

range [5] 숫자 범위 입력 ~IE9× 외 모두 지원

search [5] 검색어 입력, All, type="text"와 동일하게 작동

tel [5] 전화번호 입력 Safari 8 이상에서만 작동

time [5] 시간 입력 ~IE12× 외 모두 지원

url [5] URL 입력 ~IE9× 외 모두 지원

week [5] 년도와 n번째 주 입력 ~IE11×,~Firefox× 외 모두 지원

속성 설명

accept [5]
file type 요소에서 선택할 파일 종류 제한
<input type="file" name="photo" accept="image/*">

alt [5]
width [5]
height [5]
src [5]

image type 요소에서 이미지 대체텍스트와 넓이 높이, 이미지 url을 정의함
<input type="image" src="send.png" alt="Send" width="100" 
height="50">

autocomplete 
[5]

image 요소에서 브라우저 자동완성 기능 on/off 지정, 지정하지 on이 
기본값
<input type="text" name="userid" autocomplete="off">

autofocus [5]
페이지를 로딩한 후에 자동으로 포커스를 가질지 지정
<input type="text" name="userid" autofocus>

checked
radio, checkbox 요소에서 체크된 상태로 시작
<input type="radio" name="ismember" value="Y" checked>
<input type="checkbox" name="hobbies" value="reading" checked>

F [5] 표시는 HTML5에서 추가된 type들임

F HTML5에서 추가된 일부 type들은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 text type으로 작동

- input 요소의 속성들(알파벳 순)

input 요소들은 값 또는 작동을 지정하거나 제한하는 속성들을 갖는다. 예를 들어 

required가 추가되어 있으면 필수 입력사항이다. 다음은 그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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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name
텍스트 입력 요소에서 폼이 전송될 때 요소의 문자 입력방향도 전송
<input type="text" name="userid" dirname="userid.dir"> userid.dir = ltr

disabled
input 입력 요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
<input type="text" name="username" value="jhone" disabled>

form [5]
Form 밖에 존재하는 input 요소가 속한 Form의 id를 지정
<form id="myform"> ... </form>
<p>input type="text" name="memo" form="myform">

formaction [5]
Submit 버튼에서 form을 전송할 url을 특정할 수 있다. 여기서 지정된 값은 
form의 action 값을 덮어써서 먼저 적용됨. 
<input type="submit" formaction="save2.php" valu="Save">

formenctype [5]

Submit 버튼에서 form 전송 enctype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지정된 
값은 form의 enctype 값을 덮어써서 먼저 적용됨. 
<input type="submit" formenctype="multipart/form-date" 
valu="Upload">

formmethod [5]
Submit 버튼에서 form 전송 method를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지정된 값은 
form의 method 값을 덮어써서 먼저 적용됨. 
<input type="submit" formmethod="post" valu="Join">

formnovalidate 
[5]

Submit 버튼에서 form 전송할 때 formnovalidate 속성이 있으면 폼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무시함. 예) email 유효성 검사, required 무시 등
<input type="submit" value="Join" formnovalidate>

formtarget [5]
Submit 버튼에서 폼의 target 속성을 덮어씀
<input type="submit" formtarget="_blank" value="등록">

list [5]

input 요소에서 미리 정의해놓은 데이터 목록을 정의
<input type="text" name="job" list="joblist">
<datalist id="joblist">
<option value="teacher">
<option vlaue="artist">
</datalist>

max [5]
number, date type에서 입력되는 값의 최대치를 지정
<input type="number" name="age" min="21" max="100">
<input type="date" name="regdate" max="2018-12-31">

maxlength
입력되는 문자의 최대 글자 수 지정(지정된 글자 수 이상 입력되지 않음)
<input type="text" name="username" maxlenght="20">

multiple [5]
file, email input 요소에서 여러개의 파일, 여러 메일 주소 입력 가능
<input type="file" name="upfiles" multiple>
<input type="email" name="emails" multiple>

min [5]
number, date type에서 입력되는 값의 최소치를 지정
<input type="number" name="age" min="21" max="100">

name
input 요소의 이름, 이 이름이 데이터를 전송 받는 파일에 보내짐
<input type="text" name="username">

pattern [5]
입력 값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규 표현식 패턴
<input type="text" name="userid" pattern="[a-z]{8,12}" required>



WEB_HTML_CSS(유승열).hwp 166

placeholder [5]
텍스트 타입 입력 상자에 안내문 형식으로 표시되는 문자(값은 아님)
<input type="email" name="email" placeholder="your@domain.name">

readonly
input 입력 요소를 읽기 전용으로 설정
<input type="text" name="username" value="jhone" readonly>

required [5]
input 입력 요소를 필수 요소로 지정, 값이 없으면 전송 안됨.
<input type="text" name="username" value="jhone" required>

size
입력 상자의 텍스트 글자수 기준 크기(보이는 크기, maxlength와는 다름)
<input type="text" name="username" maxlength="20" size="10">

step [5]
입력 상자에서 숫자의 증감 간격
<input type="number" name="level" step="2">

value
입력 상자의 값, 값에 내용이 있으면 기본 값이 표시됨. 사용자가 변경 가능
<input type="text" name="username" value="jhone">

F [5] 표시는 HTML5에서 추가된 type들임

F HTML5에서 추가된 일부 속성들은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 작동되지 않음

Ÿ 버튼 요소 – button

<input type="button">, <input type="submit">, <input type="reset">등을 대체

하는 요소. type="button"인 경우 생략 가능.

<button�type="button"�onclick="check();>체크</button>

<button�type="submit">전송</button>

<button�type="reset">초기화</button>

Ÿ 선택 목록 상자 – select

선택 목록에서 값을 선택하는 콤보박스(combo), 표시. 드롭다운(drop-down) 리스

트라고도 함. 

�<select�name="course">

���<option�value="html">HTML</option>

���<option�value="js">JavaScript</option>

���<option�value="css">CSS</option>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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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on의 selected 속성

selected 속성이 정의되어 있으면 기본 선택된 값으로 지정된다. selected 속성을 

가진 option이 없으면 첫 번째 option이 select 된 상태로 표시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Form</title>

</head>

<body>

�<form>

�<select�name="course">

���<option�value="">코스선택</option>

���<option�value="html">HTML</option>

���<option�value="js"�selected>JavaScript</option>
���<option�value="css">CSS</option>

�</select>

�</form>

</body>

</html>

- 여러 개의 값을 선택 – multiple

<select> 태그에 multiple 속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여러 개의 값을 선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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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Form</title>

</head>

<body>

�<form>

�<select�name="courses"�size="5"�multiple>
���<option�value="html">HTML</option>

���<option�value="js"�selected>JavaScript</option>

���<option�value="css">CSS</option>

���<option�value="php">PHP</option>

���<option�value="sql">SQL</option>

�</select>

�</form>

</body>

</html>

F Control 키 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러 여러 개의 값을 선택할 수 있다. 

F size="5"와 같이 하면 화면에 보일 목록의 수를 지정할 수 있다. 

- option을 그룹화 하기 - optgroup

optgroup 태그를 사용하면 option을 그룹별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Form</title>

</hea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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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select�name="courses">

���<optgroup�label="Client�Side">

����<option�value="html">HTML</option>

����<option�value="js"�selected>JavaScript</option>

����<option�value="css">CSS</option>

���</optgroup>

���<optgroup�label="Server�Side">

����<option�value="php">PHP</option>

����<option�value="sql">SQL</option>

���</optgroup>

��</select>

�</form>

</body>

</html>

Ÿ 데이터 목록 – datalist

datalist는 input 요소에 입력할 데이터 값을 미리 정의해주는 요소이다. 

select와 다른 점은 option 요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거

나 선택 후 값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글자를 입력하면 해당 

글자로 시작하는 목록을 보여준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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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charset="UTF-8">

�<title>Form</title>

</head>

<body>

�<form>

��<input�type="text"�name="mycourse"�list="courselist">

��<datalist�id="courselist">

���<option�value="html">

���<option�value="js">

���<option�value="css">

���<option�value="php">

���<option�value="sql">

���<option�value="c#">

����<option�value="jquery">

��</datalist>

�</form>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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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여러 줄 텍스트 입력 상자 – textarea 

textarea는 한 줄이 아닌 여러 줄의 긴 텍스트 내용을 입력할 때 주로 사용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Form</title>

</head>

<body>

�<form>

��<textarea�name="body"�cols="50"�rows="10"�placeholder="본문입력..."></textarea>

�</form>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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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area 넓이 높이 : rows, cols
F rows : 텍스트 라인(줄) 수로 높이 지정, rows="10"

F cols : 문자 수로 넓이 지정, cols="80"

F rows, cols 대신에 style="width: 00px, height: 00px" 형식으로 지정 가능

Ÿ 계산 결과를 보여주는 – output

output은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입력 요소로부터 입력된 내용을 

출력하는데 사용되며, 결과는 폼이 전송될 때 같이 전송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Form</title>

</head>

<body>

�<form�oninput="sum.value=parseInt(price.value)*parseInt(quantity.value)">

���단가�<input�type="number"�name="price"�id="price"�value="0">

���수량�<input�type="number"�name="quantity"�id="quantity"�value="0">

���합계�<output�name="sum"�for="price�quantity">0</output>

�</form>

</body>

</html>

Ÿ 폼 요소들의 그룹화 – fieldset

fieldset은 폼 요소들을 구분하여 그룹화 할 때 사용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Form</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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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body>

�<form>

��<fieldset>

���<legend>필수정보</legend>

���회원명�<input�type="text"><br>

���아이디�<input�type="text">

��</fieldset>

��<fieldset>

���<legend>추가정보</legend>

���회사명�<input�type="text"><br>

���연락처�<input�type="text">

��</fieldset>

��<p>

���<button�type="submit">가입하기</button>

���<button�type="reset">새로작성</button>

��</p>

�</form>

</body>

</html>

Ÿ 입력 요소의 제목을 표시하는 – label

lebel은 입력 요소의 제목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된다. label의 용도는 단순히 제목

을 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목을 클릭했을 때 제목이 가리키는 id를 가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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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focus를 갖게 해준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Form</title>

</head>

<body>

�<form>

��<label�for="username">사용자이름</label>

��<input�type="text"�name="username"�id="username">

�</form>

</body>

</html>

위 예제에서 “사용자이름”이라는 label 텍스트를 클릭하면 id가 username인 input 

text 필드에 포커스가 옮겨가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뀐다. 

¡ Form 유효성 검사(Form Validation)

Ÿ HTML5 유효성 검사 기능들

폼에 입력된 값이 유효한지를 검사하는 것을 Form Validation이라 하는데 이 작업

은 자바스크립트 사용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HTML5는 기본적인 Form 

Validation 기능을 제공한다. 값이 없으면 폼을 전송하지 않는 “required” 속성이 

그 중 하나이다. 

- required : 필수 요소 지정, 입력된 값이 없으면 전송되지 않음. 

- type="email" : 입력된 값이 email인지 검사, @ 앞뒤로 유효 문자 있는지 

확인

- type="url" : url 형식에 맞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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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number” : 숫자만 입력

- pattern="패턴" : 정규표현식을 위한 휴효성 검사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Form</title>

</head>

<body>

�<form>

��<label�for="username">사용자이름</label>

��<input�type="text"�name="username"�id="username"�pattern="[a-z][8,12]"�required><br>

��<label�for="email">Email</label>

��<input�type="email"�name="email"�id="email"�required><br>

��<label�for="age">나이</label>

��<input�type="number"�name="age"�id="age"�required><br>

��<label�for="homepage">홈페이지</label>

��<input�type="url"�name="homepage"�id="homepage"�required><br>

��<button�type="submit">전송</button>

�</form>

</body>

</html>

F required 속성이 추가되어 있어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경

고가 표시되고 전송되지 않는다. 

F pattern="[a-z][8,12]" 입력되는 문자가 알파벳 소문자만 입력하고 8자 이상 12자 이내

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알파멧소문자가 아니거나 문자수가 8~12자가 아니면 에

러메시지와 함게 전송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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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ype="email"에 올바른 email 주소가 입력되지 않으면 경고를 표시하고 전송하지 않

는다. “test@test” 정도만 입력해도 통과된다. 따라서 완벽한 메일 유효성 검사라고 

하기는 어렵다. 

F type="number"는 숫자만 입력된다. 또 required 속성 때문에 값을 비우면 에러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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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표시하고 전송되지 않는다. 

F type="url"은 url 형식만 입력받는다. 그러나 앞에 “a://test.dev” 정도의 형식만 입력해

도 통과되는 허점이 있다. 

F 위 입력 내용으로도 전송이 된다. 즉 기본적은 검증은 하지만 완벽한 검증은 어렵다. 

또 HTML5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F 따라서 보다 더 완벽한 검사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것과, 서버 측에서의 검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Ÿ JavaScript 활용 유효성 검사

앞의 예제들은 HTML5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또 지원

하는 브라우저에서도 완벽하게 검사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가 동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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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폼 유효성 검사에 필요한 것은 폼 태그 안에 onsubmit 속

성을 추가하는 것이다. 

<form�onsubmit="return�checkForm();">

...

</form>

<script>

function�checkForm()�{

//code�here

}

</script>

위 코드에서 폼을 전송하려고 시도하면 먼저 onsubmit="return checkForm();" 에 

의해서 checkForm() 함수가 실행되고 이 함수에서 false를 반환하면 전송이 되지 

않는다. true 또는 빈 값을 반환하면 전송된다. 다음은 그 예제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Form</title>

</head>

<body>

�<form�onsubmit="return�checkForm();">

��<label�for="username">이름</label>

��<input�type="text"�name="username"�id="username">

��<button�type="submit">전송</button>

�</form>

�<script>

��function�checkForm()�{

���var�username�=�document.getElementById("username").value;

���if(�!�username�)�{

����alert("이름을�입력하세요");

����document.getElementById("username").focus();

����return�false;

���}

��}

�</script>

</body>

</html>

이 예제에서 required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용자 이름 입력란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전송을 시도하면 다음과 같이 함수에서 지정한 경고가 실행되고 폼

은 전송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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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복잡하고 자세한 자바스크립트 활용 폼 유효성 검사에 대한 내용은 JavaScript 

교재를 활용하여 확인하기 바란다. 

HTML 미디어
HTML5는 <video>, <audio> 요소를 내장하여 Video와 Audio를 쉽게 포함해 사

용 가능하다. 이전의 방식은 브라우저 호환성에 문제가 있고 운영체제에 설치된 

미디어 플레이어 사용 시 소프트웨어 버전 등에 따라 재생 및 제어 문제가 발생했

다. HTML5는 built-in 요소로 <video>, <audio>를 지원하므로 통일된 사용방법을 

제공하여 웹 표준을 유지하고 간결한 구성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다. 

¡ HTML5 이전의 미디어 사용 방법

Ÿ 비디오 사용 예제

<OBJECT�ID="MediaPlayer"�WIDTH="192"�HEIGHT="190"�CLASSID="CLSID:22D6F312-B0F6-11D0-94AB-0080C74

C7E95"�STANDBY="Loading�Windows�Media�Player�components..."�TYPE="application/x-oleobject">

<PARAM�NAME="FileName"�VALUE="videofilename.wmv">

<PARAM�name="autostart"�VALUE="false">

<PARAM�name="ShowControls"�VALUE="true">

<param�name="ShowStatusBar"�value="false">

<PARAM�name="ShowDisplay"�VALUE="false">

<EMBED�TYPE="application/x-mplayer2"�SRC="videofilename.wmv"�NAME="MediaPlayer"�WIDTH="192"�HEIG

HT="190"�ShowControls="1"�ShowStatusBar="0"�ShowDisplay="0"�autostart="0">�</EMBED>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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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e edge ie firefox safari opera

4.0 12.0 9.0 3.5 4.0 10.5

Ÿ 오디오 사용 예제

<object�classid="clsid:02BF25D5-8C17-4B23-BC80-D3488ABDDC6B"�codebase="http://www.apple.com/qta

ctivex/qtplugin.cab"�width="150"�height="16">

<param�name="pluginspage"�value="http://www.apple.com/quicktime/download">

<param�name="src"�value="soundtest.wav">

<param�name="controller"�value="true">

<param�name="autostart"�value="false">

<embed�src="soundtest.wav"�autostart="false"�autoplay="false"�loop="false"�width="150"�height="1

6"�type="audio/wav"�controller="true">

</embed>

</object>

¡ HTML5 비디오

Ÿ HTML5 비디오 사용법

<video�src="video/sample.mp4"�controls>

��이�브라우저는�<code>video</code>�요소를�지원하지�않습니다.

</video>

<video�controls>

��<source�src="sample.ogv"�type="video/ogg">

��<source�src="sample.mp4"�type="video/mp4">

��이�브라우저는�<code>video</code>�요소를�지원하지�않습니다.

</video>

Ÿ HTML5 비디오 지원 브라우저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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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r MP4 WebM Ogv(Ogg)

Internet Explorer ○ × ×

Chrome ○ ○ ○

Firefox
○

Firefox 21부터
Linux Firefox 30부터

○ ○

Safari ○ × ×

Opera
○

Opera 25부터
○ ○

Ÿ HTML5 브라우저 별 지원 비디오 포맷

Ÿ HTML5 비디오 기본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html5�video</title>

</head>

<body>

�<video�src="video/sample.mp4"�controls>

�이�브라우저는�<code>video</code>�요소를�지원하지�않습니다.

�</video>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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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 source

<video�width="320"�height="240"�controls>

��<source�src="video/sample.mp4"�type="video/mp4">

��<source�src="video/sample.ogv"�type="video/ogg">

��이�브라우저는�<code>video</code>�요소를�지원하지�않습니다.

</video>

Multi source는 브라우저 별로 지원하는 video 포맷이 다를 경우 대체할 다른 형

식의 비디오 소스를 설정하는 것임. 

* 최신 브라우저들은 대부분 mp4 형식을 지원하므로 mp4만 사용하여도 가능함.

Ÿ HTML5 비디오 주요 속성들

- 넓이: width, 높이: height 
F Pixel 단위로 넓이와 높이 지정 

F 예) <video width="320" height="240“>…</video>

- 자동실행: autoplay 
F Page loading 시 비디오를 자동 재생(속성 이름만 기록하면 true) 

F 예) <video width="320" height="240“ autoplay>…</video>

- 반복실행: loop 

F Video 재생 완료 후 반복 재생 (속성 이름만 기록하면 true)

F 예) <video width="320" height="240“ autoplay loop>…</video>

- 컨트롤 표시 여부 : controls 
F 비디오 제어 컨트롤 표시 여부 (속성이름만 기록하면 true) 

F 예) <video width="320" height="240“ controls>…</video>

- 오디오 나오지 않게 하기: muted 
F 오디오를 나오지 않게 하기(속성 이름만 기록하면 true)

F 예) <video width="320" height="240“ muted>…</video>

- 단일 비디오 소스 지정 : src 

F Multi source가 아닌 경우 비디오 소스 지정(src=“경로와파일명”) 

F 예) <video src=“video/sample.mp4” ></video>

- 비디오 type 지정 : type (다음 장 상세 설명) 
F 비디오 type 지정(type=“video/mp4”) 

F 예) <video src=“video/sample.mp4” ></video>



WEB_HTML_CSS(유승열).hwp 183

비디오 포맷 설명

mp4 최신 mobile 기기들이 생성하는 대표적인 비디오 형식

ogv
예전의 ogv, ogg는 비디오 뿐만 아니라 오디오 파일도 같은 형식(.ogg)로 
저장했는데 최근에는 비디오로서 ogg를 지원하지 않고 비디오는 ogv, 
오디오는 ogg 나 oga로 표현하는 흐름임

webm  open media 비디오 파일 형식

- 미리 보기 이미지: poster 
F 비디오 load 전에 보여 줄 이미지(poster=“경로와이미지명”)

<video�src="video/sample.mp4"�poster="video/sample.jpg">...</video>

Ÿ HTML5 비디오 type

<source�src="video/sample.mp4"�type="video/mp4">

<source�src="video/sample.ogv"�type="video/ogg">

<source�src="video/sample.webm"�type="video/webm">

또는

<video�src="video/sample.mp4"�type="video/mp4">...</video>

비디오 type을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생해주지만 type을 지정하는 것이 성

능 개선에 더 좋다고 하므로 가급적 지정해주는 것이 좋겠다. 

Ÿ HTML5 비디오 제어(자바스크립트 활용)

- play() 메서드(method)
F 비디오 재생

F 예 : videoid.play();

- pause() 메서드(method)
F 비디오 일시 중지

F 예 : videoid.pause();

- play/pause 함수 예

<script>

var�video�=�document.getElementById("my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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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playVideo(){

�video.play();�//�비디오�재생

}

function�pauseVideo(){

�video.pause();�//�비디오�일시�중지

}

</script>

- play / pause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html5�video</title>

</head>

<body>

�<p>

��<button�onclick="playVideo();">play</button>

��<button�onclick="pauseVideo();">pause</button>

�</p>

�<video�id="myvideo"�width="480"�height="320"�controls�poster="video/sample.jpg">

��<source�src="video/sample.mp4"�type="video/mp4">

��<source�src="video/sample.ogg"�type="video/ogg">

��이�브라우저는�<code>video</code>�요소를�지원하지�않습니다.

�</video>

�<script>

��var�video�=�document.getElementById("myvideo");

��function�playVideo(){

���video.play();

��}

��function�pauseVideo(){

���video.pause();

��}

�</script>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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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Screen 
<button�onclick="fullScreenVideo();">FullScreen</button>

<script>����

��function�fullScreenVideo()�{

����var�elem�=�document.getElementById("myvideo");

����if�(elem.requestFullscreen)�{

������//MS�Edge�

������elem.requestFullscreen();

����}�else�if�(elem.msRequestFullScreen)�{

������//MS�IE11�버전만(미만은�적용안됨)

������elem.msRequestFullScreen();

����}�else�if�(elem.mozRequestFullScreen)�{

������//Mozilla�FireFox�9.0�이상

������elem.mozRequestFullScreen();

����}�else�if�(elem.webkitRequestFullscreen)�{

������//Google�Chrome

������elem.webkitRequestFullscreen();

����}

��}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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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 Restart

HTML5 Video 제어를 위한 별도의 Stop/Restart 메서드는 없으나 

pause() 메서드와, currentTime 프라퍼티 값을 조절하여 이를 제어할 수 있음.

<button�onclick="stop();">Stop</button>

<button�onclick="restart();">Restart</button>

<script>����

����function�stop()�{

������var�video�=�document.getElementById("myvideo");

������video.pause();

������video.currentTime�=�0;

����}

����

����function�restart()�{

������var�video�=�document.getElementById("myvideo");

������video.currentTime�=�0;

������video.play();

����}

</script>

- 빨리감기/되감기/볼륨Up/볼륨Down 예

<button�onclick="skip(-10);">-10</button>

<button�onclick=“skip(10);">+10</button>

<button�onclick="setVol(0.1);">볼륨Up</button>

<button�onclick="setVol(-0.1);">볼륨Down</button>

<script>����

���//�빨리감기/되감기(10초씩�조절)

���function�skip(value)�{

������var�video�=�document.getElementById("myvideo");

������video.currentTime�+=�value;

����}�

���//�볼륨�Up/�Down(0.1�씩�증가�또는�감소,�최소값=0,�최대값=1)

���function�setVol(value)�{

������var�video�=�document.getElementById("myvideo");

������var�vol�=�video.volume

������vol�+=�value;

������if(�vol�>�1�)�vol�=�1;

������if(�vol�<�0�)�vol�=�0;

������video.volume�=�vol

����}�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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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소거 예

<button�id="mutebtn"�onclick="setMute();">음소거</button>

<script>����

����function�setMute()�{

������var�video�=�document.getElementById("myvideo");

������var�mutebtn�=�document.getElementById("mutebtn");

������if(�video.muted�)�{

��������video.muted�=�false;

��������mutebtn.value�=�"음소거";

������}�else�{

��������video.muted�=�true;

��������mutebtn.value�=�"음소거해제";��������

������}

����}�

</script>

- 비디오길이(시간) 및 재생위치(시간) 표시
<p>재생위치/시간�:�<span�id="v-current">?</span>�/�<span�id="v-duration">?</span></p>

<script>

��var�video�=�document.getElementById("myvideo");�

��video.addEventListener("loadedmetadata",�function�()�{

����var�vLength�=�video.duration

����document.getElementById("v-duration").innerHTML�=�vLength

��},�false);

��video.addEventListener("timeupdate",�function�()�{

����var�vTime�=�video.currentTime

����document.getElementById("v-current").innerHTML�=�vTime

��},�false);����

</script>

F loadedmetadata

비디오 metadata를 모두 불러왔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로 이 정보 로딩이 완료되면 

비디오 이를 Event Listener로 캐치하여 전체 재생시간을 화면에 표시하도록 할 수 

있음. 

F timeupdate

비디오 현재 재생위치(currentTime) 속성이 바뀔 때 발생하는 이벤트로 비디오 현재 

재생위치가 변경되면 이를 Event Listener로 캐치하여 화면에 현재 재생시간을 표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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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재생속도 제어 : playbackRate

<button�onclick="changeRate(-0.1);">속도-</button>

<button�onclick="changeRate(0.1);">속도+</button>

<p>재생위치/시간/속도�:�<span�id="v-current">?</span>�/�<span�id="v-duration">?</span>�/�<span�

id="v-rate">1</span></p>

<script>

��var�video�=�document.getElementById("myvideo");�

��function�changeRate(value)�{

����video.playbackRate�+=�value;

��}

��video.addEventListener("ratechange",�function�()�{

����var�vRate�=�video.playbackRate

����document.getElementById("v-rate").innerHTML�=�vRate

��},�false);

</script>

F playbackRate

비디오 재생속도. 기본 값=1, 예) 0.5=절반 느리게, 2.0는 두 배 빠르게.

F ratechange

재생속도가 변경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임. 이를 캐치하여 화면에 현재 재생속도

를 표시할 수 있음.

Ÿ HTML5 비디오 종합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html5�video</title>

</head>

<body>

�<p>

��<button�id="playbtn"�onclick="playVideo();">play</button>

��<button�onclick="restart();">Restart</button>

��<button�onclick="stop();">Stop</button>

��<button�onclick="skip(-10);">-10</button>

��<button�onclick="skip(10);">+10</button>

��<button�onclick="setVol(0.1);">볼륨Up</button>

��<button�onclick="setVol(-0.1);">볼륨Down</button>

��<button�id="mutebtn"�onclick="setMute();">음소거</button>

��<button�onclick="changeRate(-0.1);">속도-</button>

��<button�onclick="changeRate(0.1);">속도+</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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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on�onclick="fullScreenVideo();">FullScreen</button>

�</p>

�<video�id="myvideo"�width="480"�height="320"�controls�poster="video/sample.jpg">

��<source�src="video/sample.mp4"�type="video/mp4">

��<source�src="video/sample.ogg"�type="video/ogg">

��이�브라우저는�<code>video</code>�요소를�지원하지�않습니다.

�</video>

�<p>재생위치/시간/속도�:�<span�id="v-current">?</span>�/�<span�id="v-duration">?</span>�/�<span�

id="v-rate">1</span></p>

�<script>

��var�video�=�document.getElementById("myvideo");

�

��function�playVideo()�{

����var�playbtn�=�document.getElementById("playbtn");

���if(�video.paused�){

����video.play();

����playbtn.innerHTML�=�"pause";

���}�else�{

����video.pause();

����playbtn.innerHTML�=�"play";

���}

��}

��function�fullScreenVideo(){

���var�elem�=�document.getElementById("myvideo");

����if�(elem.requestFullscreen)�{

������elem.requestFullscreen();

����}�else�if�(elem.msRequestFullScreen)�{

������elem.msRequestFullScreen();

����}�else�if�(elem.mozRequestFullScreen)�{

������elem.mozRequestFullScreen();

����}�else�if�(elem.webkitRequestFullscreen)�{

������elem.webkitRequestFullscreen();

����}

��}

��

��function�stop()�{

���video.pause();

���video.currentTime�=�0;

��}

��

��function�restart()�{

���video.currentTime�=�0;

���video.play();

��}

��function�skip(value)�{

���video.currentTime�+=�val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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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etVol(value)�{

���var�vol�=�video.volume;

���vol�+=�value;

���if(�vol�>�1�)�vol�=�1;

���if(�vol�<�0�)�vol�=�0;

���video.volume�=�vol;

��}

��

��function�setMute()�{

���var�mutebtn�=�document.getElementById("mutebtn");

���if(�video.muted�){

����video.muted�=�false;

����mutebtn.value�=�"음소거";

���}�else�{

����video.muted�=�true;

����mutebtn.value�=�"음소거해제";����

���}

��}

���

���function�changeRate(value){

���video.playbackRate�+=�value;

��}

��

���video.addEventListener("ratechange",�function�()�{

����var�vRate�=�video.playbackRate;

����document.getElementById("v-rate").innerHTML�=�vRate;

��},�false);

��

���video.addEventListener("loadedmetadata",�function�()�{

����var�vLength�=�video.duration;

����document.getElementById("v-duration").innerHTML�=�vLength;

��},�false);

���video.addEventListener("timeupdate",�function�()�{

����var�vTime�=�video.currentTime;

����document.getElementById("v-current").innerHTML�=�vTime;

��},�false);��

��

�</script>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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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예제] Video Background Header 만들기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video�background�sample</title>

�<style>

��body�{

���margin:�0;

��}

��.wrap�{

���width:�980px;

���margin:�0�auto;

��}

��.header�{

���padding-top:�50px;

���width:�100%;

���height:�300px;

���position:�relative;

���overflow:�hidden;

��}

��.header�>�#myvideo�{

���position:�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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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0;

���top:�0;

���width:�980px;

���height:�auto;

���z-index:�-100;

��}

��.header�>�p.title�{

���font-size:�60px;

���font-family:�sans-serif;

���color:�white;

���font-weight:�normal;

���text-align:�center;

��}

�</style>

</head>

<body>

�<div�class="wrap">

��<header�class="header">

���<video�id="myvideo"�autoplay�loop>

����<source�src="video/bg.mp4"�type="video/mp4">

���</video>

���<p�class="title">Welcome�to�My�Website!!!</p>

��</header>

��<div�id="main"></div>

��<footer></footer>

�</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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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e edge ie firefox safari opera

4.0 12.0 9.0 3.5 4.0 10.5

Browser MP3 Wav Ogg

Internet Explorer ○ × ×

Chrome ○ ○ ○

Firefox ○ ○ ○

Safari ○ ○ ×

Opera ○ ○ ○

¡ HTML5 오디오

Ÿ HTML5 오디오 사용법

<audio�src="/audio/sample.ogg">

이�브라우저는�<code>audio</code>�요소를�지원하지�않습니다.

</audio>

<audio�controls>

��<source�src="sample.ogv"�type="audio/ogg">

��<source�src="sample.mp3"�type="audio/mpeg">

��이�브라우저는�<code>audio</code>�요소를�지원하지�않습니다.

</audio>

Ÿ HTML5 오디오 지원 브라우저 버전

Ÿ HTML5 브라우저 별 지원 오디오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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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HTML5 오디오 사용법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html5�audio</title>

</head>

<body>

�<audio�src="audio/sample.mp3"�controls>

�이�브라우저는�<code>audio</code>�요소를�지원하지�않습니다.

�</audio>

</body>

</html>

- multisource
�<audio�width="480"�height="320"�controls>

����<source�src="audio/sample.mp3"�type="audio/mpeg">

����<source�src="audio/sample.ogg"�type="audio/ogg">

����이�브라우저는�<code>audio</code>�요소를�지원하지�않습니다.

��</audio>

Multi source는 브라우저 별로 지원하는 audio 포맷이 다를 경우 대체할 다른 형

식의 오디오 소스를 설정하는 것임. 

* 최신 브라우저들은 대부분 mp3 형식을 지원하므로 mp3만 사용하여도 가능함.

Ÿ <audio> 제어 

<audio>는 <video>의 시각적 표현 부분(예, 높이와 넓이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

든 속성과 이벤트가 같으므로 video 제어 프로그램과 같은 방법으로 코딩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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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5 그래픽
HTML5에는 드로잉이 가능한 CANVAS를 추가하였고, SVG라는 벡터그래픽 요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다. 

¡ CANVAS

캔버스는 태그이름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 같은 드로잉 요소이다. HTML5에 

새로 추가된 이 드로잉 요소는 직접 선과 도형, 이미지 등을 그릴 수도 있고 애니

메이션을 구현할 수도 있어서 게임을 제작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작업은 거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다. 

캔버스는 웹 페이지 내에서 이미지처럼 간주된다. 

캔버스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이미지 저장, 이미지 복사 등의  메

뉴가 표시된다. 

Ÿ canvas 그리기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ANVAS</title>

�<style>

��canvas�{

���border:1px�solid�#000;

��}

�</style>

</head>

<body>

�<canvas�id="can"�width="500"�height="300"></canvas>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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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canvas 선 그리기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ANVAS</title>

�<style>

��canvas�{

���border:1px�solid�#000;

��}

�</style>

</head>

<body>

�<canvas�id="can"�width="500"�height="300"></canvas>

�<script>

��var�can�=�document.getElementById("can");

��var�ctx�=�can.getContext("2d");

��var�w�=�can.width;

��var�h�=�can.height;

��ctx.beginPath();

��ctx.moveTo(0,�h/2);

��ctx.lineTo(w,�h/2);

��ctx.stroke();

��ctx.beginPath();

��ctx.moveTo(w/2,�0);

��ctx.lineTo(w/2,�h);

��ctx.stroke();��

��ctx.beginPath();

��ctx.moveTo(0,�0);

��ctx.lineTo(w,�h);

��ctx.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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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x.beginPath();

��ctx.moveTo(0,�h);

��ctx.lineTo(w,�0);

��ctx.stroke();�

�</script>

</body>

</html>

var�can�=�document.getElementById("can");

id가 can인 요소를 can이라는 이름으로 할당한다.

var�ctx�=�can.getContext("2d");

canvas로부터 드로잉 요소 ctx를 생성한다. 

- 2d : 2차원 그래픽 요소 생성

F webgl : Web Graphics Library 요소 생성

F webgl2 : Web Graphics Library Version 2 요소 생성

F bitmaprenderer : ImageBitmap 요소 생성

��var�w�=�can.width;

��var�h�=�can.height;

canvas의 넓이와 높이 픽셀 값을 각각 w와 h에 대입한다. 

ctx.beginPath();

새로운 그리기를 시작한다. 

ctx.moveTo(x,�y);

좌표를 x, y로 이동한다. x는 가로 좌표, y는 세로 좌표이다. 

ctx.lineTo(x,�y);

moveTo()로 이동했던 위치로부터 라인(선)을 x, y 좌표가지 그린다. 

ctx.stroke();

lineTo()로 그린 선을 실제로 화면에 선으로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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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굵기 및 컬러 지정 : lineWidth, strokeStyle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ANVAS</title>

�<style>

��canvas�{

���border:1px�solid�#000;

��}

�</style>

</head>

<body>

�<canvas�id="can"�width="500"�height="300"></canvas>

�<script>

��var�can�=�document.getElementById("can");

��var�ctx�=�can.getContext("2d");

��var�w�=�can.width;�//캔버스�넓이

��var�h�=�can.height;�//캔버스�높이

��var�x�=�w/2;�//캔버스�가로�중앙

��var�y�=�h/2;�//캔버스�세로�중앙

��ctx.beginPath();

��ctx.moveTo(50,200);

��ctx.lineWidth�=�10;

��ctx.strokeStyle�=�"red";�//#ff0000�또는�#f00

��ctx.lineTo(400,50);

��ctx.stroke();

�</script>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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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끝 모양 : lineCap="butt | round | square"
F butt : 잘려진 사각형 모양으로 끝남(추가되는 길이 없음)

F round : 둥근 모서리 사각형으로 끝남(라운드만큼 늘어남)

F square : 사격형 모서리로 끝남(사각형만큼 늘어남)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ANVAS</title>

�<style>

��canvas�{

���border:1px�solid�#000;

��}

�</style>

</head>

<body>

�<canvas�id="can"�width="500"�height="300"></canvas>

�<script>

��var�can�=�document.getElementById("can");

��var�ctx�=�can.getContext("2d");

��var�w�=�can.width;�//캔버스�넓이

��var�h�=�can.height;�//캔버스�높이

��var�x�=�w/2;�//캔버스�가로�중앙

��var�y�=�h/2;�//캔버스�세로�중앙

��ctx.beginPath();

��ctx.lineWidth�=�30;

��ctx.moveTo(50,100);

��ctx.lineTo(400,100);

��ctx.lineCap�=�"butt";�//기본값,잘려진�사각형�모양으로�끝남(추가되는�길이�없음)

��ctx.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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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x.beginPath();

��ctx.moveTo(50,150);

��ctx.lineTo(400,150);

��ctx.lineCap�=�"round";�//둥근�모서리�사각형으로�끝남(라운드만큼�늘어남)

��ctx.stroke();

��ctx.beginPath();

��ctx.moveTo(50,200);

��ctx.lineTo(400,200);

��ctx.lineCap�=�"square";�//사각형으로�끝남(사각형만큼�늘어남)

��ctx.stroke();

�</script>

</body>

</html>

Ÿ canvas 사각형 그리기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ANVAS</title>

�<style>

��canvas�{

���border:1px�solid�#000;

��}

�</style>

</head>

<body>

�<canvas�id="can"�width="500"�height="300"></canvas>

�<script>

��var�can�=�document.getElementById("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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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ctx�=�can.getContext("2d");

��var�w�=�can.width;�//캔버스�넓이

��var�h�=�can.height;�//캔버스�높이

��var�x�=�w/2;�//캔버스�가로�중앙

��var�y�=�h/2;�//캔버스�세로�중앙

��ctx.beginPath();

��ctx.fillStyle�=�"#f00";

��ctx.fillRect(50,50,400,200);

��ctx.beginPath();

��ctx.fillStyle�=�"#fff";

��ctx.fillRect(100,100,300,100);

��ctx.beginPath();

��ctx.storkeStyle�=�"#000";

��ctx.rect(125,125,250,50);��

��ctx.stroke();

�</script>

</body>

</html>

ctx.fillStyle�=�"#f00";

도형의 채움색을 정한다. 

ctx.fillRect(100,100,300,100);

fillRect(x,y,width,height) : 채워진 사각형을 그린다. 

- x : 사각형 시작 가로 좌표

- y : 사각형 시작 세로 좌표

- width : 사각형 넓이

- height : 사각형 높이

ctx.rect(125,125,250,50);�

rect(x,y,width,height) : 사각형의 선을 그린다. 

- x : 사각형 시작 가로 좌표

- y : 사각형 시작 세로 좌표

- width : 사각형 넓이

- height : 사각형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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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canvas 원 그리기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ANVAS</title>

�<style>

��canvas�{

���border:1px�solid�#000;

��}

�</style>

</head>

<body>

�<canvas�id="can"�width="500"�height="300"></canvas>

�<script>

��var�can�=�document.getElementById("can");

��var�ctx�=�can.getContext("2d");

��var�w�=�can.width;�//캔버스�넓이

��var�h�=�can.height;�//캔버스�높이

��var�x�=�w/2;�//캔버스�가로�중앙

��var�y�=�h/2;�//캔버스�세로�중앙

��ctx.beginPath();

��ctx.arc(x,y,130,0,2*Math.PI);�

��ctx.stroke();

��ctx.beginPath();

��ctx.arc(x,y,80,0,2*Math.PI);

��ctx.fillStyle�=�"#ff0";

��ctx.fill();��

��ctx.strokeStyle�=�"#f00";

��ctx.stroke();��

�</script>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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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x, y, r, startAngle, endAngle[, counter-clockwise]);

- x : 원의 중심 가로 좌표

- y : 원의 중심 세로 좌표

- r : 원의 반지름

- startAngle : 원(호)의 시작 각도(0~2 * PI)

- endAngle : 원(호)의 종료 각도(0~2 * PI)

- counter-clockwise : 선택적, 기본값은 false, true이면 시계 반대방향

원(호)의 시작각도, 종료 각도

위 그림을 보면 원은 오른쪽 끝 0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2*Math.PI에 올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그릴 수 있다. 시작은 어디에서든 할 수 있고 끝도 어디에서든 할 

수 있다. 

만일 0에서 시작해서 0.5*Math.PI에서 끝나는 arc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ANVAS</title>

�<style>

��canvas�{

���border:1px�solid�#000;

��}

�</style>

</hea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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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vas�id="can"�width="500"�height="300"></canvas>

�<script>

��var�can�=�document.getElementById("can");

��var�ctx�=�can.getContext("2d");

��var�w�=�can.width;�//캔버스�넓이

��var�h�=�can.height;�//캔버스�높이

��var�x�=�w/2;�//캔버스�가로�중앙

��var�y�=�h/2;�//캔버스�세로�중앙

��ctx.beginPath();

��ctx.arc(x,y,100,0,0.5*Math.PI);�

��ctx.stroke();�����

�</script>

</body>

</html>

위 호를 채워진 형태로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ANVAS</title>

�<style>

��canvas�{

���border:1px�solid�#000;

��}

�</style>

</head>

<body>

�<canvas�id="can"�width="500"�height="300"></canvas>

�<script>

��var�can�=�document.getElementById("can");

��var�ctx�=�can.getContext("2d");

��var�w�=�can.width;�//캔버스�넓이

��var�h�=�can.height;�//캔버스�높이

��var�x�=�w/2;�//캔버스�가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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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y�=�h/2;�//캔버스�세로�중앙

��ctx.beginPath();

��ctx.moveTo(x,y);

��ctx.arc(x,y,100,0,0.5*Math.PI);�

��ctx.fillStyle�=�"#06C3FF";

��ctx.fill();�����

��ctx.beginPath();

��ctx.moveTo(x,y);

��ctx.arc(x,y,100,0.5*Math.PI,1*Math.PI);�

��ctx.fillStyle�=�"#FFC250";

��ctx.fill();�����

��ctx.beginPath();

��ctx.moveTo(x,y);

��ctx.arc(x,y,100,1*Math.PI,1.5*Math.PI);�

��ctx.fillStyle�=�"#F7A6FF";

��ctx.fill();��

��ctx.beginPath();

��ctx.moveTo(x,y);

��ctx.arc(x,y,100,1.5*Math.PI,2*Math.PI);�

��ctx.fillStyle�=�"#CFCCB1";

��ctx.fill();�

�</script>

</body>

</html>

 원 좌표 그리기 코드

다음 코드는 위에서 소개한 원 좌표를 그리고 값을 표시해주는 코드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ANVA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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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canvas�{

���border:1px�solid�#000;

��}

�</style>

</head>

<body>

�<canvas�id="can"�width="500"�height="300"></canvas>

�<script>

��var�can�=�document.getElementById("can");

��var�ctx�=�can.getContext("2d");

��var�w�=�can.width;�//캔버스�넓이

��var�h�=�can.height;�//캔버스�높이

��var�x�=�w/2;�//캔버스�가로�중앙

��var�y�=�h/2;�//캔버스�세로�중앙

��ctx.beginPath();

��ctx.arc(x,y,100,0,2*Math.PI);�

��ctx.stroke();

��ctx.beginPath();

��ctx.moveTo(150,�150);�

��ctx.lineTo(350,�150);

��ctx.stroke();

��ctx.beginPath();

��ctx.moveTo(250,�50);�

��ctx.lineTo(250,�250);

��ctx.stroke();�

��ctx.fillStyle�=�"#f00";

��ctx.beginPath();

��ctx.fillRect(145,�145,�10,�10);�

��ctx.beginPath();

��ctx.fillRect(345,�145,�10,�10);�

��ctx.beginPath();

��ctx.fillRect(245,�45,�10,�10);�

��ctx.beginPath();

��ctx.fillRect(245,�245,�10,�10);

��ctx.fillStyle�=�"black";

��ctx.font�=�"italic�15px�Arial";

��ctx.textAlign�=�"left";

��ctx.fillText('0�*�Math.PI�=�0',�360,�165);

��ctx.fillText('2�*�Math.PI',�360,�145);

��ctx.textAlign�=�"center";

��ctx.fillText('1.5�*�Math.PI',�250,�40);��

��ctx.fillText('0.5�*�Math.PI',�250,�270);����

��ctx.textAlign�=�"right";

��ctx.fillText('1�*�Math.PI',�140,�155);������

�</script>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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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예제] canvas 파이 그래프 그리기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HTML5�Canvas</title>

</head>

<body>

�<canvas�id="mycanvas"�width="500"�height="500"></canvas>

�<script>

��var�c�=�document.getElementById("mycanvas");

��var�ctx�=�c.getContext("2d");

��var�editors�=�["Dreamweaver","SublimeText","Brackets","Notepad++","Atom"];

��var�colors�=�["#00A9DB",�"#D500DB",�"#0062DB",�"#DBA100",�"#4A4A4A"]

��var�rates�=�[20,45,30,17,15];

��var�total�=�0;

��for(var�i=0;�i<rates.length;�i++){

���total�+=�rates[i];

��}

��var�start�=�0;

��var�end�=�0;

��for(var�j=0;�j<rates.length;�j++){

���ctx.beginPath();

���ctx.moveTo(250,250);

���end�=�start�+�(�(rates[j]/total)*2*Math.PI�);

���ctx.arc(250,250,250,start,end);

���ctx.fillStyle�=�colors[j];

���ctx.fill();

���var�angle�=�start�+�2*Math.PI*((rates[j]/total)/2);

���var�pos�=�getTextPos(250,250,250/2,angle);

���ctx.fillStyle�=�"white";

���ctx.font�=�"15px�Arial";

���ctx.textAlign�=�"center";

���ctx.fillText(editors[j],pos[0],pos[1]);

���console.log(pos[0]�+�"/"�+�pos[1]);

���start�=�end;

��}

��function�getTextPos(x,y,r,angle){

���var�tx�=�x�+�Math.cos(angle)*r;

���var�ty�=�y�+�Math.sin(angle)*r;

���return�[tx,�ty];

��}

�</script>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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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canvas Text 그리기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ANVAS</title>

�<style>

��canvas�{

���border:1px�solid�#000;

��}

�</style>

</head>

<body>

�<canvas�id="can"�width="500"�height="200"></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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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var�can�=�document.getElementById("can");

��var�ctx�=�can.getContext("2d");

��var�w�=�can.width;�//캔버스�넓이

��var�h�=�can.height;�//캔버스�높이

��var�x�=�w/2;�//캔버스�가로�중앙

��var�y�=�h/2;�//캔버스�세로�중앙

��ctx.font�=�"bold�italic�50px�Arial";

��ctx.fillStyle�=�"#f00";

��ctx.textAlign�=�"center";

��ctx.textBaseline="middle";

��ctx.fillText("Hello�Canvas!",x,50);

��ctx.font�=�"bold�40px�'Malgun�Gothic'";

��ctx.strokeStyle�=�"#00f";

��ctx.textAlign�=�"center";

��ctx.textBaseline="middle";

��ctx.strokeText("안녕하세요!",x,150);��

�</script>

</body>

</html>

ctx.font�=�"italic�50px�Arial";

캔버스에 그릴 텍스트의 폰트를 정의한다. 

이 속성은 CSS의 font 속성 정의 방법과 동일하다. 

ctx.fillStyle�=�"#f00";

폰트를 채울 컬러를 지정한다. 

ctx.textAlign�=�"center";

폰트의 텍스트 정렬을 지정한다. center, left, right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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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x.textBaseline="middle";

폰트의 상하 정렬을 지정한다. alphabetic, middle, top, bottom, hanging, 

ideographic이 있다. 다음은 baseline 예제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ANVAS</title>

�<style>

��canvas�{

���border:1px�solid�#000;

��}

�</style>

</head>

<body>

�<canvas�id="can"�width="800"�height="200"></canvas>

�<script>

��var�can�=�document.getElementById("can");

��var�ctx�=�can.getContext("2d");

��var�w�=�can.width;�//캔버스�넓이

��var�h�=�can.height;�//캔버스�높이

��var�x�=�w/2;�//캔버스�가로�중앙

��var�y�=�h/2;�//캔버스�세로�중앙

��ctx.beginPath();

��ctx.moveTo(0,y);

��ctx.lineTo(w,y);

��ctx.lineWidth�=�1;

��ctx.stroke();

��ctx.font�=�"bold�30px�Arial";

��ctx.fillStyle�=�"#f00";

��ctx.textAlign�=�"center";

��ctx.textBaseline="alphabetic";

��ctx.fillText("alphabetic",80,y);

��ctx.textBaseline="middle";

��ctx.fillText("middle",210,y);

��ctx.textBaseline="top";

��ctx.fillText("top",290,y);

��ctx.textBaseline="bottom";

��ctx.fillText("bottom",370,y);

��ctx.textBaseline="hanging";

��ctx.fillText("hanging",490,y);

��ctx.textBaseline="ideographic";

��ctx.fillText("ideographic",640,y);

�</script>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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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x.fillText("Hello�Canvas!",x,50);

텍스트를 색으로 채워서 표시한다. 

fillText(text,x,y,maxWidth);

- text : 출력할 텍스트

- x : 텍스트를 쓸 기준점의 가로 좌표

- y : 텍스트를 쓸 기준점의 세로 좌표

ctx.strokeText("안녕하세요!",x,150);��

색을 채우지 않은 텍스트를 쓴다. 

Ÿ canvas에 그림 넣기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ANVAS</title>

�<style>

��canvas�{

���border:1px�solid�#000;

��}

�</style>

</head>

<body>

�<canvas�id="can"�width="500"�height="300"></canvas>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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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can�=�document.getElementById("can");

��var�ctx�=�can.getContext("2d");

��var�w�=�can.width;�//캔버스�넓이

��var�h�=�can.height;�//캔버스�높이

��var�img�=�new�Image();

��img.onload�=�function()�{

���ctx.drawImage(img,�0,�0,�500,�300);

��};

��img.src�=�'http://placeimg.com/500/300';

�</script>

</body>

</html>

var�img�=�new�Image();

새로운 이미지 객체 img를 생성한다. 

img.onload�=�function()�{

���ctx.drawImage(img,�0,�0,�500,�300);

};

이미지 객체 img에 이미지가 로드되면 즉, img.src=“이미지파일”와 같이 해서 이

미지 소스를 설정하면 이 함수가 실행된다. 

drawImage(imageObject, x, y, width, height);

- imageObject : 이미지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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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이미지를 그릴 시작 가로 좌표

- y : 이미지를 그릴 시작 세로 좌표

- width : 이미지 넓이

- height : 이미지 높이

img.src�=�'http://placeimg.com/500/300';

이미지 객체에 이미지 소스 넣는다. 이 동작이 일어나면 img.onload=function(){ };

이 실행된다.

Ÿ canvas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기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ANVAS</title>

�<style>

��canvas�{

���border:1px�solid�#000;

��}

�</style>

</head>

<body>

�<p>

��<a�href="#"�onclick="saveCanvasToImage(this)"�download="image.png">Canvas�저장하기</a>

�</p>

�<canvas�id="can"�width="500"�height="200"></canvas>

�<script>

��var�can�=�document.getElementById("can");

��var�ctx�=�can.getContext("2d");

��var�w�=�can.width;�//캔버스�넓이

��var�h�=�can.height;�//캔버스�높이

��var�x�=�w/2;�//캔버스�가로�중앙

��var�y�=�h/2;�//캔버스�세로�중앙

��ctx.font�=�"bold�italic�50px�Arial";

��ctx.fillStyle�=�"#f00";

��ctx.textAlign�=�"center";

��ctx.textBaseline="middle";

��ctx.fillText("Hello�Canvas!",x,50);

��ctx.font�=�"bold�40px�'Malgun�Gothic'";

��ctx.strokeStyle�=�"#00f";

��ctx.text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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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x.textBaseline="middle";

��ctx.strokeText("안녕하세요!",x,150);�

��function�saveCanvasToImage(link){

���var�src�=�can.toDataURL("image/png")

���link.download�=�"image.png";

���link.href�=�src;

��}�

�</script>

</body>

</html>

위 그림에서 바탕이 까맣게 보이는 것은 png 형식으로 배경이 투명하게 저장된 

경우 Windows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미지를 웹이나 문서에서 불러오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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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흰색 바탕으로 보인다. 

[응용예제] 이미지 불러오고 저장하기 예제

<!DOCTYPE�html>

<html�lang="ko">

<head>

�<meta�http-equiv="Content-Type"�content="text/html;�charset=utf-8"�/>

�<link� rel="stylesheet"�

href="http://code.jquery.com/ui/1.11.2/themes/smoothness/jquery-ui.css">

�<script�src="http://code.jquery.com/jquery-latest.js"></script>

�<script�src="http://code.jquery.com/ui/1.10.4/jquery-ui.js"></script>

�<title>캔버스�그리고�저장하기</title>

�<style�type="text/css">

��canvas�{border:1px�solid�#000;}

�</style>�

</head>

<body>

�<form>

��<input�type="file"�id="photo">

�</form>

�<canvas�id="mycanvas"�width="500"�height="500"></canvas>

�<div><a�href=""�onclick="saveCanvasToImage(this)">그림저장하기</a></div>

�<script�type="text/javascript">

��var�canvas,�context;

��var�drawing�=�false;

��var�lastX,�lastY;

��var�Size�=�5;

��window.onload�=�function(){

���canvas�=�document.getElementById("mycanvas");

���context�=�canvas.getContext("2d");������������

��}

��window.onmousedown�=�mousedown;����

��window.onmousemove�=�mousemove;

��window.onmouseup�=�mouseup;

��function�mousedown(event){

���var�e�=�event�||�window.event;

���drawing�=�true;

���lastX�=�e.clientX;

���lastY�=�e.clientY;

���draw(e.clientX,�e.clientY);����

��}

��function�mousemove(event){

���if(drawing){

����var�e�=�event�||�window.event;

����draw(e.clientX,�e.clien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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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mouseup(event){

���var�e�=�event�||�window.event;

���drawing�=�false;

���draw(e.clientX,�e.clientY);

��}

��function�draw(x,y){

���context.lineWidth�=�Size;

���context.beginPath();

���context.moveTo(lastX,�lastY);

���context.lineTo(x,�y);

���lastX�=�x;

���lastY�=�y;

���context.closePath();

���context.strokeStyle�=�"#000000";

���context.stroke();

��}

��function�saveCanvasToImage(link){

���var�src�=�canvas.toDataURL("image/png")

���link.download�=�"image.png";

���link.href�=�src;

��}

��$("#photo").change(function(){

���photoLoad(this);

��});

��function�photoLoad(photo){

���if(�!�photo.files�)�return;

���if(�!�photo.files[0]�)�return;

���var�reader�=�new�FileReader();

���reader.onload�=�function(event){

����var�src�=�event.target.result;

����if(�!�src�)�return;

����var�img�=�new�Image();

����img.onload�=�function(){

�����context.drawImage(img,0,0,500,500);

����};

����img.src�=�src;

���};

���reader.readAsDataURL(photo.files[0]);

��}

�</script>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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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 https://pastebin.com/9hWgmGMn 

¡ SVG

Ÿ SVG란?

SVG는 Scalable Vector Graphics로 2차원의 벡터 그래픽을 웹에서 표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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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형식이다. 벡터 그래픽이란 Illust 파일과 같이 선과 면 등의 좌표 및 컬러 등

에 대한 정보로 이루어져 그림을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HTML5부터는 SVGG 파일을 웹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SVG 파일을 웹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째는 img의 src 속성에 SVG 파일을 연결하는 것이다. 

둘 째는 svg 코드를 그대로 웹 페이지에 삽입하는 것이다. 

Ÿ img src 속성에 SVG 파일 연결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HTML5�Canvas</title>

</head>

<body>

�<img�src="https://dev.w3.org/SVG/tools/svgweb/samples/svg-files/w3c.svg"�width="500"�

height="290"�alt="svg">

�<!--�이미지출처:�https://dev.w3.org/SVG/tools/svgweb/samples/svg-files/�-->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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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코드에 SVG 파일 직접 넣기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HTML5�SVG</title>

</head>

<body>

�<svg�xmlns="http://www.w3.org/2000/svg"�viewBox="0�0�300�200">

��<path�d="M�0.0�112�L�20�124�L�40�129�L�60�126�L�80�120�L�100�111�L�120�104�L�140�101�L�

164�106�L�170�103�L�173�80�L�178�60�L�185�39�L�200�30�L�220�30�L�240�40�L�260�61�L�280�69�

L�290�68�L�288�77�L�272�85�L�250�85�L�230�85�L�215�88�L�211�95�L�215�110�L�228�120�L�241�

130�L�251�149�L�252�164�L�242�181�L�221�189�L�200�191�L�180�193�L�160�192�L�140�190�L�120�

190�L�100�188�L�80�182�L�61�179�L�42�171�L�30�159�L�13�140�L�00�112�Z"�fill="yellow"�

stroke="black"/>

�</svg>

�<!--�이미지출처:�https://dev.w3.org/SVG/tools/svgweb/samples/svg-files/�-->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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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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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이해

¡ CSS란?

Ÿ Cascading Style Sheet

CSS란 Cascading Style Sheets로 종속형 스타일시트라고 한다. 이는 HTML, XML, 

SVG와 같은 문서들에서 마크업 언어들이 표시되는 방법을 기술하는 언어이다. 

Ÿ CSS는 마크업 언어를 꾸며준다.

쉽게 말해서 마크업 언어들을 꾸미는 일을 한다. CSS는 화면에 보이는 모양을 디

자인하기도 하고, 인쇄매체에 출력되는 모양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등 웹 페이지 

구성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Ÿ 최근에는 HTML, CSS, JavaScript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최근의 웹은 콘텐츠를 구성하는 HTML과 이를 꾸미는 CSS, 상호작용과 같은 제어

를 담당하는 JavaScript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추세이다. 특히 마크업 언어와 CSS를 

분리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CSS 파일만 변경해도 사이트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 널리 퍼지고 있다. 

Ÿ CSS는 꾸미기를 넘어 상호작용 기능을 제공한다. 

CSS는 HTML5와 함께 버전 3가 나오면서 단순히 꾸미는 것에서 벗어나 애니메이

션 같은 동작과 콘텐츠의 추가같은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Ÿ CSS의 비중은 점점 높아진다. 

최근의 웹페이지는 디자인의 대부분을 CSS에 의지한다. CSS를 활용해서 레이아웃

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세부 요소 디자인도 모두 CSS로 처리한다. CSS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컴파일형 CSS인 SASS, LESS, SCSS등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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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S를 웹 페이지에 적용하는 방법

Ÿ Inline CSS – 태그 안에 스타일 정의

Inline CSS란 태그 안에 직접 CSS를 정의하는 것이다. 다음이 그 예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head>

<body>

�<h1�style="color:�red;">Hello�World!</h1>
</body>

</html>

Inline CSS는 태그 안에 style 속성에 정의한다. style="" 안에 CSS 정의를 포함시

키면 다음 그림과 같이 적용된다. 

Ÿ Internal CSS - style 태그 안에 정의

style 태그는 <head> 태그 안에 정의하여 CSS 설정을 정의하는데 이 때는 Inline 

CSS와 달리 CSS를 정의할 요소의 태그이름, 클래스이름, id 등을 참조하여야 한다. 

다음은 style 태그 사용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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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h1�{

���color:�red;

��}

��#mystyle�{

���font-size:�15px;

���font-weight:�bold;

���font-family:�"Malgun�Gothic";

���text-decoration:�underline;

��}

��.mybutton�{

���background-color:�#ff0;

���border:�1px�solid�#888;

��}

�</style>
</head>

<body>

�<h1>Hello�World!</h1>

�<p�id="mystyle">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button�class="mybutton">버튼</button>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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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xternal CSS - link를 활용한 외부 CSS 파일 연결

최근에는 CSS의 내용이 많아지므로 HTML 파일 안에 앞에서 소개한 inline CSS와 

style을 사용한 정의를 사용하면 HTML 파일이 무척 복잡해진다. 따라서 별도의 

CSS파일을 저장하고 이를 연결해서 사용한다. 이 때 사용하는 방법이 link 태그를 

활용하는 것이다. 

link 태그는 HTML 문서에서 다른 외부 파일을 연결하는데 사용한다. 

link 태그는 주로 CSS 파일을 연결하는데 사용한다. 

<link�rel="stylesheet"�type="text/css"�href="style.css">

- style.css 파일 저장하기 

외부 CSS파일을 사용하기 위해 앞에서 정의한 CSS를 별도의 파일로 저장해보자. 

여기서는 index.html 파일이 있는 위치 아래에 css 폴더를 만들고 CSS 내용을 

style.css로 저장해볼 것이다. 

@charset�"UTF-8";

h1�{

�color:�red;

}

#mystyle�{

�font-size:�15px;

�font-weight:�bold;

�font-family:�"Malgun�Gothic";

�text-decoration:�underline;

}

.mybutton�{

�background-color:�#ff0;

�border:�1px�solid�#888;

}



WEB_HTML_CSS(유승열).hwp 225

- HTML 파일(index.html)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link�rel="stylesheet"�type="text/css"�href="css/style.css">
</head>

<body>

�<h1>Hello�World!</h1>

�<p�id="mystyle">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button�class="mybutton">버튼</button>

</body>

</html>

외부 CSS 파일을 연결한 경우나 Internal CSS의 경우에서 모두 같은 결과를 나타

낸다. CSS의 내용이 많아질 경우 위와 같이 외부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Ÿ External CSS - @import 를 활용한 외부 CSS 파일 연결

@import는 다음과 같이 CSS 파일 내에서 또는 <style>태그 내에서 다른 외부 파

일을 불러와 연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style>�@import�url("css/style.css")�</style>

앞의 링크는 다음과 같이 대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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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import�url("css/style.css");

�</style>
</head>

<body>

�<h1>Hello�World!</h1>

�<p�id="mystyle">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button�class="mybutton">버튼</button>

</body>

</html>

Ÿ CSS 파일 안에 외부 CSS 연결 - @import 활용

- index.html 수정(nav 부분 추가)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import�url("css/style.css");

�</style>

</head>

<body>

�<nav>

��<ul>

���<li>메뉴1</li>

���<li>메뉴2</li>

���<li>메뉴3</li>

���<li>메뉴4</li>

��</ul>

�</nav>
�<h1>Hello�World!</h1>

�<p�id="mystyle">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button�class="mybutton">버튼</button>

</body>

</html>

F @import url("css/style.css");은 link 태그로 바꿔서 사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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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css 파일 수정
@charset�"UTF-8";

@import�url("menu.css");
h1�{

�color:�red;

}

#mystyle�{

�font-size:�15px;

�font-weight:�bold;

�font-family:�"Malgun�Gothic";

�text-decoration:�underline;

}

.mybutton�{

�background-color:�#ff0;

�border:�1px�solid�#888;

}

style.css 파일 내붕서 menu.css 파일을 불러온다. 이 때 주의 할 것은 menu.css 파

일은 index.html 파일의 위치 기준이 아니라 @import를 실행하는 style.css 파일 

기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하면 style.css가 저장되어 있는 css 폴더 내에 

menu.css 파일을 저장해야 한다.

- menu.css 파일 생성 및 저장
@charset�"UTF-8";

nav�{

�background-color:�#581845;

�width:�100%;

�height:�50px;

}

nav�ul�{

�list-style:�none;

�margin:�0;

�padding:�0;

}

nav�ul�li�{

�float:�left;

�width:�25%;

�height:�50px;

�line-height:�50px;

�font-size:�15px;

�color:�white;

�text-align:�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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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css 파일은 index.html에 새로 추가한 nav 요소를 꾸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이 index.html, style.css, menu.css 파일을 모두 수정하고 index.html을 열

어보면 다음과 같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다. 

link vs @import

인터넷 상에서 "css link vs import"와 같이 검색해보면 몇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대부분 @import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는 조언을 보게 된다. 이는 @import가 로딩 속도 면에서 link보다 느리다고 한다. 아마도 

이는 @import는 모든 내용을 다 읽어올 때가지 기다리는 특성이 있어서 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해서는 

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해보자. 

http://egloos.zum.com/seye2/v/2319809 

교재에서 style 사용

이 교재에서 style을 사용할 때 외부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해의 편리성을 돕기 

위해 하나의 HTML 파일안에 style 태그를 포함해 CSS를 추가하는 예가 많을 것이다. 또 때로는 Inline CSS

도 설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간단한 설명을 위한 것이므로 실제 프로젝트를 제작할 때는 

CSS의 코드 양이 많은 경우 외부 파일을 만들어 연결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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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S 문법

Ÿ 기본 사용법

선택자 { 속성1: 값1; 속성2: 값2; ... }

- Inline CSS가 아닌 한 CSS는 모든 일을 요소를 선택한는 일부터 시작한다. 

- 또 속성과 값은 모두 중괄호 { } 안에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 속성과 값은 콜론(:)으로 구분한다. 

- 속성과 값 세트 뒤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입력해서 마감해줘야 한다. 

- 기본 문법 예제

h1�{

�color:�red;

}

위 예제는 태그이름이 h1인 모든 요소들에 대해 텍스트 컬러를 red로 정의한다. 

Ÿ CSS 선택자(Selector)

선택자는 CSS의 시작이다. CSS가 선택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태그이름
F body, h1~h6, div, p, header, footer 등 모든 태그가 대상이 됨

- 아이디
F id는 요소가 갖는 고유 이름으로 한 문서 안에서 중복될 수 없다. 

F id 예) <p id="message">안녕하세요?</p>

F style 태그 또는 CSS 파일 안에서 특정 id에 스타일을 정의할 때는 # 뒤에 id을 붙이

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F 예, #message { }

- 클래스
F 클래스는 특정 속성 모음이라 할 수 있다. 

F 예를 들어 discripti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특정 형식을 정의해 놓으면

F 여러 요소들이 이 클래스를 포함만 시키면 같은 모양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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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하나의 요소는 여러개의 클래스를 가질 수 있다. 

F style 태그 또는 CSS 파일 안에서 클래스는 마침표 뒤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정

의된다. 

F 예, .discription { }

Ÿ CSS 주석(Comments)

CSS에서 주석을 표시해서 설명을 추가하거나 정의를 삭제하지 않은 채 실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석으로 표시해야 한다. 

CSS에서 주석은 /* 와 */ 사이에 문자나 정의를 포함시키면 된다. 

다음은 위 예제 중 하나의 css에 주석을 처리한 소스코드와 실행결과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h1�{

���/*�color:�red;�*/
��}

��#mystyle�{

���font-size:�15px;

���font-weight:�bold;

���font-family:�"Malgun�Gothic";

���/*text-decoration:�underline;*/
��}

��/*

��.mybutton�{

���background-color:�#ff0;

���border:�1px�solid�#888;

��}

��*/
�</style>

</head>

<body>

�<h1>Hello�World!</h1>

�<p�id="mystyle">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button�class="mybutton">버튼</button>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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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제를 보면 주석처리된 부분의 정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Ÿ CSS 오류 이해 및 방지

CSS 작성 규칙을 어기면 해당 부분부터 뒤에 나오는 모든 정의들도 작동하지 않

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다음의 예를 보면 첫 번째 정의의 끝에 닫는 중과로 

}를 빠뜨린 것 만으로도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정의가 무시된 것을 볼 수 있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h1�{

���color:�red;
��

��#mystyle�{

���font-size:�15px;

���font-weight:�bold;

���font-family:�"Malgun�Gothic";

���text-decoration:�underline;

��}

��.mybutton�{

���background-color:�#ff0;

���border:�1px�solid�#888;

��}

�</style>

</head>

<body>

�<h1>Hello�World!</h1>

�<p�id="mystyle">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button�class="mybutton">버튼</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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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html>

따라서 CSS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 

Ÿ 클래스 : 하나의 요소→여러 클래스, 여러 요소→하나의 클래스

클래스는 스타일을 정의해놓은 하나의 묶음이다. 클래스는 특정 요소에 대해 작용

하기 보다는 어떤 요소든 클래스를 포함하면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하나의 요소는 공백으로 구분하여 여러 개의 클래스를 가질 수 있다. 

여러 개의 요소는 모두 하나의 클래스를 포함할 수 있다. 

다음은 그 예제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red�{

���color:�red;

��}

��.bdr�{

���border:�1px�solid�#000;

��}

��.uline�{

���text-decoration:�underline;

��}

��.bold�{

���font-weight:�bold;

��}

��.ft-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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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30px;

��}

��.ft-middle�{

���font-size:�15px;

��}

��.bg-yellow�{

���background-color:�#ff0;

��}

�</style>

</head>

<body>

�<h1�class="red�ft-big�uline">Hello�World!</h1>

�<p�class="uline�ft-middle�bold">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button�class="bg-yellow�bdr">버튼</button>

</body>

</html>

style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는 필수인가?

이 교재 곳곳에서 style을 정의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이 대부분 줄바꿈과 : 옆에 띄어스기를 사용하였다. 

p�{

��font-size:�15px;

��color:�red;

}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띄어쓰기 없이 한 줄로 표현한 경우도 많다. 

p{font-size:15px;color:red;}

권장하는 답은 “개발 중에는 줄바꿈을 하고 최종 배포 시에는 줄바꿈을 제거하라”이다. 

개발 중에 줄바꿈을 하는 이유는 시각적으로 코드를 보기가 쉬워서 찾아서 수정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배포 할 

때 줄바꿈을 없애는 것이 좋은 이유는 띄어쓰기나 줄바꿈도 문자로 저장되므로 파일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이

다. 그래서 유명한 css framework들은 기본 css와 공백, 주석, 줄바꿈을 최소화한 min 버전을 동시에 제공

한다. CSS의 크기가 작아 공백과 주석, 줄바꿈 제거가 큰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줄바꿈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관리하기에는 편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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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S 기본 선택자

CSS의 시작은 어떤 요소를 선택하는 선택자이다. 앞에서 CSS선택자에 대해 다음

과 같이 간단히 배워보았다. 

- HTML 태그 요소는 태그이름만 써서 선택한다. 예, p { ... } 

- 특정 id를 갖는 요소는 “#아이디”로 선택한다. 예. #menu

- 클래스는 “.클래스이름”으로 정의한다. 예, .visual

그러나 CSS로 요소를 선택하는 작업은 태그이름, 아이디,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택된 요소의 자식요소(childrens), 형제자매 요소 선택, 순서에 의한 

선택, 이벤트에 대한 반응 등에 대해서도 정의해야 한다. 

Ÿ 선택자 예제를 위한 기본 HTML Code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선택자�예제의�CSS�코드를�이곳에�쓰고�결과를�확인하면�됨�*/

�</style>

</head>

<body>

�<header>

��<h1>Hi�WEB</h1>

�</header>

�<div�class="main">

��<div�id="lecture1"�class="lecture-html">

���<h2>HTML</h2>

���<p�class="content">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Deserunt� cumque� rerum� in� iure�

sapiente�aut� quos� hic�corporis� inventore,� culpa�accusamus.�Ea�alias� dolorum� perspiciatis�est�

unde!�Hic,�quia�nobis?

����<a�href="a.html"�target="_blank">more</a>

���</p>

���<div�title="html�learn"><button>learn</button></div>

��</div>

��<div�id="lecture2"�class="lecturecss">

���<h2>CSS</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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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ass="content">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Deserunt� cumque� rerum� in� iure�

sapiente�aut� quos� hic�corporis� inventore,� culpa�accusamus.�Ea�alias� dolorum� perspiciatis�est�

unde!�Hic,�quia�nobis?

����<a�href="b.php"�target="_top">more</a>

���</p>

���<div�title="css�learns"><button>learn</button></div>

��</div>

��<div�id="lecture3"�class="lecture-javascript">

���<h2>JavaScript</h2>

���<p�class="content">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Deserunt� cumque� rerum� in� iure�

sapiente�aut� quos� hic�corporis� inventore,� culpa�accusamus.�Ea�alias� dolorum� perspiciatis�est�

unde!�Hic,�quia�nobis?

����<a�href="c.jpg">more</a>

���</p>

���<div�title="javascript�learn"><button>learn</button></div>

��</div>

�</div>

�<footer>

��<p>

���&copy;�CSS�All�Rights�Reserved

��</p>

�</footer>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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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제는 앞으로 설명할 선택자의 예제를 위한 HTML 코드이다. 

Ÿ 태그 선택

- 태그이름 { 속성:값;... }

p�{�

�color:�#ff0000;�

�text-align:�center;�

}

- 결과 
F 모든 p 태그 요소에 빨간색 글자, 가운데 정렬이 적용되었다.

Ÿ id 선택

- #아이디 { 속성:값;... }

#lecture1�{

�border:�1px�solid�#888;

}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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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d가 lecture1인 요소에 대해서만 테두리가 그려졌다. 

Ÿ class 선택

- .클래스이름 { 속성:값;... }

.content�{�

�background-color:�#ff0;

}

/*�.content는�div.content와�같이�선택할�수도�있다�*/

- 결과
F 클래스가 content인 요소들 모두 배경색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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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모든 객체 선택

- *  { 속성:값;... } 

- 또는 “요소 *”, “요소 + *” 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모든 객체를 선택한다. 따라서 전체에 적용될만한 설정을 위해 사용한다. 

- 예를 들어 페이지 전체에서 사용할 폰트 등을 지정할 때...

*�{

�font-size:�20px;

}

- 결과
F 모든 요소의 폰트사이즈가 변경되었다.

Ÿ 여러 개의 요소를 한 번에 선택

- 요소, 요소, 요소 ... { 속성:값;... }

- 여러 개의 요소를 한 번에 선택하려면 쉼표(,)로 구분하여 나열하면 된다. 

button,�a,�footer�{

�color:�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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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F button, a, footer 요소의 글자색이 변경되었다.

Ÿ 특정 요소에 포함된 특정 요소 모두 선택

- 요소 하위요소 ... { 속성:값;... }

.main�div�{

�border:�1px�solid�#f00;

�margin:�10px;

}

- 결과
F 클래스 main 아래의 모든 div 들에 테두리그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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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요소 바로 하위의 단계에 있는 요소만 선택

- 요소 > 요소 ... { 속성:값;... }

- > 기호를 사용하면 요소의 바로 하위 단계에 있는 요소들만 선택함. 

- 예를 들여 .main > div 와 같이 하면 .main 바로 아랫 단계에 있는 요소들

만 선택되고 .main 바로 아래의 div 안에 있는 다른 요소는 선택하지 않음.

.main�>�div�{

�border:�1px�solid�#f00;

�margin:�10px;

}�

- 결과
F .main 바로 아래의 div에만 테두리가 설정되었고 .main > div 안에 포함된 div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예제 2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menu�>�ul�>�li�{

���margin:�5px;

���padding:�5px;

���background-color:�#ff0;

��}

��.menu�>�ul�>�li�>�ul�>�li�{

���background-color:�#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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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5px;

��}

��.menu�li�{

���color:�#f00;

��}

�</style>

</head>

<body>

�<div�class="menu">

��<ul>

���<li>

����메뉴1

����<ul>

�����<li>메뉴1-1</li>

�����<li>메뉴1-2</li>

�����<li>메뉴1-3</li>

����</ul>

���</li>

���<li>

����메뉴2���

����<ul>

�����<li>메뉴2-1</li>

�����<li>메뉴2-2</li>

�����<li>메뉴2-3</li>

����</ul>

���</li>

��</ul>

�</div>

</body>

</html>

F .main > ul > li : 클래스 main 바로 아랫 단계의 ul과 그 바로 아랫 단계의 li에 대

해서만 css 속성의 정의되어 margin: 5px;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f0; 가 

적용되었다. 

F .menu > ul > li > ul > li :　클래스 main 바로 아랫 단계의 ul과 그 바로 아랫 단계의 

li　 그리고 그 바로 아랫 단계의 ul과 그 바로 아랫 단계의 li만 선택되어 

background-color: #0ff; margin: 5px; 가 적용되었다. 

F .menu li :　다른 선택자와 다르게 .menu 아래 모든 li가 선택되어 color: #f00; 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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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Ÿ 요소 바로 다음의 요소 선택

- 요소1 + 요소2 ... { 속성:값;... }

- 요소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요소 선택

- 요소의 하위 요소가 아닌 같은 레벨의 요소 중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요소를 

선택

#lecture1�+�div�{

�border:�1px�solid�#f00;

}

- 결과

F #lecture1 + div : id가 lecture1인 요소와 같은 레벨의 div 요소중 바로 뒤에 나오는 div

를 선택하여 테두리를 변경하였음. 

Ÿ 선택한 요소의 다음에 나오는 같은 레벨의 요소들 모두 선택

- 요소 ~ 요소 ... { 속성:값;... }

- 예를 들어 아이디가 lecture1인 요소 다음에 나오는 같은 레벨(같은 부모를 

가진)의 모든 div를 선택하려면 #lecture1 ~ div 와 같이 한다. 

#lecture1�~�div�{

�background-color:�#ff0;

�border:�1px�solid�#f00;

�margin:�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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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F id가 lecture1이 요소 다음에 나오는 같은 레벨의 모든 div에 대해 테두리가 설정됨 

F 선택된 div의 하위 div는 선택 대상에서 제외됨 

Ÿ 특정 속성을 가진 요소 모두 선택

- 요소[속성이름] { 속성:값;... }

a[target]�{

�font-size:�30px;

�color:�red;

}

- 결과
F a 요소 중 target 속성을 가진 요소만 선택해서 font-size: 30px; color: red; 속성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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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특정 속성의 값이 특정 값을 가진 요소 모두 선택

- 요소[속성이름=속성값] { 속성:값;... }

a[target=_top]�{

�background-color:�#f00;

�color:�#fff;

�font-size:�30px;

}

- 결과

F a 요소 중 target 속성의 값이 _top인 요소(들)만 선택해서 background-color: #f00; 

color: #fff; font-size: 30px; 값을 설정함. 

Ÿ 특정 속성의 값에 특정 단어(독립된)가 포함된 요소(들) 선택

- 요소[속성이름~=속성값일부] {}
�

div[title~=learn]�{

��background-color:�#f00;

}

- 결과
F div[title~=learn] : div 중에 title 속성의 값에 learn이 포함된 모든 요소 선택

F 선택 결과 background-color: #f00; 가 적용되었음

F title에 learns가 포함된 div는 선택되지 않음. learn이 독립적 단어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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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특정 속성의 값이 특정 단어(문자열)로 시작하는 요소 선택

- 요소[속성이름^=문자열] { 속성:값... }
�

div[title^=html]�>�button{

��background-color:�#ff0;

��font-size:�30px;

�}

- 결과
F title 속성을 가진 div 중에서 title 속성의 값이 html로 시작하는 요소(들) 선택하여 

그 바로 아래 있는 button 요소에 background-color: #ff0; font-size: 30px; 속성 적용

Ÿ 특정 속성의 값이 특정 단어(문자열)로 끝나는 요소 선택

- 요소[속성이름$=문자열] { 속성: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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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ref$=".php"]�{

��background-color:�#ff0;

��font-size:�30px;

�}

- 결과
F href 속성을 가진 a 중에서 href 속성의 값이 .php로 끝나는 요소(들) 선택하여 

background-color: #ff0; font-size: 30px; 속성 적용

Ÿ 특정 속성의 값이 특정 (독립된 단어 또는 하이픈 – 앞에 나오는)문

자열로 시작하는 요소 선택

- 요소[속성|=시작문자열] { 속성:값 ... }

- 예를 들어 [title|=learn]은 독립된 단어가 아닌 경우에 learn으로 시작하는 

title 속성을 가진 모든 요소를 선택한다. learn-html, learn은 해당하나 

learning은 해당되지 않는다.

[class|=lecture]�{

��background-color:�#ff0;

}

- 결과
F 클래스 값이 lecture 또는 lecture-로 시작하는 모든 요소 선택

F lecturecss는 선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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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특정 속성의 값이 특정 문자열을 포함하는 요소 선택

- 요소[속성*=시작문자열] { 속성:값 ... }

-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독립된 단어일 필요도 없고 앞, 뒤 어디든 상관 없

이 문자열이 발견되기만 하면 선택한다. 

[class*=ture]�{

��background-color:�#ff0;

}

- 결과
F 클래스 값에 ture 문자열이 포함된 모든 요소 선택

F class="lecture-html", class="lecturecss", class="lecture-javascript" 모두 선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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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S pseudo-class 선택자

pseudo-class란 선택자에 추가된 키워드로 가상클래스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img:hover는 img 요소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선택되는데 여기서 :hover가 

pseudo-class이다. 

Ÿ :active, :link, :visited

- :active는 링크 위에서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이다. 즉, 마우스 버튼을 

누른 다음부터 떼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선택한다. 

- :link는 링크를 선택한다. 

- :visited는 방문했던 링크를 선택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a:link�{�

���color:�black;

���background-color:�white;

��}

��a:active�{

���color:�white;

���background-color:�red;

��}

��a:visited�{

���color:�green;

���background-color:�yellow;

��}

�</style>

</head>

<body>

��<a�href="#link1">링크</a><br>

��<a�href="#link2">여기에�마우스를�누르면�배경색과�글자색이�바뀜</a><br>

��<a�href="#link3">방문했던�링크</a>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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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checked

- input 요소 중 radio, checkbox가 체크 되었을 때 선택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input[name=myclass]:checked�+�label{�

���color:�red;

���background-color:�yellow;

��}

��input[name=mycourse]:checked�+�label�{�

���color:�red;

���background-color:�yellow;

��}

�</style>

</head>

<body>

�<form>

��<div>

���<input�type="radio"�name="myclass"�id="class_html">

���<label�for="class_html">HTML</label>

���<input�type="radio"�name="myclass"�id="class_css">

���<label�for="class_css">CSS</label>

��</div>

��<div>

���<input�type="checkbox"�name="mycourse"�id="course_js">

���<label�for="course_js">JS</label>

���<input�type="checkbox"�name="mycourse"�id="course_php">

���<label�for="course_php">PHP</label>

��</div>��

�</form>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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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name=myclass]:checked + label { ... }

F name이 myclass인 input 요소가 체크되면 그 요소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label 요소

에 대해 color: red; background-color: yellow; 속성을 설정한다. 

- input[name=mycourse]:checked + label { 

F name이 mycourse인 input 요소가 체크되면 그 요소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label 요

소에 대해 color: red; background-color: yellow; 속성을 설정한다. 

Ÿ :default

- :default는 input 등의 요소에서 checked 속성을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선택

된 상태에 있는 요소들을 선택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input:default�+�label�{�

���color:�red;

���background-color:�yellow;

��}

�</style>

</head>

<body>

�<form>

��<div>

���<input�type="radio"�name="myclass"�id="class_html"�checked>

���<label�for="class_html">HTML</label>

���<input�type="radio"�name="myclass"�id="class_css"�>

���<label�for="class_css">CSS</label>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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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type="checkbox"�name="mycourse"�id="course_js">

���<label�for="course_js">JS</label>

���<input�type="checkbox"�name="mycourse"�id="course_php"�checked>

���<label�for="course_php">PHP</label>

��</div>��

�</form>

</body>

</html>

Ÿ :disabled

- 폼 요소 등에서 disabled 속성을 가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된 요소들을 선택

한다. disabled 요소들은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요소들과는 다르게 

표시하지만 이를 CSS에서 다시 변경할 수 있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input:disabled{�

���color:�white;

���background-color:�black;

��}

�</style>

</head>

<body>

�<form>

��<div>

���<label�for="username">이름</label>

���<input�type="text"�name="username"�id="username">

��</div>

��<div>

���<label�for="userid">아이디</label>

���<input�type="text"�name="userid"�id="userid">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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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label�for="birth">생년월일</label>

���<input�type="text"�name="birth"�id="birth"�value="0000-00-00"�disabled>

��</div>���

�</form>

</body>

</html>

F CSS로 disabled를 변경하기 전 화면 예

- input:disabled

F input 요소 중 disabled 속성을 가진 요소를 선택해서 배경색과 글자색을 변경하였다. 

Ÿ :empty

- 요소들 중에서 내용(텍스트)이나 하위 요소(children)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요소를 선택

- div:empty와 같이 하면 div 중에서 내용이 비어 있거나 하위 요소가 없는 

것을 선택함.

- 요소 안에 공백이 포함되어 있으면 empty가 아님. 

- 시작태그와 닫는태그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공백 없이 주석만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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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ty 요소이다. 
F <div><!--주석--></div>과 같이 주석만 있는 경우는 empty에 해당한다. 

F <div> <!--주석--> </div>와 같이 주석 앞 뒤에 공백이 있는 경우는 empty가 아님.

F 줄바꿈, 공백, 탭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모두 empty가 아니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width:�100%;

���height:�20px;

���border:�1px�solid�#888;

���margin-bottom:�10px;

��}

��div:empty�{

���background-color:�#ff0;

��}
�</style>

</head>

<body>

�<div></div>

�<div>�</div>

�<div><!--주석--></div>

�<div>�<!--주석-->�</div>

�<div>

��<!--주석-->

�</div>

�<div>

�</div>

</body>

</html>

위 예제에서는 두 개만 emp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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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nabled

- 폼 요소 등에서 disabled 속성을 가지지 않은 요소들을 선택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input:enabled{�

���color:�blue;

���background-color:�yellow;

��}

�</style>

</head>

<body>

�<form>

��<div>

���<label�for="username">이름</label>

���<input�type="text"�name="username"�id="username"�value="홍길동">

��</div>

��<div>

���<label�for="userid">아이디</label>

���<input�type="text"�name="userid"�id="userid"�value="hong">

��</div>�

��<div>

���<label�for="birth">생년월일</label>

���<input�type="text"�name="birth"�id="birth"�value="0000-00-00"�disabled>

��</div>���

�</form>

</body>

</html>

- input:enabled

F input 요소 중 disabled 속성을 가지지 않은 요소의 배경색과 글자색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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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first, :left, :right

- :first는 @page와 함께 사용하며 프린트 되는 첫 번째 페이지를 선택한다. 

- :left는 @page와 함께 사용하며  왼쪽에 인쇄되는 페이지를 선택한다. 

- :right는 @page와 함께 사용하며  오른쪽에 인쇄되는 페이지를 선택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page�:first�{�

���margin-top:�10cm;

��}

��@page�:left�{�

���margin-right:�5cm;

��}��

��@page�:right�{�

���margin-left:�5cm;

��}��

��p�{

����page-break-after:�always;

��}��

�</style>

</head>

<body>

�<h1>Page�1</h1>

�<p>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unt� repellendus� officiis�

repudiandae� sed,� tempora� nesciunt,� mollitia� animi,� saepe� quaerat� iure� doloremque� debitis� ad.�

Illum�iusto�officiis�hic�voluptate�earum,�ad.</p>

�<h1>Page�2</h1>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Voluptas,�reprehenderit,�cumque?�

Quis�dolor�earum�ut,�nam�quo�dignissimos�tempora�porro�esse�voluptates,�reprehenderit�repudiandae�

sed�incidunt�doloribus�hic�ab,�quas.</p>

�<h1>Page�3</h1>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Voluptas,�reprehenderit,�cumque?�

Quis�dolor�earum�ut,�nam�quo�dignissimos�tempora�porro�esse�voluptates,�reprehenderit�repudiandae�

sed�incidunt�doloribus�hic�ab,�quas.</p>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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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first { margin-top: 10cm; }
F 인쇄될 첫 번째 페이지의 위쪽 여백을 10cm으로 한다. 

F 위 그림에서 보면 첫 페이지의 여백이 설정된 것을 볼 수 있다. 

- @page :left { margin-right: 5cm; }
F 왼쪽 페이지의 오른쪽 여백을 5cm으로 하여 제본 여백을 준다. 

F 위 그림에서 보면 두 번째 페이지의 오른쪽에 여백이 주어졌다. 

- @page :right { margin-left: 5cm; }

F 오른쪽 페이지의 왼쪽 여백을 5cm으로 하여 제본 여백을 준다. 

F 위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 세 번째 페이지의 왼쪽에 여백이 주어졌다. 

- p { page-break-after: always; }
F p 요소 다음에 페이지 자르기를 반드시 넣는다. 

F page-break-after: always;가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요소 뒤에서 새로운 페이지로 인쇄

된다. 

Ÿ :first-child, :last-child

- :first-child는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킨다. 

- 주의할 점은 선택한 요소 중의 첫 번째가 아니라 선택한 요소의 하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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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나오는 요소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 다음의 예를 보자. 
<div>

�<nav>...</nav>

�<header>

��<h1>Hello</h1>

��<p>Lorem�ipsum�dolor�sit�amet</p>

�</header>

</div>

F 위 예에서 header:first-child를 선택하면 <header>...</header>가 선택되지 않는다. 

그것은 <header>가 first-child가 아니기 때문이다. 

F 만일 nav:first-child로 하면 nav가 선택된다. nav 요소 중에서 first-child인 요소를 선

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F <h1>을 선택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h1:first-child 또는 header h1:first-child 또는 header :first-child

F header:first-dhild는 header 중에서 first-child인 요소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대상이 없

고, header :first-child와 같이 header 옆에 공백을 두면 header 하위의 모든 요소가 

대상이고 그 중에 first-child를 선택하므로 h1이 선택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header�:first-child�{

���color:�red;

��}�

��header�p:first-child�{

���color:�red;

��}

��p:first-child�{

���background-color:�#ff0;

���border:�1px�solid�#f00;

��}

��p�span:first-child�{

���text-decoration:�line-through;

��}

�</style>

</head>

<body>

�<header>

��<h1>Hello</h1>

��<p>Lorem�ipsum�dolor�sit�amet</p>

�</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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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

���<span>consectetur�adipisicing�elit.</span>

���<span>Quia�optio,�unde�commodi</span>

��</p>

��<p>Iure�quod�voluptatem�non�at.</p>

�</div>

</body>

</html>

- header :first-child { color: red; } 
F header 요소 하위의(header 옆에 공백이 있으므로) 첫 번째 요소(first-child)를 선택하

였으므로 h1의 컬러를 빨간색으로 변경하였다. 

- header p:first-child { color: red; }

F header 요소 하위의 p 요소 중에 first-child를 찾는다. 그러나 위 예제 코드에서 

header 하위의 p는 두 번째 요소이므로 즉, first-child가 아니므로 선택되지 않아서 

어떤 변화도 없다. 

- p:first-child { background-color: #ff0; border: 1px solid #f00; }

F 문서에 포함된 모든 p요소 중 first-child인 요소들을 선택한다. 

F 위 예제에서는 두 번째 div 에 포함된 첫 번째 p를 선택하여 배경색과 테두리를 노

란색과 빨간색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 p span:first-child { text-decoration: line-through; }

F 문서에 포함된 모든 p요소 하위 요소 중 first-child인 span 요소를 선택한다. 

F 위 예제에서는 두 번째 div 에 포함된 첫 번째 p의 두 개의 span 중 첫 번째 span을 

선택하여 텍스트에 취소선을 표시하였다. 

- :last-child는 :first-child와 반대로 마지막 요소를 가리킨다. 

- 주의할 점은 선택한 요소 중의 마지막 요소가 아니라 선택한 요소의 하위

에 있는 모든 요소 중 마지막 요소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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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header�:last-child�{

���color:�red;

��}�

��header�p:last-child�{

���color:�red;

��}

��p:last-child�{

���background-color:�#ff0;

���border:�1px�solid�#f00;

��}

��p�span:last-child�{

���text-decoration:�line-through;

��}

�</style>

</head>

<body>

�<header>

��<h1>Hello</h1>

��<p>Lorem�ipsum�dolor�sit�amet</p>

�</header>

�<div>

��<p>

���<span>consectetur�adipisicing�elit.</span>

���<span>Quia�optio,�unde�commodi</span>

��</p>

��<p>Iure�quod�voluptatem�non�at.</p>

�</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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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예제] :first-child, :last-child 활용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table�{

���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

��}

��table�td�{

���border:�1px�solid�#888;

���text-align:�center;

���padding:�5px;

��}

��table�tr:first-child�td{

���background-color:�#e5e5e5;

��}

��table�tr:last-child�td{

���background-color:�#ff0;

��}��

��table�tr�td:first-child�{

���color:�blue;

���font-weight:�bold;

��}

��table�tr�td:last-child�{

���color:�red;

���font-weight:�bold;

��}��

�</style>

</head>

<body>

<table>

�<tr>

��<td>과목/이름</td>

��<td>국어</td>

��<td>영어</td>

��<td>수학</td>

��<td>합계</td>

�</tr>

�<tr>

��<td>학생1</td>

��<td>74</td>

��<td>52</td>

��<td>87</td>

��<td>213</td>

�</tr>



WEB_HTML_CSS(유승열).hwp 261

�<tr>

��<td>학생2</td>

��<td>96</td>

��<td>89</td>

��<td>91</td>

��<td>276</td>

�</tr>

�<tr>

��<td>학생3</td>

��<td>78</td>

��<td>67</td>

��<td>77</td>

��<td>222</td>

�</tr>

�<tr>

��<td>평균</td>

��<td>82.66</td>

��<td>69.33</td>

��<td>85.00</td>

��<td>237</td>

�</tr>

</table>

</body>

</html>

Ÿ :first-of-type, :last-of-type

- :first-of-type은 요소의 타입 중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요소 선택

- 예를 들어 img:first-type-of 하면 모든 img 중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img

를 가리킨다. 

<!DOCTYPE�html>

<html�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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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header�p:first-of-type�{

���color:�red;

��}�

��p:first-of-type�{

���border:�1px�solid�#000;

��}

��span:first-of-type�{

���font-size:�30px;

��}

�</style>

</head>

<body>

�<header>

��<h1>Hello</h1>

��<p>Lorem�ipsum�dolor�sit�amet</p>

�</header>

�<div>

��<p>

���<span>consectetur�adipisicing�elit.</span>

���<span>Quia�optio,�unde�commodi</span>

��</p>

��<p>Iure�quod�voluptatem�non�at.</p>

�</div>

</body>

</html>

- header p:first-of-type { color: red; } 

F header 하위 요소 중 처음으로 나오는 p의 글자색을 변경한다. 

F 이 때 p가 반드시 first-child일 필요는 없다. 단지 p 요소 중 첫 번째 이기만 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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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p:first-of-type { border: 1px solid #000; }

F 모든 p 요소 중 처음으로 나오는 p의 테두리를 변경한다. 

F 위 예제에서는 header와 div의 첫 번째 p들이 선택되었다. 

- span:first-of-type { font-size: 30px; }

F 모든 span 중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span을 선택하여 글자크기를 변경하였다. 

F 위 예제의 경우에는 div 아래 p에 포함된 첫 번째 span이 선택되었다. 

- :last-of-type은 요소의 타입 중에서 마지막 요소 선택

- 예를 들어 img:last-type-of 하면 모든 img 중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img를 가리킨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header�p:last-of-type�{

���color:�red;

��}�

��p:last-of-type�{

���border:�1px�solid�#000;

��}

��span:last-of-type�{

���font-size:�30px;

��}

�</style>

</head>

<body>

�<header>

��<h1>Hello</h1>

��<p>First�p:�Lorem�ipsum�dolor�sit�amet</p>

��<p>Second�p:�Lorem�ipsum�dolor�sit�amet</p>

�</header>

�<div>

��<p>

���<span>First�span:�consectetur�adipisicing�elit.</span>

���<span>Second�span:�Quia�optio,�unde�commodi</span>

��</p>

��<p>Iure�quod�voluptatem�non�at.</p>

�</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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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er p:first-of-type { color: red; } 

F header 하위 요소 중 처음으로 나오는 p의 글자색을 변경한다. 

F 이 때 p가 반드시 first-child일 필요는 없다. 단지 p 요소 중 첫 번째 이기만 하면 된

다. 

- p:first-of-type { border: 1px solid #000; }

F 모든 p 요소 중 처음으로 나오는 p의 테두리를 변경한다. 

F 위 예제에서는 header와 div의 첫 번째 p들이 선택되었다. 

- span:first-of-type { font-size: 30px; }

F 모든 span 중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span을 선택하여 글자크기를 변경하였다. 

F 위 예제의 경우에는 div 아래 p에 포함된 첫 번째 span이 선택되었다. 

Ÿ :focus

- 폼 요소와 같은 요소들 중에 포커스를 가진 요소를 선택한다. 

- 포커스를 갖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글쓰기 상자와 같은 요소에 커서가 표

시되어 입력을 기다리는 상태 등을 의미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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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focus�{

���background-color:�#ff0;

��}

�</style>

</head>

<body>

�<form>

��text�1�:�<input�type="text"�name="text1"><br>

��text�2�:�<input�type="text"�name="text2"><br>

��text�3�:�<input�type="text"�name="text3">

�</form>

</body>

</html>

Ÿ :focus-within

- 포커스를 가진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요소를 선택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focus-within�{

���background-color:�#ff0;

��}

�</style>

</head>

<body>

�<form>

��<div>text�1�:�<input�type="text"�name="text1"></div>

��<div>text�2�:�<input�type="text"�name="text2"></div>

��<div>text�3�:�<input�type="text"�name="text3"></div>

�</form>

</body>

</html>



WEB_HTML_CSS(유승열).hwp 266

Ÿ :hover

- 마우스 커서가 위로 올라간 요소를 선택한다. 

- 마우스 커서가 요서로부터 나오면 원래 스타일로 돌아간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hover�{

���background-color:�#ff0;

��}

��button:hover�{

���color:�red;

��}

�</style>

</head>

<body>

�<form>

��<div>div�1</div>

��<div>div�2</div>

��<div>div�3</div>

��<button>button�1</button>

��<button>button�2</button>

��<button>button�3</button>

�</form>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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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indeterminate

- radio 버튼 등과 같이 하나의 값을 선택해야 하는 요소인데 하나도 선택되

어 있지 않은 요소들을 선택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input:indeterminate�+�label�{

���background-color:�#f00;

��}

�</style>

</head>

<body>

�<form>

��<input�type="radio"�name="radio_a"�id="radio_a1"><label�for="radio_a1">radio�A�1</label>

��<input�type="radio"�name="radio_a"�id="radio_a2"><label�for="radio_a2">radio�A�2</label><br>

��<input�type="radio"�name="radio_b"�id="radio_b1"�checked><label�for="radio_b1">radio�B�1</label>

��<input�type="radio"�name="radio_b"�id="radio_b2"><label�for="radio_b2">radio�B�2</label><br>

�</form>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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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줄의 radio 버튼은 둘 중에 하나는 선택되어야 하지만 선택된 요소가 없어서 

input:indeterminate + label 선택자에 의해서 radio 버튼 바로 다음에 나오는 

label 요소의 배경색이 빨간 색으로 변경되었다. 

두 번째 줄의 radio 버튼들 중 하나가 기본 값으로 checked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되었으므로 :indeterminate 선택자에 의해 선택되지 않았으므로 변화가 없다. 

첫 줄의 radio 버튼도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indeterminate 

선택되지 않아 기본 배경색으로 다시 바뀐다. 

Ÿ :in-range, :out-of-range

- :in-range는 min과 max 속성을 가진 input 요소(<input type="number">)

에서 값(value)이 정해진 범위 안에 있는 경우 선택한다. 

- :out-of-range는 min과 max 속성을 가진 input 요소(<input 

type="number">)에서 값(value)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선택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input:in-range�+�label::after�{

���content:�"값이�범위�안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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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ue;

��}

��input:out-of-range�+�label::after�{

���content:�'값이�범위를�벗어났음';

���color:�red;

��}��

�</style>

</head>

<body>

�<form>

��1~5�<input�type="number"�id="number1"�min="1"�max="5">

��<label�for="number1"></label><br>

��6~9�<input�type="number"�id="number2"�min="6"�max="9">

��<label�for="number2"></label>

�</form>

</body>

</html>

Ÿ :invalid, :valid

- :invalid는 input 요소에서 email, url 등의 값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선택한

다. 

- :valid는 input 요소에서  email, url 등의 값이 유효한 경우 선택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input:valid�{

���color:�blue;

��}

��input:invalid�{

���color:�red;

��}��

�</style>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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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form>

��전자우편�1�<input�type="email">�

��전자우편�2�<input�type="email"><br>

��홈페이지�1�<input�type="url">

��홈페이지�2�<input�type="url">

�</form>

</body>

</html>

Ÿ :lang()

- lang 속성을 갖는 요소의 언어 설정에 따라 선택한다. 

- <p lang="ko"></p> 요소의 경우 :lang(ko)로 선택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p:lang(ko)�{

���font-family:�"Malgun�Gothic";

���font-size:�20px;

���color:�red;

��}

��p:lang(en)�{

���font-family:�Arial;

���color:�blue;

��}��

�</style>

</head>

<body>

�<p�lang="ko">lang�속성을�갖는�요소의�언어�설정에�따라�선택한다.</p>

�<p�lang="en">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p>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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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not()

- :not(선택자)

- 괄호 안의 선택자를 제외하고 선택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body�:not(p)�{

���color:�red;

��}

��p:not(#myid)�{

���text-decoration:�underline;

��}

��div�>�p:not(.first)�{

���border:�1px�solid�#000;

��}

��body�:not(p):not(div)�{

���background-color:�yellow;

��}

�</style>

</head>

<body>

��<h1>Hello</h1>

��<p�id="myid">Lorem�ipsum�dolor�sit�amet</p>

��<p�class="myclass">Second�p:�Lorem�ipsum�dolor�sit�amet</p>

��<div>

���<p�class="first">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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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nth-child(), :nth-last-child()

- :nth-child는 어떤 요소(들)가 여러 형제요소들 중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선택한다. 
F :nth-child(n) - n 번째에 있는 요소를 선택한다. n은 정수이다.

F :nth-child(odd) - 홀수(1,3,5,7,9...)번째에 있는 요소들을 선택한다. 

F :nth-child(even) - 짝수(2,4,6,8,10...)번째에 있는 요소들을 선택한다. 

F :nth-child(An) - A번부터 시작해서 A 숫자만큼 건너뛴 위치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선

택한다. 

F :nth-child(An+B) - B부터 시작해서 A 숫자만큼 건너뛴 위치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선택한다. 

F :nth-child(-n+A) - 앞에서부터 A개까지의 모든 요소를 선택한다.  

- :nth-last-child는 뒤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빼고는 nth-child와 똑같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table�{

���width:�100%;

���border-collapse:�collapse;

��}

��table�tr�td�{

���border:�1px�solid�#000;

���padding:�5px;

���text-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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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가�1인�TD들을�모두�선택�*/

��td:nth-child(1)�{

���color:�red;

��}

��/*�순서가�뒤에서부터�1인�TD들을�모두�선택�*/

��td:nth-last-child(1)�{

���font-size:�1.3em;

��}��

��/*�홀수�줄(TR)의�하위�모든�TD들을�선택�*/

��tr:nth-child(odd)�td�{

���background-color:�#eee;

��}

��/*�마지막�줄부터�홀수�줄(TR)의�하위�모든�TD들을�선택�*/

��tr:nth-last-child(odd)�td�{

���font-family:�fantasy;

��}��

��/*�짝수인�모든�TD들을�선택�*/

��td:nth-child(even){

���background-color:�#f00;

��}

��/*�

��2부터�시작해서�2씩�증가하는�위치에�있는�모든�TD들을�선택�

��td:nth-child(even)과�같음

��*/

��td:nth-child(2n){

���text-decoration:�underline;

��}

��/*�

��1부터�시작해서�2씩�증가하는�위치에�있는�모든�TD들을�선택�

��td:nth-child(odd)과�같음

��*/

��td:nth-child(2n+1){

���text-decoration:�line-through;

��}

��/*�짝수�줄에�마우스를�올리면�포함된�모든�TD들을�선택�*/

��tr:nth-child(2n):hover�td{

���background-color:�#ff0;

��}

��/*�순서가�1인�P�선택�*/

��p:nth-child(1)�{

���text-decoration:�underline;

��}

��/*�3번째�p부터�시작해서�3씩�증가하는�위치에�있는�모든�P�선택�*/

��p:nth-child(3n)�{

���color:�red;

��}��

��/*�처음부터�3번까지의�위치에�있는�모든�P�선택�*/

��p:nth-child(-n+3)�{

���border:�1px�solid�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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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서부터�시작해서�3개의�P�선택�*/

��p:nth-last-child(-n+3)�{

���background-color:�#ff0;

��}��

��/*�마지막에서부터�홀수�위치의�모든�P�선택�*/

��p:nth-last-child(odd)�{

���font-family:�serif;

���font-size:�1.3em;

��}�

�</style>

</head>

<body>

�<table>

��<tr>

���<td>tr-1�td-1</td><td>tr-1�td-2</td><td>tr-1�td-3</td><td>tr-1�td-4</td><td>tr-1�td-5</td><t

d>tr-1�td-6</td><td>tr-1�td-7</td><td>tr-1�td-8</td>

��</tr>

��<tr>

���<td>tr-2�td-1</td><td>tr-2�td-2</td><td>tr-2�td-3</td><td>tr-2�td-4</td><td>tr-2�td-5</td><t

d>tr-2�td-6</td><td>tr-2�td-7</td><td>tr-2�td-8</td>

��</tr>

��<tr>

���<td>tr-3�td-1</td><td>tr-3�td-2</td><td>tr-3�td-3</td><td>tr-3�td-4</td><td>tr-3�td-5</td><t

d>tr-3�td-6</td><td>tr-3�td-7</td><td>tr-3�td-8</td>

��</tr>

��<tr>

���<td>tr-4�td-1</td><td>tr-4�td-2</td><td>tr-4�td-3</td><td>tr-4�td-4</td><td>tr-4�td-5</td><t

d>tr-4�td-6</td><td>tr-4�td-7</td><td>tr-4�td-8</td>

��</tr>

��<tr>

���<td>tr-5�td-1</td><td>tr-5�td-2</td><td>tr-5�td-3</td><td>tr-5�td-4</td><td>tr-5�td-5</td><t

d>tr-5�td-6</td><td>tr-5�td-7</td><td>tr-5�td-8</td>

��</tr>

�</table>

�<div>

��<p><strong>P-1</strong>�Lorem�ipsum�dolor�sit�amet.</p>

��<p><strong>P-2</strong>�Lorem�ipsum�dolor�sit�amet.</p>

��<p><strong>P-3</strong>�Lorem�ipsum�dolor�sit�amet.</p>

��<p><strong>P-4</strong>�Lorem�ipsum�dolor�sit�amet.</p>

��<p><strong>P-5</strong>�Lorem�ipsum�dolor�sit�amet.</p>

��<p><strong>P-6</strong>�Lorem�ipsum�dolor�sit�amet.</p>

�</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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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nth-of-type(), :nth-last-of-type()

- 주어진 태그 중 몇 번째 인지를 기준으로 선택

- 요소의 타입을 선택한다는 점 외에는 nth-child와 거의 유사

- :nth-of-type()은 앞에서부터 :nth-last-of-type()은 뒤에서부터 선택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mydiv�아래�세번째�div�선택��*/

��.mydiv�div:nth-of-type(3)�{

���color:�red;

��}

��/*�.mydiv�아래�마지막에서�부터�위로�세번째�P�선택��*/

��.mydiv�p:nth-last-of-type(3)�{

���color:�red;

��}��

��/*�.mydiv�아래�홀수�div�선택��*/

��.mydiv�div:nth-of-type(odd)�{

���text-decoration:�underline;

��}

��/*�.mydiv�아래�마지막에서�부터�위로�홀수�P�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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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div�p:nth-last-of-type(odd)�{

���font-family:�fantasy;

��}����

�</style>

</head>

<body>

�<div�class="mydiv">

��<div><strong>DIV-1</strong>�Lorem�ipsum�dolor�sit�amet.</div>

��<p><strong>P-1</strong>�Lorem�ipsum�dolor�sit�amet.</p>

��<div><strong>DIV-2</strong>�Lorem�ipsum�dolor�sit�amet.</div>

��<p><strong>P-2</strong>�Lorem�ipsum�dolor�sit�amet.</p>

��<div><strong>DIV-3</strong>�Lorem�ipsum�dolor�sit�amet.</div>

��<p><strong>P-3</strong>�Lorem�ipsum�dolor�sit�amet.</p>

��<div><strong>DIV-4</strong>�Lorem�ipsum�dolor�sit�amet.</div>

��<p><strong>P-4</strong>�Lorem�ipsum�dolor�sit�amet.</p>

��<div><strong>DIV-5</strong>�Lorem�ipsum�dolor�sit�amet.</div>

��<p><strong>P-5</strong>�Lorem�ipsum�dolor�sit�amet.</p>

��<div><strong>DIV-6</strong>�Lorem�ipsum�dolor�sit�amet.</div>

��<p><strong>P-6</strong>�Lorem�ipsum�dolor�sit�amet.</p>

�</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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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only-child

- 부모 요소 아래 다른 요소 없이 자식 요소가 하나밖에 없을 때 선택한다. 

- 아래 예제에서 body :only-child는 body 아래의 모든 요소들 중 only-child

를 선택한다. body 아래에는 header, main 두 개의 자식요소가 있으므로 

header, main은 선택에서 제외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only-child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p 요소밖에 없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body�요소�아래�딱�하나만�있는�자식�요소�선택�*/

��body�:only-child�{

���border:�1px�solid�#888;

���background-color:�#ff0;

��}��

�</style>

</head>

<body>

�<header>

��<h1>Header</h1>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header>

�<main>

��<div>

���<div>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div>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div>

���</div>

���<div>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div>

��</div>

��<div>

���<div>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div>

���<div>

����<p>부모요소인�div에�하나만�있는�자식�요소이므로�body�:only-child�에�의해�선택된다.</p>

���</div>

��</div>

�</main>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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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only-of-type

- 부모 요소 아래 지정한 타입의 요소가 하나밖에 없을 때 선택한다. 

- 아래의 예제에서 p:only-of-type은 전체에서 p 태그 중 부모 요소에 단 하

나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선택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부모�요소�아래에�딱�하나만�있는�p�요소�선택�*/

��p:only-of-type�{

���border:�1px�solid�#888;

���background-color:�#ff0;

��}��

�</style>

</head>

<body>

�<header>

��<h1>Header</h1>

��<p>부모요소인�h1에�하나만�있는�p�요소이므로�p:only-of-type�에�의해�선택된다.</p>

�</header>

�<main>

��<div>

���<p>부모요소인�div에�하나만�있는�p�요소이므로�p:only-of-type�에�의해�선택된다.</p>

���<div>p�요소가�아니므로�p:only-of-type�에�의해�선택되지�않는다.</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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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모요소인�div에�p가�두개이므로�p:only-of-type�에�의해�선택되지�않는다.</p>

���<p>부모요소인�div에�p가�두개이므로�p:only-of-type�에�의해�선택되지�않는다.</p>

��</div>��

��<div>

���<p>부모요소인�div에�하나만�있는�p�요소이므로�p:only-of-type�에�의해�선택된다.</p>

��</div>

�</main>

</body>

</html>

Ÿ :optional, :required

- :optional은 input, select, textarea 요소들 중 필수요소가 아닌(required 속

성을 가지지 않은) 요소들을 선택한다. 

- :required는 input, select, textarea 요소들 중 required 속성을 가져서 필소 

요소인 것들을 선택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모든�요소들�중�필수인�요소들�바로�뒤에�나오는�span에�빨간색�(필수)를�추가*/

��:required�+�span::after�{

���content�:�"(필수)";

���color:�red;

��}

��/*�모든�요소들�중�필수가�아닌�요소들�바로�뒤에�나오는�span에�파란색�(선택)을�추가*/



WEB_HTML_CSS(유승열).hwp 280

��:optional�+�span::after�{

���content�:�"(선택)";

���color:�blue;

��}��

�</style>

</head>

<body>

�<form�action="/member/join.php"�method="POST">

��<label�for="username">이름</label>

��<input�type="text"�name="username"�id="username"�placeholder="이름입력..."�required>

��<span></span><br>

��<label�for="userid">Email</label>

��<input�type="email"�name="email"�id="email"�placeholder="example@email.dev"�required>

��<span></span><br>

��<label�for="city">거주도시</label>

��<select�name="city"�id="city">

���<option�value=""></option>

���<option�value="서울">서울</option>

���<option�value="서울">인천</option>

���<option�value="서울">대전</option>

���<option�value="서울">광주</option>

���<option�value="서울">대구</option>

���<option�value="서울">부산</option>

��</select>

��<span></span><br>

��<label�for="intro">자기소개</label><br>

��<textarea�name="intro"�id="intro"�cols="50"�rows="5"�placeholder="취미�입력..."></textarea>

��<span></span><br>

��<input�type="submit"�value="회원가입">

��<input�type="reset"�value="초기화">

�</form>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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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read-only, :read-write

- :read-only는 폼요소에서 편집이 불가능한 요소들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readonly 속성을 가진 input 요소나 select와 같이 사용자가 직접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선택하는 요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 :read-write는 사용자가 내용을 직접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선

택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모든�요소들�중�필수인�요소들�바로�뒤에�나오는�span에�빨간색�(편집불가)를�추가�*/

��:read-only�+�span::after�{

���content�:�"(편집불가)";

���color:�red;

��}

��/*�모든�요소들�중�필수가�아닌�요소들�바로�뒤에�나오는�span에�파란색�(편집가능)을�추가�*/

��:read-write�+�span::after�{

���content�:�"(편집가능)";

���color:�blue;

��}��

�</style>

</head>

<body>

�<form�action="/member/join.php"�method="POST">

��<label�for="username">이름</label>

��<input� type="text"� name="username"� id="username"� placeholder="이름입력..."� value="홍길동"�

required�readonly>

��<span></span><br>

��<label�for="userid">Email</label>

��<input�type="email"�name="email"�id="email"�placeholder="example@email.dev"�required>

��<span></span><br>

��<label�for="city">거주도시</label>

��<select�name="city"�id="city">

���<option�value=""></option>

���<option�value="서울">서울</option>

���<option�value="서울">인천</option>

���<option�value="서울">대전</option>

���<option�value="서울">광주</option>

���<option�value="서울">대구</option>

���<option�value="서울">부산</option>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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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span><br>

��<label�for="intro">자기소개</label><br>

��<textarea�name="intro"�id="intro"�cols="50"�rows="5"�placeholder="취미�입력..."></textarea>

��<span></span><br>

��<input�type="submit"�value="회원가입">

��<input�type="reset"�value="초기화">

�</form>

</body>

</html>

Ÿ :root

- :root는 html 문서의 최 상위 요소를 선택한다. html 문서에서 최상위 요소

는 항상 html 문서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html에�속성을�추가하여�모든�요소에�영향을�미친다.�*/

��:root�{

���color:�red;

���text-decoration:�underline;

��}��

�</style>

</head>

<body>

�<div>

��<h1>Headline</h1>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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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body>

</html>

Ÿ :target

- :target은 a 링크에 의해서 선택된 id를 갖는 요소가 선택되었을 때의 스타

일을 정의한다. 

- 예를 들어 <a href="#link1">link1</a>와 같은 링크를 클릭하면 id가 link1

인 요소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요소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링크에�의해서�id가�선택되면�해당�요소의�스타일을�정의한다�*/

��div:target�{

���border:�1px�solid�red;

���background-color:�yellow;

��}��

�</style>

</head>

<body>

�<div>

��<a�href="#link1">Link1</a>

��<a�href="#link2">Link2</a>

��<a�href="#link3">Link3</a>

�</div>

�<div�id="link1">

��<h2>link1</h2>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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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id="link2">

��<h2>link2</h2>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p>

�</div>

�<div�id="link3">

��<h2>link3</h2>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p>

�</div>��

</body>

</html>

¡ CSS pseudo-elements

pseudo-element는 선택한 요소의 특정 부분의 스트일을 정의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선택된 요소의 앞, 뒤에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첫 번째 줄, 첫 번재 라인에 대

한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다. 

CSS3 버전에서 pseudo-element는 ::after, ::before, ::first-letter, ::first-line와 같이 

두 개의 콜론(:)을 사용하여 정의한다. CSS2에서는 하나의 콜론을 사용하여 :after, 

:before :first-letter, :first-line,와 같이 정의한다. 

Ÿ ::after, ::before, ::first-letter, ::first-line

- ::after 
F 선택한 요소의 콘텐츠 뒤에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고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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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F 선택한 요소의 콘텐츠 앞에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고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다. 

- ::first-letter
F 선택한 요소의 첫 번째 글자를 선택하여 스타일을 정의한다.

- ::first-line
F 선택한 요소의 첫 번째 라인(줄)를 선택하여 스타일을 정의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버튼�위에�마우스를�올리면�콘텐츠�앞�쪽에�새로은�콘텐츠를�넣고�컬러를�변경�*/

��button:hover::before�{

���content:�"Click�";

���color:red;

��}

��/*�p�콘텐츠�뒤에�새로은�콘텐츠를�넣고�컬러를�변경�*/

��p::after�{

���content:�"...[continued]";

���color:�blue;

��}

��/*�p의�첫�번째�글자를�가장�크게�확대�*/

��p::first-letter�{

���font-size:�xx-large;

��}

��/*�p의�첫�번째�줄의�글자�색을�변경�*/

��p::first-line�{

���color:�red;

��}����

�</style>

</head>

<body>

�<div>

��<button>button1</button>

��<button>button2</button>

��<button>button3</button>

�</div>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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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p>

</body>

</html>

CSS 단위와 값

¡ CSS 값 표현

선택자 { 속성이름1: 값1; 속성이름: 값2;.... }

CSS는 선택자에 의해 선택된 요소에 대해 속성을 정의하고 값을 부여하는 방식으

로 작동한다. 

속성별로는 display: block과 같이 정해진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width: 

100%와 같이 숫자로 표현하는 값들이 있다. 

사이즈 관련 숫자 값들은 대부분 단위가 붙는다. 100%, 1000px, 300in, 50cm, 

400mm 등과 같이 숫자 옆에 단위를 붙여야 한다. 단 0은 어떤 경우에도 단위를 

붙이지 않는다. 

불투명도를 정의하는 opacity와 같이 단위가 없이 숫자만 값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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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 opacity: 0.5;

어떤 속성은 숫자 대신 상수값이나 다른 표현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다. 예를 들어 컬러 값의 표현은 #ffffff와 같이 16진수로 표현하거나 

rgb(255,255,255) 또는 white와 같은 컬러 상수로 표현할 수도 있다. 

값을 표현할 때 font-family: "Malgun Gothic", Arial; 과 같이 띄어쓰기가 포함된 

경우에는 따옴표로 묶어서 사용한다. 

¡ size 값 표현

길이, 크기 등은 대부분 숫자 값과 단위를 가진다. 숫자 값은 0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모두 단위를 끝에 가져야 한다. 

화면이나 인쇄 페이지 등에서 크기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길이, 크기 값을 가질 

수 있다. 

width, height, margin, padding, border, font-size, line-height 등등이 여기에 해

당한다. 

길이와 크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값들이 갖는 단위는 크게 고정값단위와 상대값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값단위란 화면사이즈 등이 바뀌어도 변화되지 않는 

고정된 값을 표현한다. 상대값단위는 화면이나 다른 요소의 사이즈 변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경되는 값을 표현한다. 

Ÿ 고정단위

- px : 화면의 픽셀 사이즈로 크기 고정

- mm : 밀리미터 사이즈로 크기 고정

- cm : 센티미터 사이즈로 크기 고정

- in : 인치 사이즈로 크기 고정

- pt : 1/72 인치 사이즈로 크기 고정

- pc : 12pt 사이즈로 크기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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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p�{�margin:�0;�}

��.p1�{�font-size:�10px;�}

��.p2�{�font-size:�5mm;�}

��.p3�{�font-size:�0.7cm;�}

��.p4�{�font-size:�0.3in;�}

��.p5�{�font-size:�25pt;�}

��.p6�{�font-size:�2.5pc;�}

��.p7�{

���width:�500px;

���height:�100px;

���line-height:�100px;

���margin:�20px�0�0�0;

���border:�1px�solid�red;

��}

�</style>

</head>

<body>

�<p�class="p1">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class="p2">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class="p3">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class="p4">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class="p5">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class="p6">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class="p7">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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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상대값단위

상대값 단위는 %와 같이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에서의 상대적인 값을 표현한다. 예

를 들어 전제 화면 사이즈의 100%로 콘텐츠 영역을 정의할 때 사용한다. 최근의 

웹은 모바일 장치등의 사용으로 화면의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인 값의 표현

이 훨씬 더 많아지고 접근성 측면에서 시청각 도움을 받는 사용자에게 더 다양한 

선택을 제공할 수 있다. 

- % : 기본 값 또는 부모 요소로부터 상속받은 값의 퍼센티지로 지정

- em : 기본 폰트 사이즈를 1em으로 하는 사이즈 단위. 특히 대문자 M의 

크기를 기본 사이즈로 한다. 브라우저에서 처음 설정해주는 기본 폰트 사

이즈는 16px이다. 그러나 em은 선택된 요소의 부모요소로부터 상속받는다. 

만일 어떤 요소의 부모 요소가 1.2em의 크기를 갖는다면 자식 요소의 

1em은 부모 요소의 1.2em과 같게 된다. 

- rem : 기본 폰트 사이즈를 1em으로 하는 사이즈 단위. em과 다른 점은 

em은 부모요소의 em 사이즈를 상속 받는데 비해 root font-size를 그대로 

사용한다. rem은 root em이다. 

- vw : view 포트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1vw는 viewport 넓이의 1/100이다. 

- vh : view 포트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1vh는 viewport 높이의 1/100이다. 

위의 상대적인 값 단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와 em, rem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p�{�margin:�0;�}

��.p1�{�font-size:�1.2em;�}

��.p1�span�{�font-size:�1.2em;�}

��.p2�{�font-size:�1.5em;�}

��.p2�span�{�font-size:�1rem;�}

��div�{

���width:�30%;�

���height:�10vh;

���background-color:�yellow;

���border:�0.2em�solid�red;

���margin:�1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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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

</head>

<body>

�<p�class="p1">Lorem�ipsum�dolor�sit�amet,�<span>consectetur</span>�adipisicing�elit</p>

�<p�class="p2">Lorem�ipsum�dolor�sit�amet,�<span>consectetur</span>�adipisicing�elit</p>

�<div></div>

</body>

</html>

상대값 단위들은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자주 사용한다. 

다음은 간단한 레이아웃 예제이다. 

상대값 단위 %를 활용한 간단한 레이아웃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header�{

���padding:�15px;

���background-color:�#e5e5e5;

���text-align:�center;

��}

��main�{

���margin-top:�20px;

��}

��main�>�div�{

���floa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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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u,�.contents,�.aside�{

���float:�left;

��}

��.menu,�.aside�{

���width:�20%;

��}

��.contents�{

���width:�60%;

��}

��.contents�>�h2,�.aside�>�h2�{

���margin-top:�0;

��}

��.menu�>�div�{

���width:�90%;

���padding:�5px;

���background-color:�#e5e5e5;

���text-align:�center;

���margin-bottom:�5px;

��}

��footer�{

���clear:�both;

���padding:�5px;

���background-color:�#e5e5e5;

���text-align:�center;

���margin-bottom:�5px;���

��}

�</style>

</head>

<body>

�<header>

��<h1>간단한�반응형�웹</h1>

�</header>

�<main>

��<div�class="menu">

���<div>메뉴�1</div>

���<div>메뉴�2</div>

���<div>메뉴�3</div>

���<div>메뉴�4</div>

���<div>메뉴�5</div>

��</div>

��<div�class="contents">

���<h2>Contents�Area</h2>

���<p>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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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v>

��<div�class="aside">

���<h2>Aside�Area</h2>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p>

��</div>

�</main>

�<footer>

��&copy;�Webskill.kr�2018�All�Rights�Reserved.

�</footer>

</body>

</html>

¡ CSS 컬러 값 표현

Ÿ 웹 컬러

웹에서 사용하는 컬러는 기본적으로 빛의 삼원색인 RGB 모델이다. Red, Green, 

Blue를 각각 0~255사이의 값으로 섞어서 16,777,216개의 색을 표현한다. 

웹에서 컬러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컬러이름, HEX, RGB, HSL, RGBA, 

HSLA 등 6가지 방법이다. 

또 컬러를 사용하는 속성은 color, background, border, shadow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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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컬러이름으로 색 지정

- color: white;

- background-color: aqua;

- border: 1px solid brown;

-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이름들
aliceblue,�antiquewhite,�aqua,�aquamarine,�azure,�beige,�bisque,�black,�blanchedalmond,�blue,�

blueviolet,�brown,�burlywood,�cadetblue,�chartreuse,�chocolate,�coral,�cornflowerblue,�cornsilk,�

crimson,� cyan,� darkblue,� darkcyan,� darkgoldenrod,� darkgray,� darkgrey,� darkgreen,� darkkhaki,�

darkmagenta,� darkolivegreen,� darkorange,� darkorchid,� darkred,� darksalmon,� darkseagreen,�

darkslateblue,�darkslategray,�darkslategrey,�darkturquoise,�darkviolet,�deeppink,�deepskyblue,�

dimgray,� dimgrey,� dodgerblue,� firebrick,� floralwhite,� forestgreen,� fuchsia,� gainsboro,�

ghostwhite,� gold,� goldenrod,� gray,� grey,� green,� greenyellow,� honeydew,� hotpink,� indianred,�

indigo,�ivory,�khaki,�lavender,�lavenderblush,�lawngreen,�lemonchiffon,�lightblue,�lightcoral,�

lightcyan,� lightgoldenrodyellow,� lightgray,� lightgrey,� lightgreen,� lightpink,� lightsalmon,�

lightseagreen,�lightskyblue,�lightslategray,�lightslategrey,�lightsteelblue,�lightyellow,�lime,�

limegreen,� linen,� magenta,� maroon,� mediumaquamarine,� mediumblue,� mediumorchid,� mediumpurple,�

mediumseagreen,� mediumslateblue,� mediumspringgreen,� mediumturquoise,� mediumvioletred,�

midnightblue,� mintcream,� mistyrose,� moccasin,� navajowhite,� navy,� oldlace,� olive,� olivedrab,�

orange,�orangered,�orchid,�palegoldenrod,�palegreen,�paleturquoise,�palevioletred,�papayawhip,�

peachpuff,� peru,� pink,� plum,� powderblue,� purple,� rebeccapurple,� red,� rosybrown,� royalblue,�

saddlebrown,� salmon,� sandybrown,� seagreen,� seashell,� sienna,� silver,� skyblue,� slateblue,�

slategray,� slategrey,� snow,� springgreen,� steelblue,� tan,� teal,� thistle,� tomato,� turquoise,�

violet,�wheat,�white,�whitesmoke,�yellow,�yellowgreen

- 컬러이름 별 컬러 확인 예제

F 코드확인 : https://pastebin.com/9ErWrm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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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HEX 코드 사용

HEX 코드는 RGB컬러를 각각 0~255까지 두 자리수의 16진수로 표시하여 사용하

는 것이다. HEX 코드로 0은 00, 255는 FF로 표기하며 #문자 뒤에 3가지 컬러의 16

진수 값을 표기한다. 

- color: #FFFFFF; /* 흰색 */

- color: #FF0000; /* 빨강색 */

- color: #00FF00; /* 녹색 */

- color: #0000FF; /* 파랑색 */

- color: #000000; /* 검정색 */

0~255까지를 두 자리수 HEX 코드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00,�01,�02,�03,�04,�05,�06,�07,�08,�09,�0A,�0B,�0C,�0D,�0E,�0F,�10,�11,�12,�13,�14,�15,�16,�17,�18,�

19,�1A,�1B,�1C,�1D,�1E,�1F,�20,�21,�22,�23,�24,�25,�26,�27,�28,�29,�2A,�2B,�2C,�2D,�2E,�2F,�30,�31,�

32,�33,�34,�35,�36,�37,�38,�39,�3A,�3B,�3C,�3D,�3E,�3F,�40,�41,�42,�43,�44,�45,�46,�47,�48,�49,�4A,�

4B,�4C,�4D,�4E,�4F,�50,�51,�52,�53,�54,�55,�56,�57,�58,�59,�5A,�5B,�5C,�5D,�5E,�5F,�60,�61,�62,�63,�

64,�65,�66,�67,�68,�69,�6A,�6B,�6C,�6D,�6E,�6F,�70,�71,�72,�73,�74,�75,�76,�77,�78,�79,�7A,�7B,�7C,�

7D,�7E,�7F,�80,�81,�82,�83,�84,�85,�86,�87,�88,�89,�8A,�8B,�8C,�8D,�8E,�8F,�90,�91,�92,�93,�94,�95,�

96,�97,�98,�99,�9A,�9B,�9C,�9D,�9E,�9F,�A0,�A1,�A2,�A3,�A4,�A5,�A6,�A7,�A8,�A9,�AA,�AB,�AC,�AD,�AE,�

AF,�B0,�B1,�B2,�B3,�B4,�B5,�B6,�B7,�B8,�B9,�BA,�BB,�BC,�BD,�BE,�BF,�C0,�C1,�C2,�C3,�C4,�C5,�C6,�C7,�

C8,�C9,�CA,�CB,�CC,�CD,�CE,�CF,�D0,�D1,�D2,�D3,�D4,�D5,�D6,�D7,�D8,�D9,�DA,�DB,�DC,�DD,�DE,�DF,�E0,�

E1,�E2,�E3,�E4,�E5,�E6,�E7,�E8,�E9,�EA,�EB,�EC,�ED,�EE,�EF,�F0,�F1,�F2,�F3,�F4,�F5,�F6,�F7,�F8,�F9,�

FA,�FB,�FC,�FD,�FE,�FF

#FFF와 같이 세 글자만 사용하는 경우

최근 웹에서 컬러 코드를 사용한 예를 보면 #FFFFFF라고 사용하는 대신에 #FFF와 같에 세 자리 문자만 표기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쉽게 세자리 모두 각각 같은 문자 쌍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예를 들어 #FF00FF는 #F0F로 줄여 쓸 수 있다. #CC99EE는 #C9E로 줄여 쓸 수 있다. 

[응용예제] 0~255 사이의 숫자를 두 자리 HEX 코드로 바꾸는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hea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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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div>0�<input�type="range"�name="digit"�id="digit"�min="0"�max="255">�255</div>

��<div�id="hexcode"></div>

�</form>

�<script>

��//0~255�정수를�HEX�코드로�변환하는�함수

��//함수�출처

��//http://www.javascripter.net/faq/rgbtohex.htm

��function�toHex(n)�{

���n�=�parseInt(n,10);

���if�(isNaN(n))�return�"00";

���n�=�Math.max(0,Math.min(n,255));

���return�"0123456789ABCDEF".charAt((n-n%16)/16)�+�"0123456789ABCDEF".charAt(n%16);

��}

��var�digit�=�document.getElementById("digit");

��var�hexcode�=��document.getElementById("hexcode");

��digit.addEventListener("input",�function(){

���var�val�=�this.value;

���var�hex�=�toHex(val);

���hexcode.innerHTML�=�val�+�"�=�#"�+�hex;���

��});

��window.onload�=�function(){

���var�val�=�digit.value;

���var�hex�=�toHex(val);

���hexcode.innerHTML�=�val�+�"�=�#"�+�hex;���

��};

��

�</script>

</body>

</html>

F 코드확인 : https://pastebin.com/bmdNd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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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RGB 메서드 사용

RGB 메서드 사용은 rgb(255,255,255)와 같이 rgb 메서드에 Red, Green, Blue 세 

가지 색의 값을 0~255까지 정수 그대로 사용하는 예제이다. 

- color: rgb(255,0,255);

- background-color: rgb(75,201,223);

Ÿ RGBA 메서드 사용

RGBA 메서드 사용은 rgba(255,255,255,0.5)와 같이 rgba 메서드에 Red, Green, 

Blue 세 가지 색의 값을 0~255까지 정수 그대로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불투명도를 

표시하는 alpha값을 지정하는 예제이다. alpha 값은 0~1사이의 숫자로 입력하고 

0에 가까울수록 투명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투명해진다. 

- color: rgba(255,0,255,0.5);

- background-color: rgb(75,201,223, 0.7);

- background-color: rgb(75,201,223, 1);

[응용예제] RGBA 색상 보기 프로그램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olor�Change</title>

�<style>

��.row�>�div�{

���float:left;

���width:�25%;

���text-align:�center;

��}

��.colorbox�{

���clear:�both;

���margin-bottom:�20px;

���height:�100px;

���background-image:�url(http://placeimg.com/1000/100/any);

���background-size:�cover;

��}

��.colorview�{

���height:�100px;

��}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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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body>

�<div�class="colorbox"><div�class="colorview"></div></div>

�<div�class="row">

��<div>

���<h2>RED</h2>

���<div>0�<input�type="range"�name="red"�id="red"�min="0"�max="255">�255</div>

���<div�id="red_value"></div>

��</div>��

��<div>

���<h2>GREEN</h2>

���<div>0�<input�type="range"�name="green"�id="green"�min="0"�max="255">�255</div>

���<div�id="green_value"></div>

��</div>��

��<div>

���<h2>BLUE</h2>

���<div>0�<input�type="range"�name="blue"�id="blue"�min="0"�max="255">�255</div>

���<div�id="blue_value"></div>

��</div>��

��<div>

���<h2>ALPHA</h2>

���<div>0�<input�type="range"�name="alpha"�id="alpha"�min="0"�max="1"�step="0.1">�1</div>

���<div�id="alpha_value"></div>

��</div>��

�</div>�

�<script>

��var�colorview�=�document.querySelector(".colorview");

��var�red�=�document.querySelector("#red");

��var�green�=�document.querySelector("#green");

��var�blue�=�document.querySelector("#blue");

��var�alpha�=�document.querySelector("#alpha");

��red.addEventListener("input",�function(){�setColors();�});

��green.addEventListener("input",�function(){�setColors();�});

��blue.addEventListener("input",�function(){�setColors();�});

��alpha.addEventListener("input",�function(){�setColors();�});

��function�setColors()�{

���var�redValue�=�red.value;

���var�greenValue�=�green.value;

���var�blueValue�=�blue.value;

���var�alphaValue�=�alpha.value;

���document.querySelector("#red_value").innerHTML�=�redValue�+�"(#"�+�toHex(redValue)�+�")";

���document.querySelector("#green_value").innerHTML�=�greenValue�+�"(#"�+�toHex(greenValue)�+�")";

���document.querySelector("#blue_value").innerHTML�=�blueValue�+�"(#"�+�toHex(blueValue)�+�")";

���document.querySelector("#alpha_value").innerHTML=alphaValue;

���colorview.style.backgroundColor� =� "rgba("� +� redValue� +� ","� +� greenValue� +� ","� +� blueValue� +� ","� +�

alphaValue�+�")";

��}



WEB_HTML_CSS(유승열).hwp 298

��window.onload�=�function(){

���setColors();

��};

��//0~255�정수를�HEX�코드로�변환하는�함수

��//함수�출처

��//http://www.javascripter.net/faq/rgbtohex.htm

��function�toHex(n)�{

���n�=�parseInt(n,10);

���if�(isNaN(n))�return�"00";

���n�=�Math.max(0,Math.min(n,255));

���return�"0123456789ABCDEF".charAt((n-n%16)/16)�+�"0123456789ABCDEF".charAt(n%16);

��}

�</script>

</body>

</html>

코드확인 : https://pastebin.com/A2DtQLCt 

Ÿ HSL 메서드 사용

HSL 메서드는 hsl(0,100%,50%)와 같이 hsl 메서드에 Heu(색상), Saturation(채도), 

Lightness(명도) 세 가지 색의 값을 사용한다. 

- Hue : 색상, 0~360, 0=Red, 120=Green, 240=Blue

- Saturation : 채도, 0%~100%

- Lightness : 명도, 0%~100%, 0%=검정, 50%=밝지도 어둡지도 않음, 

100%=흰색

Ÿ HSLA 메서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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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LA 메서드는 hsla(0,100%,50%,0.5)와 같이 hsla 메서드에 Heu(색상), Saturation

(채도), Lightness(명도) 세 가지 외에 추가적으로 불투명도를 표시하는 alpha값을 

지정하는 예제이다. alpha 값은 0~1사이의 숫자로 입력하고 0에 가까울수록 투명

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투명해진다. 

[응용예제]HSLA 색상 보기 프로그램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olor�Change</title>

�<style>

��.row�>�div�{

���float:left;

���width:�25%;

���text-align:�center;

��}

��.colorbox�{

���clear:�both;

���margin-bottom:�20px;

���height:�100px;

���background-image:�url(http://placeimg.com/1000/100/any);

���background-size:�cover;

��}

��.colorview�{

���height:�100px;

��}

�</style>

</head>

<body>

�<div�class="colorbox"><div�class="colorview"></div></div>

�<div�class="row">

��<div>

���<h2>HUE</h2>

���<div>0�<input�type="range"�name="hue"�id="hue"�min="0"�max="260">�360</div>

���<div�id="hue_value"></div>

��</div>��

��<div>

���<h2>SATURATION</h2>

���<div>0%�<input�type="range"�name="saturation"�id="saturation"�min="0"�max="100">�100%</div>

���<div�id="saturation_value"></div>

��</div>��

��<div>

���<h2>LIGHTNESS</h2>

���<div>0%�<input�type="range"�name="lightness"�id="lightness"�min="0"�max="100">�100%</div>

���<div�id="lightness_valu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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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h2>ALPHA</h2>

���<div>0�<input�type="range"�name="alpha"�id="alpha"�min="0"�max="1"�step="0.1">�1</div>

���<div�id="alpha_value"></div>

��</div>��

�</div>�

�<script>

��var�colorview�=�document.querySelector(".colorview");

��var�hue�=�document.querySelector("#hue");

��var�saturation�=�document.querySelector("#saturation");

��var�lightness�=�document.querySelector("#lightness");

��var�alpha�=�document.querySelector("#alpha");

��hue.addEventListener("input",�function(){�setColors();�});

��saturation.addEventListener("input",�function(){�setColors();�});

��lightness.addEventListener("input",�function(){�setColors();�});

��alpha.addEventListener("input",�function(){�setColors();�});

��function�setColors()�{

���var�hueValue�=�hue.value;

���var�saturationValue�=�saturation.value;

���var�lightnessValue�=�lightness.value;

���var�alphaValue�=�alpha.value;

���document.querySelector("#hue_value").innerHTML�=�hueValue;

���document.querySelector("#saturation_value").innerHTML�=�saturationValue�+�"%";

���document.querySelector("#lightness_value").innerHTML�=�lightnessValue�+�"%";

���document.querySelector("#alpha_value").innerHTML=alphaValue;

���colorview.style.backgroundColor� =� "hsla("� +� hueValue� +� ","� +� saturationValue� +� "%,"� +�

lightnessValue�+�"%,"�+�alphaValue�+�")";

��}

��window.onload�=�function(){

���setColors();

��};

�</script>

</body>

</html>

코드확인 : https://pastebin.com/FbWutt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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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S Opacity와 Alpha

Ÿ Opacirty

- opacity란 불투명도를 말한다. 

- opacity는 0~1 사이의 값을 갖는다. 

- 불투명도가 0이면 요소는 투명해서 보이지 않는다. 

- 불투명도가 1이면 요소는 투명도를 갖지 않는다. 

- 불투명도가 0.5이면 반투명해서 요소 뒤의 요소나 디자인이 반투명하게 보

인다. 

- 어떤 요소가 opacity 값을 가지면 그 하위 자식요소(childrens)들도 같은 

opacity를 갖는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opa�{

���display:�inline-block;

���width:�200px;

���height:�200px;

���border:�1px�solid�red;

���margin:�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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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20px;

���font-weight:�500;

���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red;

��}

��.opa03�{�opacity:�0.3;�}���

��.opa05�{�opacity:�0.5;�}��

��.opa07�{�opacity:�0.7;�}��

��.opa1�{�opacity:�1;�}����
�</style>

</head>

<body>

�<div�class="opa�opa03">

��Opacity�0.3<br>

��<img�src="http://placeimg.com/100/100/any">

�</div>

�<div�class="opa�opa05">

��Opacity�0.5<br>

��<img�src="http://placeimg.com/100/100/any">

�</div>

�<div�class="opa�opa07">

��Opacity�0.7<br>

��<img�src="http://placeimg.com/100/100/any">

�</div>

�<div�class="opa�opa1">

��Opacity�1<br>

��<img�src="http://placeimg.com/100/100/any">

�</div>

</div>

</body>

</html>

opacity 값은 내부 텍스트와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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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Alpha

- Alpha는 rgba(), hsla() 함수를 사용해서 컬러를 지정할 때 네 번째 값으로 

불투명도(opacity)를 지정한다.

- 0~1의 값을 갖는다. 

- Alpha는 color, background-color 속성에 사용된다. 

- Alpha는 자식요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alp�{

���display:�inline-block;

���width:�200px;

���height:�200px;

���border:�1px�solid�red;

���margin:�5px;

���font-size:�20px;

���font-weight:�500;

���text-align:�center;

��}

��.alp03�{�background-color:�rgba(255,0,0,0.3);�}���

��.alp05�{�background-color:�hsla(0,100%,50%,0.5);�}��

��.alp07�{�background-color:�rgba(255,0,0,0.7);�}��

��.alp1�{�background-color:�hsla(0,100%,50%,1);�}����
�</style>

</head>

<body>

�<div�class="alp�alp03">

��Opacity�0.3<br>

��<img�src="http://placeimg.com/100/100/any">

�</div>

�<div�class="alp�alp05">

��Opacity�0.5<br>

��<img�src="http://placeimg.com/100/100/any">

�</div>

�<div�class="alp�alp07">

��Opacity�0.7<br>

��<img�src="http://placeimg.com/100/100/any">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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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class="alp�alp1">

��Opacity�1<br>

��<img�src="http://placeimg.com/100/100/any">

�</div>

</div>

</body>

</html>

위 예제를 보면 opacity와 달리 내부 자식 요소들인 텍스트와 이미지에는 alpha 

값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CSS Text

¡ text 꾸미기

Ÿ color

color : 컬러값표현;

- color: red;

- color: #ff0000;

- color: rgb(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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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 hsl(0, 100%, 50%);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h1�{�color:�red;�}

��div�{�color:�rgb(255,0,255);�}

��p�{�color:�hsl(360,50%,50%);�}

�</style>

</head>

<body>

�<h1>Lorem�ipsum�dolor</h1>

�<div>consectetur�adipisicing�elit.�<strong>Praesentium�doloremque</strong>�animi�odit�id�natus�

sit�quo</div>

�<p>eveniet�iste�aperiam�fuga�necessitatibus�eius�error�iusto�rem�eos�nostrum�ducimus?</p>

</body>

</html>

Ÿ text-decoration

text-decoration : line style color ;

- line
F none : 아무런 꾸밈도 없다.

F underline : 텍스트 아래 밑줄을 그린다.

F overline : 텍스트 위에 윗 줄을 그린다. 

F line-through : 텍스트를 가로지르는 취소선을 그린다. 

- style
F solid : 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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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double : 이중선

F dotted : 점선

F dashed : 대시선

F wavy : 웨이브선

text-decoration 속성 안에 style, line, color 속성을 모두 쓸 수도 있다. 또한 하나

의 text-decoration에 두 개 이상의 line을 설정할 수도 있다. style, line, color는 

text-decoration-line, text-decoration-style, text-decoration-color로 각각 분리해서 

설정할 수도 있다. 

- 기본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span�{�margin:�5px;�padding:�5px;�display:�inline-block;�border:�1px�solid�#888;�}

��.span1�{�text-decoration:�none;�}

��.span2�{�text-decoration:�underline;�}

��.span3�{�text-decoration:�overline;�}

��.span4�{�text-decoration:�line-through;�}

��.span5�{�text-decoration:�initial;�}

��.span6�{�text-decoration:�inherit;�}

��.span7�{�text-decoration:�underline�red�dotted;�}

��.span8�{�text-decoration:�overline�red�wavy;�}

��.span9�{�text-decoration:�line-through�underline�overline�green�wavy;�}

��.span10�{�

���text-decoration-line:�underline;�

���text-decoration-style:�double;�

���text-decoration-color:�green;�

��}

�</style>

</head>

<body>

�<span�class="span1">none</span>

�<span�class="span2">underline</span>

�<span�class="span3">overline</span>

�<span�class="span4">line-through</span>

�<span�class="span5">initial</span>

�<span�class="span6">inherit</span>

�<span�class="span7">underline�red�dotted</span>

�<span�class="span8">overline�red�wavy</span>

�<span�class="span9">line-through�underline�overline�green�wavy</span>

�<span�class="span10">underline�double�green</spa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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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Ÿ text-align

text-align : 정렬값;

- text-align은 텍스트 정렬을 정의한다. 
F left : 왼쪽 정렬한다.

F right : 오른쪽 정렬한다. 

F center : 가운데 정렬한다. 

F justify : 맞춤 정렬한다. 각 라인이 같은 넓이를 가지도록 글자들을 펼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p�{�background-color:�#ff0;�}

��.p1�{�text-align:�left;�}

��.p2�{�text-align:�right;�}

��.p3�{�text-align:�center;�}

��.p4�{�text-align:�left;�}

��.p5�{�text-align:�justify;�}

�</style>

</head>

<body>

�<p�class="p1">Lorem�ipsum�dolor�sit�amet</p>

�<p�class="p2">Lorem�ipsum�dolor�sit�amet</p>

�<p�class="p3">Lorem�ipsum�dolor�sit�amet</p>

�<p�class="p4">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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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p>

�<p�class="p5">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p>

</body>

</html>

Ÿ letter-spacing 

letter-spacing : 간격값;

- letter-spacing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정의한다. 

- 간격값은 px, em, mm, cm...등 크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 letter-spacing은 음수(-) 값을 허용한다. 

<!DOCTYP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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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p1�{�letter-spacing:�initial;�}

��.p2�{�letter-spacing:�5px;�}

��.p3�{�letter-spacing:�-1px;�}

��.p4�{�letter-spacing:�0.5em;�}

��.p5�{�letter-spacing:�3mm;�}

�</style>

</head>

<body>

�<p�class="p1">Lorem�ipsum�dolor�sit�amet</p>

�<p�class="p2">Lorem�ipsum�dolor�sit�amet</p>

�<p�class="p3">Lorem�ipsum�dolor�sit�amet</p>

�<p�class="p4">Lorem�ipsum�dolor�sit�amet</p>

�<p�class="p5">Lorem�ipsum�dolor�sit�amet</p>

</body>

</html>

Ÿ word-spacing

word-spacing : 간격값;

- word-spacing은 단어 사이의 간격을 정의한다. 

- 간격값은 px, em, mm, cm...등 크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 word-spacing은 음수(-) 값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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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p1�{�word-spacing:�initial;�}

��.p2�{�word-spacing:�10px;�}

��.p3�{�word-spacing:�-5px;�}

��.p4�{�word-spacing:�1em;�}

��.p5�{�word-spacing:�-3mm;�}

�</style>

</head>

<body>

�<p�class="p1">Lorem�ipsum�dolor�sit�amet</p>

�<p�class="p2">Lorem�ipsum�dolor�sit�amet</p>

�<p�class="p3">Lorem�ipsum�dolor�sit�amet</p>

�<p�class="p4">Lorem�ipsum�dolor�sit�amet</p>

�<p�class="p5">Lorem�ipsum�dolor�sit�amet</p>

</body>

</html>

Ÿ white-spacing

word-spacing : 공백값;

- word-spacing은 어떤 요소 안에서 공백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정의한다. 

- 공백 값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F normal : 기본 상태. 요소의 끝에서도 텍스트가 이어지면 줄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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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nowrap : 요소의 끝에서도 텍스트가 이어지면 줄바꿈하지 않음

F pre : 입력된 그대로 표시된다. 줄바꿈은 되지 않는다. 

F pre-line : 줄바꿈에 대해서만 입력된 그대로 줄바꿈 한다. 

F pre-wrap : 입력된 그대료 표시된다. 단, 요소의 끝에 가면 줄바꿈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p�{�

���width:�80%;

���background-color:�#e5e5e5;�

���border:�1px�solid�red;

��}

��.p1�{�white-space:�normal;�}

��.p2�{�white-space:�nowrap;�}

��.p3�{�white-space:�pre;�}

��.p4�{�white-space:�pre-line;�}

��.p5�{�white-space:�pre-wrap;�}

�</style>

</head>

<body>

�<p�class="p1">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tempor�

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p>

�<p�class="p2">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tempor�

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p>

�<p�class="p3">Lorem�ipsum�dolor�sit�amet,�Lorem�ipsum�dolor�sit�amet,�Lorem�ipsum�dolor�sit�amet,�

Lorem�ipsum�dolor�sit�amet,�Lorem�ipsum�dolor�sit�amet,�Lorem�ipsum

�����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tempor�

��������incididunt�

����������ut�labore�et�dolore�magna�aliqua.�

�������������Ut�enim�ad�minim�veniam</p>

�<p�class="p4">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

������������sed�do�eiusmod�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

veniam</p>

�<p�class="p5">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tempor�

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

���������������Ut�enim�ad�minim�veniam</p>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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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direction

direction : ltr|rtl;

- 문자를 표시하는 방향을 정의한다. 

- ltr : left to right,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시한다. 

- rtl : right to left,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표시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p�{�

���background-color:�#e5e5e5;�

���border:�1px�solid�red;

��}

��.p1�{�direction:�ltr;�}

��.p1�{�direction:�rtl;�}

�</style>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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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p�class="p1">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class="p2">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body>

</html>

Ÿ text-indent

text-indent : 들여쓰기값과단위

- 텍스트 들여쓰기를 정의한다. 

- 값은 px, em, mm, cm...등 크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 들여쓰기는 음수(-)값도 허용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p�{�

���background-color:�#e5e5e5;�

���border:�1px�solid�red;

���width:�80%;

���margin:�10px�auto;

��}

��.p1�{�text-indent:�20px;�}

��.p2�{�text-indent:�5em;�}

��.p3�{�text-indent:�-20px;�}

�</style>

</head>

<body>

�<p�class="p1">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tempor�

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p>

�<p�class="p2">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tempor�

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p>

�<p�class="p3">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tem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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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p>

</body>

</html>

Ÿ text-shadow

text-shadow: x y blur-radius color

- 텍스트에 그림자를 표시한다.

- 각 값들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F x : 그림자의 가로 크기

F y : 그림자의 세로 크기

F blur-radius : 번짐 크기, 생각하면 번지지 않은 그림자 생김

F color : 그림자 색, 생락하면 글자색과 같은 그림자 생김

- x y blur-radius color는 쉽표로 구분하여 여러 쌍을 지정할 수 있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p1�{�text-shadow:�2px�2px�2px�red;�}

��.p2�{�text-shadow:�2px�2px�2px;�}

��.p3�{�text-shadow:�2px�2px;�}

��.p4�{�text-shadow:�2px�2px�3px�blue,�2px�2px�2px�red;�}

�</style>

</hea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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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ass="p1">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class="p2">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class="p3">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class="p4">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body>

</html>

Ÿ text-overflow

text-overflow: clip|ellipsis

- 사이즈를 가진 block 요소에서 block의 범위를 벗어나는 분량의 텍스트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설정한다. 
F clip : 넘치는 텍스트를 자른다.

F ellipsis : 넘치는 텍스트 부분을 자르고 ...을 표시한다.

- 이 설정이 적용되려면 부모요소에 내용이 넘칠 경우 감춰주어야 하고 텍스

트는 요소의 끝에서 자동을 줄바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의 요소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F overflow: hidden;

F white-space: nowrap;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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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div�{

���width:�250px;

���height:�20px;

���overflow:�hidden;

���white-space:�nowrap;

���border:�1px�solid�#888;

���margin:�5px;

��}

��.div1�{�text-overflow:�clip;�}

��.div2�{�text-overflow:�ellipsis;�}

�</style>

</head>

<body>

�<div�class="div1">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div>

�<div�class="div2">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div>

</body>

</html>

Ÿ text-transform

text-transform: none|capitalize|uppercase|lowercase

- 텍스트를 변환한다. 대문자, 소문자, 첫글자만 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다.
F none : 변환하지 않는다. 

F capitalize :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한다. 

F uppercase :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다. 

F lowercase : 모두 소문자로 변환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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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p1�{�text-transform:�none;�}

��.p2�{�text-transform:�capitalize;�}

��.p3�{�text-transform:�uppercase;�}

��.p4�{�text-transform:�lowercase;�}

�</style>

</head>

<body>

�<p�class="p1">Lorem�ipsum�DOLOR�sit�ametrrsr</p>

�<p�class="p2">abcde�fghij�klmno�pqrst�uvwxyz</p>

�<p�class="p3">abcde�fghij�klmno�pqrst�uvwxyz</p>

�<p�class="p4">ABCDE�FGHIJ�KLMNO�PQRST�UVWXYZ</p>

</body>

</html>

Ÿ vertical-align

vertical-align: 정렬속성;

- 텍스트의 세로 정렬을 정의한다. 

F baseline : 부모 요소들의 기본 세로 정렬에 맞춘다.

F length : 주어진 숫자값(단위포함)만큰 위 아래로 정렬한다. 

F sub : 위첨자 스타일로 세로 정렬한다. 

F super : 아래첨자 스타일로 세로 정렬한다. 

F top: 부모 요소의 맨 위로 정렬한다. 

F text-top : 요소를 부모 요소의 폰트 기준 위쪽으로 정렬한다. 

F middle : 부모 요소의 세로 가운데로 정렬한다. 

F bottom : 부모 요소의 세로 하단으로 정렬한다. 

F text-bottom : 부모 요소의 폰트 기준 아래쪽으로 정렬한다.



WEB_HTML_CSS(유승열).hwp 318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p�{

���font-size:1.5em;

��}

��span�{

���font-size:�0.6em;

���background-color:�#ff0;

��}

��.va1�{�vertical-align:�baseline;�}

��.va2�{�vertical-align:�20px;�}

��.va3�{�vertical-align:�sub;�}

��.va4�{�vertical-align:�super;�}

��.va5�{�vertical-align:�top;�}

��.va6�{�vertical-align:�text-top;�}

��.va7�{�vertical-align:�middle;�}

��.va8�{�vertical-align:�bottom;�}

��.va9�{�vertical-align:�text-bottom;�}

��.va10�{�vertical-align:�90%;�}

�</style>

</head>

<body>

�<p>vertical�<span�class="va1">baseline</span></p>

�<p>vertical�<span�class="va2">20px</span></p>

�<p>vertical�<span�class="va3">sub</span></p>

�<p>vertical�<span�class="va4">super</span></p>

�<p>vertical�<span�class="va5">top</span></p>

�<p>vertical�<span�class="va6">text-top</span></p>

�<p>vertical�<span�class="va7">middle</span></p>

�<p>vertical�<span�class="va8">bottom</span></p>

�<p>vertical�<span�class="va9">text-bottom</span></p>

�<p>vertical�<span�class="va10">90%</span></p>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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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line-height

line-height : normal|number|length;

- 텍스트 줄의 높이를 설정한다. line-height는 텍스트 한 줄이 차지하는 높

이이다. 100%이면 폰트 높이와 줄 높이가 같다. 따라서 윗줄과 아래줄 사

이에는 여백이 없다. 

- line-height는 고정값이나 상대값 단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line-height는 % 값을 단위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1은 100%, 0.5는 50%, 

1.5는 150%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line-height는 부모 요소와 같은 높이를 지정해주면 위 아래 가운데 정렬되

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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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p�{�border:�1px�solid�#888;�margin:�5px�0;}

��strong�{�color:�red;�}

��.lh1�{�line-height:�normal;�}

��.lh2�{�line-height:�1�;�}

��.lh3�{�line-height:�100%�;�}

��.lh4�{�line-height:�2;�}

��.lh5�{�line-height:�0.7em;�}

��.lh6�{�

����width:�100%;

����height:�50px;

����background-color:�#ff0;

����line-height:�50px;�

��}

�</style>

</head>

<body>

�<p� class="lh1"><strong>line-height:� normal;</strong>�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elit,�sed�do�eiusmod�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

minim�veniam</p>

�<p� class="lh2"><strong>line-height:� 1;</strong>�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elit,�sed�do�eiusmod�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

minim�veniam</p>

�<p� class="lh3"><strong>line-height:� 100%;</strong>�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elit,�sed�do�eiusmod�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

minim�veniam</p>

�<p� class="lh4"><strong>line-height:� 2;</strong>�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elit,�sed�do�eiusmod�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

minim�veniam</p>

�<p� class="lh5"><strong>line-height:� 0.7em;</strong>�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elit,�sed�do�eiusmod�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

minim�veniam</p>

�<p� class="lh6"><strong>virtual� middle</strong>�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elit</p>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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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트 다루기

Ÿ font-family

font-family : 폰트이름;

- 폰트이름은 웹 폰트 또는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 이름이다. 

- 폰트 이름에 “Malgun Gothic"과 같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면 따옴표로 

감싸야 한다. 

- 기본 예
F font-family: Arial; 

F font-family: "Malgun Gothic", sans-serif

- 위 예중에 두 번째 예에는 쉽표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폰트는 제공하였다. 

- 이렇게 쉼표로 구분하여 두 번째 나오는 폰트는 앞의 폰트를 사용할 수 없

을 때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가한 것이다. 이를 generic-name 또는 

generic-family라고 한다. 

- 대체 폰트는 주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폰트 중에서 앞에서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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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amily와 가장 유사한 폰트를 정의한다. 

- 예를 들어 고딕 계열의 폰트들은 sans-serif로 한글 기준 명조 계열의 폰트

들은 serif로 정해줄 수 있다. 

Ÿ font-size

font-size: 사이즈값과단위;

- 폰트의 크기를 정한다. 앞의 CSS 단위와 값 → size 값 표현 부분에서 설

명한 것처럼 여러 단위와 숫자를 써서 폰트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다. 
font-size:�10px;

font-size:�5mm;

font-size:�0.7cm;

font-size:�0.3in;

font-size:�25pt;

font-size:�2.5pc;

font-size:�1.2em;

font-size:�1.2em;

font-size:�1.5em;

font-size:�1rem;

- 위와 같은 숫자값 외에도 고정된 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medium,�xx-small,�x-small�,�small,�large,�x-large,�xx-large,�smaller,�larger,�length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span�{�background-color:�#ff0;�}

��.fs1�{�font-size:�medium;�}

��.fs2�{�font-size:�xx-small;�}

��.fs3�{�font-size:�x-small;�}

��.fs4�{�font-size:�small;�}

��.fs5�{�font-size:�x-large;�}

��.fs6�{�font-size:�xx-large;�}

��.fs7�{�font-size:�smaller;�}

��.fs8�{�font-size:�larger;�}

�</style>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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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p>Font�Size�<span�class="fs1">medium</span></p>

�<p>Font�Size�<span�class="fs2">xx-small</span></p>

�<p>Font�Size�<span�class="fs3">x-small</span></p>

�<p>Font�Size�<span�class="fs4">small</span></p>

�<p>Font�Size�<span�class="fs5">x-large</span></p>

�<p>Font�Size�<span�class="fs6">xx-large</span></p>

�<p>Font�Size�<span�class="fs7">smaller</span></p>

�<p>Font�Size�<span�class="fs8">larger</span></p>

</body>

</html>

Ÿ font-style

font-style: normal|italic|oblique;

- font-style은 주로 이탤릭체를 설정할 때 사용한다. 

- normal은 보통 스타일이고 italic과 oblique는 모두 기울어진 모양의 이탤

릭체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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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font-weight

font-weight: normal|bold|bolder|lighter|number;

- 폰트의 굵기를 지정한다. 
F normal : 보통 굵기

F bold : 굵게

F bolder : 부모 요소의 굵기보다 더 굵게

F lighter : 부모 요소의 굵기보다 더 가늘게 

F number : 100~900까지 단위 없이 숫자만 쓴다. 400이 normal 굵기와 같고, 700은 

bold 굵기와 같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span�{�

���margin:�5px;�padding:�5px;�display:�inline-block;�border:�1px�solid�#888;

��}

��div�>�span�>�span�{�background-color:�#ff0;�}

��.fw1�{�font-weight:�normal;�}

��.fw2�{�font-weight:�bold�;�}

��.fw3�{�font-weight:�bolder�;�}

��.fw4�{�font-weight:�lighter;�}

��.fw5�{�font-weight:�100;�}

��.fw6�{�font-weight:�200;�}

��.fw7�{�font-weight:�300;�}

��.fw8�{�font-weight:�400;�}

��.fw9�{�font-weight:�500;�}

��.fw10�{�font-weight:�600;�}



WEB_HTML_CSS(유승열).hwp 325

��.fw11�{�font-weight:�700;�}

��.fw12�{�font-weight:�800;�}

��.fw13�{�font-weight:�900;�}

�</style>

</head>

<body>

�<div>

��<span>Font�Weight�<span�class="fw1">normal</span></span>

��<span>Font�Weight�<span�class="fw2">bold</span></span>

��<span>Font�Weight�<span�class="fw3">bolder</span></span>

��<span>Font�Weight�<span�class="fw4">lighter</span></span>

��<span>Font�Weight�<span�class="fw5">100</span></span>

��<span>Font�Weight�<span�class="fw6">200</span></span>

��<span>Font�Weight�<span�class="fw7">300</span></span>

��<span>Font�Weight�<span�class="fw8">400</span></span>

��<span>Font�Weight�<span�class="fw9">500</span></span>

��<span>Font�Weight�<span�class="fw10">600</span></span>

��<span>Font�Weight�<span�class="fw11">700</span></span>

��<span>Font�Weight�<span�class="fw12">800</span></span>

��<span>Font�Weight�<span�class="fw13">900</span></span>

�</div>

</body>

</html>

¡ 웹 폰트 및 아이콘 폰트 사용

Ÿ Google Fonts

- google은 2018년 1월 현재 848개의 웹 폰트를 제공한다. 

- 누구나 구글 사이트에 접속해서 폰트를 선택하고 링크를 복사해서 자신의 

사이트에 사용할 수 있다. 

- 접속 : https://font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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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fonts 사용법
F https://fonts.google.com/ 에 방문한다. 

F 화면에서 원하는 폰트를 선택한다. 

F 폰트 제목 오른족의 + 버튼을 클릭한다. 

F 폰트를 선택하면 + 버튼이 – 버튼으로 바뀌고 창 하단에 “1 Family Selected”라는 메

시지 박스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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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위 “1 Family Selected” 메시지 박스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선택된 폰트를 페이지

에서 사용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는 팝업에 표시된다. 

F 팝업에 표시된대로 폰트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 

<!DOCTYPE�html>

<html�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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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meta�charset="UTF-8">

�<title>Web�Fonts</title>

�<link�href="https://fonts.googleapis.com/css?family=Supermercado+One"�rel="stylesheet">

�<style>

��body�{

���font-family:�'Supermercado�One',�cursive;

���font-size:�30px;

��}

�</style>

</head>

<body>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Cumque�reprehenderit,�autem�aliquid�qui�

reiciendis�natus!�Dolorum�cupiditate,�sint�pariatur,�dignissimos�at�temporibus�vero�blanditiis�

reiciendis�veniam�eveniet,�incidunt�sed�tempore.

</body>

</html>

F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개의 폰트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Ÿ Google 한글 웹 폰트 사용

- Google Fonts에 정식 등록된 한글 폰트는 없다. 

- 대신 earlyaccess 리스트에 몇 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일종의 예비 후보

라고 보면 된다. 다음 링크를 열어 Ctrl+F 키를 눌러 검색어로 korean을 

입력해서 찾아보자. 

https://fonts.google.com/earlyaccess 

- 2018년 1월 현재 이 목록에서 찾을 수 있는 한글 폰트는 다음과 같다. 

- 아래 목록에서 css 파일은 다음과 같은 링크로 사용해야 한다. 

https://fonts.googleapis.com/earlyaccess/hanna.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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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명 CSS File font-family

Hanna hanna.css 'Hanna', sans-serif

Jeju Gothic jejugothic.css 'Jeju Gothic', sans-serif

Jeju Hallasan jejuhallasan.css 'Jeju Hallasan', cursive

Jeju Myungjo jejumyeongjo.css 'Jeju Myeongjo', serif

KoPub Batang kopubbatang.css 'KoPub Batang', serif

Nanum Brush Script nanumbrushscript.css 'Nanum Brush Script', cursive

Nanum Gothic nanumgothic.css 'Nanum Gothic', sans-serif

Nanum Gothic Coding nanumgothiccoding.css 'Nanum Gothic Coding', monospace;

Nanum Myeongjo nanummyeongjo.css 'Nanum Myeongjo', serif

Nanum Pen Script nanumpenscript.css 'Nanum Pen Script', cursive

Noto Sans KR notosanskr.css 'Noto Sans KR', sans-serif

- font-family는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 

font-family: 'Jeju Myeongjo', serif;

- 한글 폰트 사용 예

<!DOCTYPE�html>

<html�lang="ko">

<head>

�<meta�charset="UTF-8">

�<title>Web�Fonts</title>

�<link�href="https://fonts.googleapis.com/earlyaccess/hanna.css"�rel="stylesheet">

�<link�href="https://fonts.googleapis.com/earlyaccess/jejugothic.css"�rel="stylesheet">

�<link�href="https://fonts.googleapis.com/earlyaccess/jejuhallasan.css"�rel="stylesheet">

�<link�href="https://fonts.googleapis.com/earlyaccess/jejumyeongjo.css"�rel="stylesheet">

�<link�href="https://fonts.googleapis.com/earlyaccess/kopubbatang.css"�rel="stylesheet">

�<link�href="https://fonts.googleapis.com/earlyaccess/nanumbrushscript.css"�rel="stylesheet">

�<link�href="https://fonts.googleapis.com/earlyaccess/nanumgothic.css"�rel="stylesheet">

�<link�href="https://fonts.googleapis.com/earlyaccess/nanumgothiccoding.css"�rel="stylesheet">

�<link�href="https://fonts.googleapis.com/earlyaccess/nanummyeongjo.css"�rel="stylesheet">

�<link�href="https://fonts.googleapis.com/earlyaccess/nanumpenscript.css"�rel="stylesheet">

�<link�href="https://fonts.googleapis.com/earlyaccess/notosanskr.css"�rel="stylesheet">

�<style>

��.p1�{�font-family:�'Hanna',�sans-serif;�}

��.p2�{�font-family:�'Jeju�Gothic',�sans-serif;�}

��.p3�{�font-family:�'Jeju�Hallasan',�cursive;�}

��.p4�{�font-family:�'Jeju�Myeongjo',�serif;�}

��.p5�{�font-family:�'KoPub�Batang',�ser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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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font-family:�'Nanum�Brush�Script',�cursive;�}

��.p7�{�font-family:�'Nanum�Gothic',�sans-serif;�}

��.p8�{�font-family:�'Nanum�Gothic�Coding',�monospace;;�}

��.p9�{�font-family:�'Nanum�Myeongjo',�serif;�}

��.p10�{�font-family:�'Nanum�Pen�Script',�cursive;�}

��.p11�{�font-family:�'Noto�Sans�KR',�sans-serif;�}

�</style>

</head>

<body>

<span�class="p1">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span>�/�

<span�class="p2">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span>�/�

<span�class="p3">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span>�/�

<span�class="p4">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span>�/�

<span�class="p5">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span>�/�

<span�class="p6">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span>�/�

<span�class="p7">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span>�/�

<span�class="p8">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span>�/�

<span�class="p9">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span>�/�

<span�class="p10">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span>�/�

<span�class="p11">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span>

</body>

</html>

- 웹 폰트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PC에 설치할 수도 있다. 

- Windows PC, macOS PC, 각종 모바일 장치들이 제공하는 폰트들이 다 달

라서 화면에 표시되는 글꼴들이 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일관

성 있는 글꼴을 제공하려면 웹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Ÿ Font Awesome Ic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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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Awesome Icons는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벡터 스타일 웹 아이

콘 폰트이다. 

- Font Awesome 5 : https://fontawesome.com/ 

- 이전 버전: http://fontawesome.io/icons/ 

- 최신 버전인 Font Awesome 5를 사용하기 위해 https://fontawesome.com/ 

사이트를 방문한다. 

- 사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무료 아이콘 폰트를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는 방

법과 웹에서 제공하는 CDN 링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 먼저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Download Free] 버튼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푼다. 

- 압출을 풀어서 나타난 폴더들 중에 on-server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폴더에 

옮겨놓고 폴더이름을 fontawesome으로 변경한다. 개발자의 필요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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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여 아이콘을 삽입해보자. 

- Font Awesome은 폰트이므로 폰트 컬러를 지정하면 색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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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Font�Awesome</title>

�<link�rel="stylesheet"�href="fontawesome/css/fontawesome-all.css">

�<style>�.red�{�color:�red;�}</style>

</head>

<body>

�<div>

��<i�class="fas�fa-user"></i>

��<i�class="far�fa-user"></i>

��<i�class="fas�fa-american-sign-language-interpreting"></i>

��<i�class="fas�fa-bicycle"></i>

��<i�class="fas�fa-bicycle"></i>

��<i�class="fas�fa-won-sign"></i>

��<i�class="far�fa-comment-alt"></i>

�</div>

�<div�class="red">

��<i�class="fas�fa-car"></i>

��<i�class="fas�fa-camera"></i>

��<i�class="fas�fa-plane"></i>

��<i�class="fas�fa-code"></i>

��<i�class="fas�fa-language"></i>

��<i�class="fas�fa-phone"></i>

��<i�class="fab�fa-apple"></i>

�</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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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하지 않고 CDN 링크 연결하여 사용하기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Font�Awesome</title>

�<link�rel="stylesheet"�href="fontawesome/css/fontawesome-all.css">

�<style>�.red�{�color:�red;�}</style>

</head>

<body>

..

</body>

</html>

F 앞의 예제에서 Font Awesome을 다운로드하여 경로에 넣고 link로 

fontawesome-all.css 파일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F Font Awesome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사용하려면 위 코드에서 빨간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사용하면 된다. 

<link�href="https://use.fontawesome.com/releases/v5.0.6/css/all.css"�rel="stylesheet">

- 아이콘 종류 알아보기
F 사이트에서 Icons 메뉴를 누르면 Font Awesome이 제공하는 모든 폰트가 표시된다. 

이 중에는 Free 아이콘도 있고 유료인 Pro도 있다.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Free 아이콘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왼쪽 리스트에서 Free 링크를 눌러 무료만 표시되

게 하고 사용하면 된다. 

F https://fontawesome.com/ic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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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 페이지가 표시된다. 여기에 폰트 삽입 

코드도 제공하므로 복사해서 페이지에 붙여 넣으면 된다. 

F 위 코드 복사 영역에서 마우스로 선택해 복사하거나 오른쪽의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클립보드로 복사한 후 편집기에 붙여 넣으면 된다. 

<i�class="fas�fa-birthday-ca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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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Bootstrap Icons

- Bootstrap은 Twitter에서 만든 반응형 웹 개발을 위한 CSS Framework이다. 

- Bootstrap은 glyphicon(http://glyphicons.com/) 아이콘을 제공한다. 

- 단, 버전 3.3.7까지만 아이콘 폰트를 제공하고 새 버전인 4.x부터는 제공하

지 않는다. 

- 링크 : https://getbootstrap.com/docs/3.3/ 

- 아이콘 리스트 :　https://getbootstrap.com/docs/3.3/components/

-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도 있고 CDN을 사용할 수도 있다. CDN을 사용하

여 3.3.7 버전의 Glyophicon을 사용하는 예제를 만들어보기로 하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Font�Awesome</title>

<link�rel="stylesheet"�

href="https://maxcdn.bootstrapcdn.com/bootstrap/3.3.7/css/bootstrap.min.css"�

integrity="sha384-BVYiiSIFeK1dGmJRAkycuHAHRg32OmUcww7on3RYdg4Va+PmSTsz/K68vbdEjh4u"�

crossorigin="anonymous">

</head>

<body>

<span�class="glyphicon�glyphicon-asterisk"></span>

<span�class="glyphicon�glyphicon-plus"></span>

<span�class="glyphicon�glyphicon-search"></span>

<span�class="glyphicon�glyphicon-user"></span>

<span�class="glyphicon�glyphicon-heart"></span>

<span�class="glyphicon�glyphicon-ok"></span>

<span�class="glyphicon�glyphicon-remove"></span>

<span�class="glyphicon�glyphicon-time"></span>

<span�class="glyphicon�glyphicon-camera"></span>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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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더 많은 무료 웹 폰트 정보 보기

- 링크 : https://speckyboy.com/free-icon-fonts/ 

CSS Background
CSS는 HTML 요소들의 background를 정의할 수 있다. Block 타입 또는 Inline 타입 요소들

은 모두 배경에 대한 설정을 가질 수 있는데 color, gradient, image 등이다. gradient, 

image는 반복 설정을 부여할 수도 있다. 

¡ Background Color

background-color: 컬러값;

Background Color는 이미 앞에서 “CSS 컬러 값 표현”에서도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았

다. RGB, HEX, HSL, 컬러이름의 값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RGBA, HSLA 함수

를 사용하여 투명한 배경색을 설정할 수도 있다. 다음은 배경색 예제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body�{

���background-color:�lightsteelblue;

��}

��div�{

���display:�inline-block;

���width:�30%;

���height:�1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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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1px�solid�#888;

���margin:�5px;

���padding:�10px;

���font-size:�20px;

���font-weight:�500;

���text-align:�center;

���box-sizing:�border-box;

��}

��.div1�{�background-color:�red;�}

��.div1�span�{�background-color:�#fff;�}

��.div2�{�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2�span�{�background-color:�#ff0;�}

��.div3�{�background-color:�rgba(255,255,255,0.5);�}

��.div3�span�{�background-color:�#000;�color:�white;�}

�</style>

</head>

<body>

�<div�class="div1">background-color:�red;<br><span>background-color:�#fff;</span></div>

�<div� class="div2">background-color:� rgb(255,255,255);<br><span>background-color:� #ff0;</span>

</div>

�<div�class="div3">background-color:�rgba(255,255,255,0.7);<br><span>background-color:�#000;�col

or:�white;</span></div>

</div>

</body>

</html>

Ÿ background-clip

background-clip: padding-box|border-box|content-box;

background-clip은 배경이 적용되는 영역을 설정한다. 

F padding-box : padding 영역까지 표시된다. 

F border-box : 테두리 영역까지 표시된다. 

F content-box : 콘텐트 영역까지만 표시된다. 

-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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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33%;

���height:�auto;

���border:�10px�dashed�red;

���margin:�20px�auto;

���padding:�50px�20px;

���box-sizing:�border-box;

���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green;

���color:�white;

���font-weight:�bold;

��}

��.div1�{�background-clip:�padding-box;�}

��.div2�{�background-clip:�border-box;�}

��.div3�{�background-clip:�content-box;�}

�</style>

</head>

<body>

�<div�class="div1">background-clip:�padding-box</div>

�<div�class="div2">background-clip:�border-box</div>

�<div�class="div3">background-clip:�content-box</div>

</body>

</html>

background-clip 속성은 다른 배경관련 설정에도 사용할 수 있다. 

¡ Background Gradient

Gradient는 컬러가 단일 색을 가지지 않고 변화도를 가지고 점차 변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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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CSS Gradient에는 선형(linear) Gradient와 가운데에서 원형으로 번져나가는 

Radial Gradient가 있다. 

Gradient는 background 또는 background-image에 적용되는 속성이다. 

Ÿ linear-gradient

background: linear-gradient(방향, 컬러, 컬러,...);

- 방향은 다음과 같은 값들을 가질 수 있다. 

F 생략 : 생략하면 to bottom 으로 위에서 아래로 변화한다. 

F to bottom : 위에서 아래로 변화한다. 

F to top : 아래에서 위로 변화한다. 

F to right : 오른쪽으로 변화한다. 

F to left : 왼쪽으로 변화한다. 

F to bottom right : 오른쪽 아래로 변화한다. 

F to top right : 오른쪽 위로 변화한다. 

F to bottom left : 왼쪽 아래로 변화한다. 

F to top left : 왼쪽 위로 변화한다. 

F 각도 : 45deg, -45deb처럼 지정해준 각도 만큼 위에서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각도의 

방향으로 변화한다. -기호가 밭으면 반대 방향으로 변화한다. 

- 컬러는 두 개 이상 여러개의 컬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컬러이름 또는 

HEX, rgb, hsl 등의 컬러 값을 사용할 수 있으며 alpha 값으로 불투명도를 

지정할 수도 있다. 컬러가 많으면 그만큼 컬러의 변화가 다양한다. 

- 다음은 다양한 선형 Gradient의 예제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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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100px;

���border:�1px�solid�#888;

���margin:�5px;

���font-size:�20px;

���font-weight:�500;

���text-align:�center;

���box-sizing:�border-box;

��}

��.div1�{�background:�linear-gradient(yellow,�red);�}

��.div2�{�background:�linear-gradient(to�right,�yellow,�red);�}

��.div3�{�background:�linear-gradient(to�bottom�right,�yellow,�red);�}

��.div4�{�background:�linear-gradient(to�top�left,�yellow,�red);�}

��.div5�{�background:�linear-gradient(to�right,�yellow,�red,�green,�blue);�}

��.div6�{�background:�linear-gradient(to�right,�rgba(255,0,0,0.5),�yellow);�}

�</style>

</head>

<body>

�<div�class="div1">background:�linear-gradient(red,�yellow);</div>

�<div�class="div2">linear-gradient(to�right,�red,�yellow);</div>

�<div�class="div3">linear-gradient(to�bottom�right,�red,�yellow);</div>

�<div�class="div4">linear-gradient(to�top�left,�red,�yellow);</div>

�<div�class="div5">background:�linear-gradient(to�right,�yellow,�red,�green,�blue);</div>

�<div�class="div6">background:�linear-gradient(to�right,�rgba(255,0,0,0.5),�yellow);</div>

</div>

</body>

</html>

Ÿ repeating-linear-gradient

background: repeating-linear-gradient(방향, 컬러 [변화위치], 컬러 [변화위치],...);

- linear-gradient를 반복하기 위해 repeating-linear-gradient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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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법은 linear-gradient와 거의 같지만 컬러값에 변화위치를 비율(%) 또

는 크기(px 등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변화 위치를 20%로 지정하면 20% 

크기 뒤에 지정한 컬러로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 다음의 반복 선형 Gradient의 예제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48%;

���height:�100px;

���border:�1px�solid�#888;

���margin:�5px;

���font-size:�20px;

���font-weight:�500;

���text-align:�center;

���box-sizing:�border-box;

��}

��.div1�{�background:�repeating-linear-gradient(yellow,�red�20%);�}

��.div2�{�background:�repeating-linear-gradient(to�right,�yellow,�red�20px);�}

��.div3�{�background:�repeating-linear-gradient(to�bottom�right,�yellow,�red�20px);�}

��.div4�{�background:�repeating-linear-gradient(to�bottom�left,�yellow,�red�10%);�}

��.div5�{�background:�repeating-linear-gradient(to�right,�yellow,�red�20%,�green�40%);�}

��.div6�{�background:�repeating-linear-gradient(to�right,�yellow,�red�20%,�green�40%,�blue);�}

�</style>

</head>

<body>

�<div�class="div1">repeating-linear-gradient(yellow,�red�20%);</div>

�<div�class="div2">repeating-linear-gradient(to�right,�yellow�10px,�red�20px);</div>

�<div�class="div3">linear-gradient(to�bottom�right,�red,�yellow);</div>

�<div�class="div4">repeating-linear-gradient(to�bottom�left,�yellow�5%,�red�10%);</div>

�<div�class="div5">repeating-linear-gradient(to�right,�yellow,�red�20%,�green�40%);</div>

�<div�class="div6">repeating-linear-gradient(to�right,�yellow,�red�20%,�green�40%,�blue);</div>

</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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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radial-gradient

background: radial-gradient(모양 at 위치, 시작컬러,..., 마지막컬러);

- 모양 
F ellipse : 기본값, 타원

F circle : 원

- 위치 : center

F circle : 원

- 모양 at 위치에 대한 다른 값들

F closest-side : 가까운 쪽 기준, 예) closest-side at 50px 50px

F farthest-side : 먼쪽 기준, 예) farthest-side at 50px 50px

F closest-corner : 가까운 구석 기준, 예) closest-corner  at 50px 50px

F farthest-corner: 먼쪽 구석 기준, 예) farthest-corner  at 50px 50px

- 반복 :  repeating-radial-gradient()

-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30%;

���height:�100px;

���border:�1px�solid�#888;

���margin:�5px;

���font-size:�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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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weight:�500;

���text-align:�center;

���box-sizing:�border-box;

��}

��.div1�{�background:�radial-gradient(yellow,�red);�}

��.div2�{�background:�radial-gradient(yellow�50%,�red);�}

��.div3�{�background:�radial-gradient(circle�at�center,�yellow�50%,�red);�}

��.div4�{�background:�radial-gradient(closest-side�at�20%�50%,�yellow,�red);�}

��.div5�{�background:�radial-gradient(closest-corner�at�80%�30%,�yellow,�red);�}

��.div6�{�background:�radial-gradient(farthest-side�at�20%�60%,�yellow,�red);�}

��.div7�{�background:�radial-gradient(farthest-corner�at�70%�80%,�yellow,�red);�}

��.div8�{�background:�repeating-radial-gradient(yellow�10%,�red�20%);�}

��.div9�{�background:�repeating-radial-gradient(circle�at�center,�yellow�10%,�red�20%);�}

�</style>

</head>

<body>

�<div�class="div1">radial-gradient(yellow,�red);</div>

�<div�class="div2">radial-gradient(yellow�50%,�red);</div>

�<div�class="div3">radial-gradient(circle�at�center,�yellow,�red);</div>

�<div�class="div4">radial-gradient(closest-side�at�20%�50%,�yellow,�red);</div>

�<div�class="div5">radial-gradient(closest-corner�at�20%�50%,�yellow,�red);</div>

�<div�class="div6">radial-gradient(farthest-side�at�20%�60%,�yellow,�red);</div>

�<div�class="div7">radial-gradient(farthest-corner�at�20%�60%,�yellow,�red);</div>

�<div�class="div8">repeating-radial-gradient(yellow�10%,�red�20%);</div>

�<div�class="div9">repeating-radial-gradient(circle�at�center,�yellow�10%,�red�20%);</div>

</div>

</body>

</html>

¡ Background Image

Ÿ background-image

background-image: url(이미지경로와 파일명);

background-image: url(이미지경로와 파일명);을 설정해주면 배경에 이미지가 표시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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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별 다른 설정이 없으면 배경이미지가 요소보다 작은 경우 패턴 채움처럼 반복적으로 표

시된다. 

아래 예제에서 body에 설정된 배경이미지는 500x300으로 페이지보다 작은 경우 여러번 반

복되어 채워진 것을 볼 수 있다. div 요소에 설정된 배경이미지는 반복되었지만 요소와 같

은 사이즈인 1000x200 크기이므로 가득차 보인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body�{

���background-image:�url(http://placeimg.com/500/300/nature);
��}

��div�{

���background-image:�url(http://placeimg.com/1000/200/animals);
���width:�1000px;

���height:�200px;

���border:�3px�solid�white;

���margin:�20px�auto;

���padding:�10px;

���box-sizing:�border-box;

��}

�</style>

</head>

<body>

�<div></div>

</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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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background-repeat

background-repeat: repeat|repeat-x|repeat-y|no-repeat|space|round;

background-repeat는 배경의 반복에 관해 설정해주는 속성으로 다음과 같다. 

F repeat : 기본값, 반복한다. 

F repeat-x : 가로로만 반복한다. 

F repeat-y : 세로로만 반복한다. 

F no-repeat : 반복하지 않는다. 

F space : 공백을 포함하여 가로 크기에 맞도록 배경을 반복한다. 

F round : 세로 높이에 맞도록 배경의 세로를 늘이거나 줄인다. 

-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33%;

���height:�15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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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height:�150px;

���border:�3px�solid�red;

���margin:�20px�auto;

���padding:�10px;

���box-sizing:�border-box;

���text-align:�center;

���background-image:�url(http://placeimg.com/100/100/nature);

��}

��span�{�background-color:�white;�color:�black;�padding:�5px;�font-weight:�bold;}

��.div1�{�background-repeat:�repeat;�}

��.div2�{�background-repeat:�no-repeat;�}

��.div3�{�background-repeat:�repeat-x;�}

��.div4�{�background-repeat:�repeat-y;�}

��.div5�{�background-repeat:�space;�}

��.div6�{�background-repeat:�round;�}

�</style>

</head>

<body>

�<div�class="div1"><span>background-repeat:�repeat</span></div>

�<div�class="div2"><span>background-repeat:�no-repeat</span></div>

�<div�class="div3"><span>background-repeat:�repeat-x</span></div>

�<div�class="div4"><span>background-repeat:�repeat-y</span></div>

�<div�class="div5"><span>background-repeat:�space</span></div>

�<div�class="div6"><span>background-repeat:�round</span></div>

</div>

</body>

</html>

Ÿ background-position

background-position: 포지션값;

background-position은 배경이미지가 시작하는 위치를 설정하는 속성으로 다음과 같은 값

들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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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op, right, bottom, left를 쌍으로 표시

left top, left center, left bottom, right top, right center, right bottom, center top, 

center center, center bottom

만일 하나의 값만 설정하면 나머지 값은 자동으로 center로 설정됨

F x좌표, y좌표 : 좌표 단위는 %, px, in, mm, cm, em 등 CSS 단위들 사용 가능

-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33%;

���height:�150px;

���line-height:�150px;

���border:�3px�solid�red;

���margin:�20px�auto;

���padding:�10px;

���box-sizing:�border-box;

���text-align:�center;

���background-image:�url(images/bg.png);

��}

��span�{�background-color:�white;�color:�black;�padding:�5px;�font-weight:�bold;}

��.div1�{�background-position:�center�center;�}

��.div2�{�background-position:�left�top;�}

��.div3�{�background-position:�left�center;�}

��.div4�{�background-position:�left�bottom;�}

��.div5�{�background-position:�right�top;�}

��.div6�{�background-position:�right�center;�}

��.div7�{�background-position:�right�bottom;�}

��.div8�{�background-position:�center�top;�}

��.div9�{�background-position:�center�bottom;�}

��.div10�{�background-position:�50px�50px;�}

��.div11�{�background-position:�30%�30%;�}

��.div12�{�background-position:�0�0;�}��

�</style>

</head>

<body>

�<div�class="div1"><span>background-position:�center�center</span></div>

�<div�class="div2"><span>background-position:�left�top</span></div>

�<div�class="div3"><span>background-position:�left�center</span></div>

�<div�class="div4"><span>background-position:�left�bottom</span></div>

�<div�class="div5"><span>background-position:�right�top</span></div>

�<div�class="div6"><span>background-position:�right�center</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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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class="div7"><span>background-position:�right�bottom</span></div>

�<div�class="div8"><span>background-position:�center�top</span></div>

�<div�class="div9"><span>background-position:�center�bottom</span></div>

�<div�class="div10"><span>background-position:�50px�50px</span></div>

�<div�class="div11"><span>background-position:�30%�30%</span></div>

�<div�class="div12"><span>background-position:�0�0</span></div>�

</div>

</body>

</html>

Ÿ background-size

background-size: auto|length|cover|contain;

background-size는 배경이미지의 크기를 지정한다. 이는 실제 이미지 크기와는 다르게 CSS

로 이미지의 사이즈를 정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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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uto : 배경 이미지의 본래 크기로 표시된다. 

F width, height : 크기를 정해준다. 만일 첫 번째 값인 width만 설정하면 두 번째 값 

height는 자동으로 설정된다. 단위는 %, px, cm, mm, in, em 등 CSS 단위를 사용한다. 

F cover : 배경이미지가 표시되는 요소(콘테이너)를 다 뒤덮는 크기로 자동으로 크기가 조

정된다. 맞추는 과정에서 이미지의 일부가 잘려나가거나 늘어날 수도 있다. 

F contain : 배경의 모든 이미지가 다 보이도록 조절한다. 

-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33%;

���height:�150px;

���line-height:�150px;

���border:�3px�solid�red;

���margin:�20px�auto;

���padding:�10px;

���box-sizing:�border-box;

���text-align:�center;

���background-image:�url(images/sample.png);

��}

��span�{�background-color:�white;�color:�black;�padding:�5px;�font-weight:�bold;}

��.div1�{�background-size:�auto;�}

��.div2�{�background-size:�150px�150px;�}

��.div3�{�background-size:�10em�50%;�}

��.div4�{�background-size:�200px;�}

��.div5�{�background-size:�cover;�}

��.div6�{�background-size:�contain;�}

�</style>

</head>

<body>

�<div�class="div1"><span>background-size:�auto</span></div>

�<div�class="div2"><span>background-size:�150px�150px</span></div>

�<div�class="div3"><span>background-size:�10em�50%</span></div>

�<div�class="div4"><span>background-size:�200px</span></div>

�<div�class="div5"><span>background-size:�cover</span></div>

�<div�class="div6"><span>background-size:�contain</span></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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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background-origin

background-origin: padding-box|border-box|content-box;

background-origin은 배경이미지를 표시할 영역을 설정한다. 

F padding-box : padding 영역까지 표시된다. 

F border-box : 테두리 영역까지 표시된다. 

F content-box : 콘텐트 영역가지만 표시된다. 

-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33%;

���height:�150px;

���border:�10px�dashed�red;

���margin:�20px�auto;

���padding:�50px�20px;

���box-sizing:�border-box;

���text-align:�center;

���background-image:�url(images/bg.png);

���background-repeat:�no-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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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background-color:�white;�color:�black;�padding:�5px;�font-weight:�bold;}

��.div1�{�background-origin:�padding-box;�}

��.div2�{�background-origin:�border-box;�}

��.div3�{�background-origin:�content-box;�}

�</style>

</head>

<body>

�<div�class="div1"><span>background-origin:�padding-box</span></div>

�<div�class="div2"><span>background-origin:�border-box</span></div>

�<div�class="div3"><span>background-origin:�content-box</span></div>

</body>

</html>

Ÿ background-atatchment

background-attachment: scroll|fixed|local;

background-attachment는 페이지가  스크롤 될 때 요소의 배경이미지가 어떻게 움직일지

를 설정한다. 다음과 같은 값이 있다. 

F scroll : 기본값, 페이지가 스크롤되면 배경이미지도 따라 스크롤된다. 

F fixed : 페이지가 스크롤 되어도 배경이미지는 스크롤되지 않는다. 

F local : 배경이미지가 요소에 포함된 콘텐츠와 함께 스크롤 된다. 

-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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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left;

���width:�300px;

���height:�500px;

���border:�1px�solid�red;

���margin:�10px;

���padding:�20px;

���line-height:�300%;

���text-align:�center;

���color:�white;

���font-weight:�bold;

���background-image:�url(images/image.png);

���background-repeat:�no-repeat;

���background-position:�50%�50%;

���background-size:�cover;

��}

��.div1�{�background-attachment:�fixed;�}

��.div2�{�background-attachment:�scroll;�}

��.div3�{�background-attachment:�local;�overflow-y:�scroll;�}

�</style>

</head>

<body>

�<div�class="div1">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div>

�<div�class="div2">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div>

�<div�class="div3">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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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p>��

�</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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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두 개 이상의 백그라운드 이미지 사용

background-image: url(이미지), url(이미지);

background-image에는 두 개 이상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는 쉼표로 구분하고, 

repeat 속성 등은 이미지 개수만큼 사용해야 한다. 이미지를 여러개 사용하면 첫 번째 이미

지부터 맨 위로 표시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body�{

���background-image:�url(images/css.png),�url(images/html.png),�url(images/image.png)�;

���background-repeat:�no-repeat,�repeat,�repeat;

��}

�</style>

</head>

<body>

</body>

</html>

Ÿ background-blend-mode

background-blend-mode: 혼합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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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성은 두 개 이상의 이미지를 배경이미지로 사용했을 대 각각의 이미지를 어떻게 섞을 

것인지에 대한 속성이다. 다음의 값들이 있다. 

F normal : 기본값,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표시한다. 

F multiply : multiply 모드로 혼합한다. 

F screen : screen 모드로 혼합한니다.

F overlay : overlay 모드로 혼합한다.  

F darken : darken 모드로 혼합한다. 

F lighten : lighten 모드로 혼합한다. 

F color-dodge : color-dodge 모드로 혼합한다. 

F saturation : saturation 모드로 혼합한다. 

F color : color 모드로 혼합한다. 

F luminosity : luminosity 모드로 혼합한다. 

-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300px;

���height:�180px;

���background-image:�url(images/css.png),�url(images/image.png);

���background-size:�100%,�cover;

��}

��span�{

���background-color:�white;

���font-size:�20px;

��}

��.div1�{�background-blend-mode:�normal;�}

��.div2�{�background-blend-mode:�multiply;�}

��.div3�{�background-blend-mode:�screen;�}

��.div4�{�background-blend-mode:�overlay;�}

��.div5�{�background-blend-mode:�darken;�}

��.div6�{�background-blend-mode:�lighten;�}

��.div7�{�background-blend-mode:�color-dodge;�}

��.div8�{�background-blend-mode:�saturation;�}

��.div9�{�background-blend-mode:�color;�}

��.div10�{�background-blend-mode:�luminosity;�}

�</style>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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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div�class="div1"><span>normal</span></div>

�<div�class="div2"><span>multiply</span></div>

�<div�class="div3"><span>screen</span></div>

�<div�class="div4"><span>overlay</span></div>

�<div�class="div5"><span>darken</span></div>

�<div�class="div6"><span>lighten</span></div>

�<div�class="div7"><span>color-dodge</span></div>

�<div�class="div8"><span>saturation</span></div>

�<div�class="div9"><span>color</span></div>

�<div�class="div10"><span>luminosity</span></div>

</body>

</html>

Ÿ background-image와 background-color를 동시에 쓰기

background-image와 background-color를 동시에 쓸 수 있다. 만일 image 리소스 

연결에 실패한다면 이미지 대신 컬러가 표시될 것이다.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된 경우 투명한 배경을 가지지 않는다면 배경색은 표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지가 투명영역을 갖는 png 또는 gif라면 투명한 영

역에 배경색이 표시될 것이다. 

다음은 투명 영역을 가지지 않은 이미지를 배경이미지로 사용하고 배경색도 설정

한 경우이다. 결과를 보면 배경색은 보이지 않는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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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background-color:�red;

���background-image:�url(images/image.png);

��}

�</style>

</head>

<body>

</body>

</html>

다음은 투명 영역을 갖는 png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하고 배경색을 설정한 경우

의 예제이다. 투명 영역 뒤로 배경색이 표시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body�{

���background-color:�aqua;

���background-image:�url(images/css.png);

��}

�</style>

</head>

<body>

</body>

</html>



WEB_HTML_CSS(유승열).hwp 359

Ÿ background

background: color image position size origin clip attachment;

background는 각각 background-color, background-image, background-size, 

background-origin, background-clip, background-attatchment 등의 여러 속성을 

한 번에 설정할 수 있다. 다음은 background 사용 예제이다.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550px;

���height:�180px;

��}

��span�{

���background-color:�white;

���font-size:�20px;

��}

��.div1�{�background:�red�url(images/sample.png)�repeat;�}

��.div2�{�background:�red�url(images/html.png)�no-repeat�center;�}

��.div3�{�background:�aqua�url(images/sample.png)�repeat-x�top�left;�}

�</style>

</head>

<body>

�<div�class="div1"><span>background:�red�url(images/sample.png)�repeat</span></div>

�<div�class="div2"><span>background:�red�url(images/html.png)�no-repeat�center</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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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class="div3"><span>background:�red�url(images/sample.png)�repeat-x�top�left</span></div>

</body>

</html>

¡ Background 이미지로 아이콘 사용하기

아이콘 폰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씩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 아이콘들을 포함시킨 큰 이미지를 불러와서 부분부분 쪼개서 사

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jQuery UI가 사용하는 아이콘이 다음과 같은 방식이

다. 

먼저 아이콘들을 포함한 이미지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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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s.png

위 아이콘 이미지를 사용하여 개별적인 아이콘들을 만들어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span�{

���display:�inline-block;

���width:�62px;

���height:�62px;

���margin:�10px;

���border:�1px�solid�#888;

���border-radius:�10px;

���background-repeat:�no-repeat;

��}

��.icon1�{�background:�url(images/icons.png)�0�0;�}

��.icon2�{�background:�url(images/icons.png)�-63px�0;�}

��.icon3�{�background:�url(images/icons.png)�-134px�0;�}

��.icon4�{�background:�url(images/icons.png)�-196px�0;�}

��.icon5�{�background:�url(images/icons.png)�0�-85px;�}

��.icon6�{�background:�url(images/icons.png)�-63px�-85px;�}

��.icon7�{�background:�url(images/icons.png)�-134px�-85px;�}

��.icon8�{�background:�url(images/icons.png)�-196px�-85px;�}

��.icon9�{�background:�url(images/icons.png)�0�-170px;�}

��.icon10�{�background:�url(images/icons.png)�-63px�-170px;�}

��.icon11�{�background:�url(images/icons.png)�-134px�-170px;�}

��.icon12�{�background:�url(images/icons.png)�-196px�-170px;�}

�</style>

</head>

<body>

�<span�class="icon1"></span>

�<span�class="icon2"></span>

�<span�class="icon3"></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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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class="icon4"></span>

�<span�class="icon5"></span>

�<span�class="icon6"></span>

�<span�class="icon7"></span>

�<span�class="icon8"></span>

�<span�class="icon9"></span>

�<span�class="icon10"></span>

�<span�class="icon11"></span>

�<span�class="icon12"></span>

</body>

</html>

CSS Display
display 속성은 요소가 웹 페이지 내에서 어떻게 보여질 지를 결정하는 속성이다. 

이미 앞의 많은 예제들에서 display 속성들이 사용되었다. 여기에서는 display의 

모든 값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display: 속성값;

display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속성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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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설명
none 요소를 표시하지 않는다. 페이지에서 사라진다. 

inline
어떤 요소든 하나의 글자처럼 취급된다. div에 inline 속성을 지정하면 
span이나 a 요소처럼 작동한다. 다른 텍스트나 요소들이 앞뒤에 배치
된다. 이 요소는 넓이, 높이 등을 부여해도 적용되지 않는다. 

block
div나 p 요소와 같이 block 요소로 작동한다. 다른 텍스트나 요소들이 
요소의 왼쪽 오른쪽에 배치될 수 없고 새로운 라인으로 시작되면 넓
이와 높이를 가진다. 

inline-block
다른 요소들과의 사이에서는 inline 요소처럼 작동하지만 넓이와 높이
를 가질 수 있다. 글자처럼 취급되는 박스라고 할 수 있다. 

table 요소를 table처럼 작동하게 한다. 
table-caption 요소를 table의 <caption> 요소처럼 작동하게 한다. 
table-column-group 요소를 table의 <colgroup> 요소처럼 작동하게 한다. 
table-header-group 요소를 table의 <thead> 요소처럼 작동하게 한다. 
table-footer-group 요소를 table의 <tfoot> 요소처럼 작동하게 한다. 
table-row-group 요소를 table의 <tbody> 요소처럼 작동하게 한다. 
table-cell 요소를 table의 <td> 요소처럼 작동하게 한다. 
table-column 요소를 table의 <col> 요소처럼 작동하게 한다. 
table-row 요소를 table의 <tr> 요소처럼 작동하게 한다. 
inline-table inline  형식의 테이블을 설정한다. 

flex
하위 요소들을 block 형태의 flex 요소로 설정한다. flex는 
inline-block, float 등처럼 레이아웃을 작성할 때 주로 사용한다. 

inline-flex 하위 요소들을 inline 형식의 flex 요소들로 설정한다. 

¡ display: none;

요소가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는다. 이 설정은 임시로 요소를 감추거나 나중에 다

른 동작에 의해 나타나게 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다음 예제는 페이지 로딩 시에는 

감춰져 있다가 링크를 눌렀을 때 표시되는 요소의 예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p�{�display:�inline;�}

��.more�{�display:�none;�}
��a:focus�+�p�{�display:�block;�}

�</style>

</head>

<body>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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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tempor�incididunt�ut�

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p>

�<a�href="#">more</a>

�<p�class="more">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cillum�dolore�eu�

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proident,�sunt�in�culpa�qui�officia�

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p>

�</div>

</body>

</html>

이 예제에서 more 클래스를 갖는 p는 처음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a 링크에 포

커스가 생기면 즉, a 링크를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탭키를 사용해서 a 링크에 도달

하면 그 때 more 클래스를 갖는 p의 display 속성을 block로 해서 화면에 표시되

게 한다. 

¡ display: inline;

inline 값은 설정된 요소를 모두 inline 요소로 만든다. inline 요소란 텍스트의 글자 

하나처럼 작동하는 요소로서 img, a, span 등은 처음부터 inline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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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나 p와 같은 Block 요소들도 inline 속성을 주면 inline 요소로 작동한다. 

inline 요소로 지정하면 요소의 좌우에 다른 요소들이 글자가 놓여지듯 배치될 수 

있고 width, height 속성은 적용되지 않아서 설정해도 무시된다. 단, 테두리나 배경

색, 여백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음의 예제에서 inline 속성을 부여한 Block 요소들과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어떻

게 표시되는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inline 요소로 변경된 Block 요소의 

width, height가 무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width:�300px;�

���height:�50px;�

���border:�1px�solid�red;�

���background-color:yellow;�

���margin:�5px;

��}

��.setinline�{�

���display:�inline;�

��}

�</style>

</head>

<body>

�<div�class="setinline">linine�1</div>

�<div�class="setinline">linine�2</div>

�<div�class="setinline">linine�3</div>

�<div>block</div>

</body>

</html>

이 예제에서 inline 속성을 가진 div들은 모든 div에 주어진 넓이, 높이가 무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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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lay: inline-block;

inline-block 값은 설정된 요소를 모두 inline 요소로 만든다는 점에서 inline과 똑

같다. 다만, block 요소처럼 width, height를 갖는다는 점이 다른다. 다음의 예제에

서는 inline 예제와 비슷한 HTML 구조에서 inline 대신에 inline-block로 설정한 결

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normal�{

���border:�1px�solid�#888;�

���background-color:�#ddd;�

��}

��.setinline�{�

���display:�inline-block;�

���width:�300px;�

���height:�50px;�

���border:�1px�solid�red;�

���background-color:yellow;�

���margin:�5px;���

��}

�</style>

</head>

<body>

�<div�class="setinline">linine�1</div>

�<div�class="setinline">linine�2</div>

�<div�class="setinline">linine�3</div>

�<div�class="normal">block</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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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line-block에서 요소 사이의 공백

inline-block 요소는 하나의 글자처럼 취급된다고 했다. 따라서 코드 상의 공백은 

텍스트에서 공백처럼 화면에 그대로 공백으로 표시된다. 공백이 표시되는 다음의 

예를 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300px;�

���height:�50px;�

���border:�1px�solid�red;�

���background-color:yellow;�

���text-align:�center;

���line-height:�50px;

��}

�</style>

</head>

<body>

�<div�class="setinline">linine�1</div>

�<div�class="setinline">linine�2</div>

�<div�class="setinline">linine�3</div>

</body>

</html>

위 예제는 inlie 1, 2, 3 사이에 공백이 표시된다. 위 코드를 보면 body 안의 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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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div들 끝에 줄바꿈 문자가 있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위해서 공백이 포함되었다. 

이 공백과 줄바꿈은 하나의 빈 칸(공백)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모든 div들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이 공백을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는 div들 사이에 공백이나 줄바꿈을 두지 않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div

요소들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입력해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300px;�

���height:�50px;�

���border:�1px�solid�red;�

���background-color:yellow;�

���text-align:�center;

���line-height:�50px;

��}

�</style>

</head>

<body>

<div>linine�1</div><div>linine�2</div><div>linine�3</div>

</body>

</html>

inline-block 요소들 사이에 공백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inline-block 요소들 사이의 공백을 없애는 또다른 방법은 줄바꿈을 주석으로 감싸

는 것이다. 다음의 예제도 inline-block 요소들 사이의 공백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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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300px;�

���height:�50px;�

���border:�1px�solid�red;�

���background-color:yellow;�

���text-align:�center;

���line-height:�50px;

��}

�</style>

</head>

<body>

<div>linine�1</div><!--

--><div>linine�2</div><!--

--><div>linine�3</div>

</body>

</html>

inline-block 사이의 공백을 없애는 또 다른 방법으로 font-size를 0로 설정하는 것

이다. 단, 내부 요소들의 font-size는 새로 지정해야 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wrap�{

���font-size:�0;

��}

��.wrap�>�div�{�

���display:�inline-block;�

���width:�300px;�

���height:�5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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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1px�solid�red;�

���background-color:yellow;�

���text-align:�center;

���line-height:�50px;

���font-size:�1rem;

��}

�</style>

</head>

<body>

�<div�class="wrap">

��<div>linine�1</div>

��<div>linine�2</div>

��<div>linine�3</div>

�</div>

</body>

</html>

inline-block을 사용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문 웹 사이트 레이아웃을 

작성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inline-block은 여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편법을 일부 사용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코드가 

복잡해지고 폰트사이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나

중에 배울 포지셔닝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볼 것이다. 

¡ display: table, table-row, table-cell

요소를 테이블 형식으로 다루는 display 값에는 다음요소들이 있다. 

table,�table-caption,�table-column-group,�table-header-group,�table-footer-group,�

table-row-group,�table-cell,�table-column,�table-row,�inline-table

div와 같은 요소들이 위 속성값을 가지면 마치 테이블처럼 다룰 수 있다. 

다음은 table, table-row, table-cell만을 활용해서 div 요소들을 table로 만든 예제

이다. 특이한 것은 display를 table로 설정한 요소에 대해서 border-collapse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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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테이블에서 주로 사용하는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box�{�

���display:�table;�

���border-collapse:�collapse;
��}

��.box�.row�{

���display:�table-row;
��}

��.box�.row�div�{

���display:�table-cell;
���padding:�5px;

���border:�1px�solid�#888;

��}

�</style>

</head>

<body>

�<div�class="box">

���<div�class="row">

����<div>row�1�cell�1</div>

����<div>row�1�cell�2</div>

����<div>row�1�cell�3</div>����

����<div>row�1�cell�4</div>�

���</div>

���<div�class="row">

����<div>row�2�cell�1</div>

����<div>row�2�cell�2</div>

����<div>row�2�cell�3</div>�

����<div>row�2�cell�4</div>���

���</div>���

�</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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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lay: flex;

flex는 CSS에서 layout을 작성하기 위해 추가된 box 모델이다. 유동적 요소인 flex 

box는 요소들의 가로 세로 정렬 뿐만 아니라 순서 및 역순 정렬, 같은 간격 정렬 

등의 다양한 속성들을 추가로 가질 수 있어 레이아웃 작성에 최적화되어 있다. 

flex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올 flexbox model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서

는 생락한다. 

CSS Box 모델과 여백, 사이즈

¡ Box 모델이란?

HTML의 대부분의 요소들은 하나의 박스로 간주될 수 있다. body에서부터 body 

안에 들어가는 많은 요소들은 박스 안에 또다른 박스가 들어간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을 Box 모델이라고 한다. 

¡ 여백과 사이즈

모든 박스들은 값을 설정했든 하지 않았든 크기를 갖는다. 이 크기를 결정하는 요

소들에는 내용의 크기와 안쪽 여백 그리고 테두리아 바깥쪽 여백이 있다. 

즉 하나의 요소의 넓이와 높이를 구성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내용 : Content의 넓이와 높이

- 안쪽여백 : Padding

- 테두리 : Border

- 바깥여백 :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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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안쪽여백(Padding)

테두리(Border)

바깥여백(Margin) margin-top

내용(Content)

border-top

padding-top

height

padding-bottom

border-bottom

margin-bottom

margin-left

border-left

padding-left width padding-right

border-right

margin-right

어떤 요소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넓이 = [margin-left] + [border-left] + [padding-left] + [width] + 

        [padding-right] + [border-right] + [margin-right]

- 높이 = [margin-top] + [border-top] + [padding-top] + [height] +

        [padding-bottom] + [border-bottom] + [margin-bottom]

Ÿ 여백(margin,padding) 값 지정

margin, padding은 각각 top(위), right(오른쪽), bottom(아래), left(왼쪽) 값을 넣을 

수 있고 또는 –를 붙여서 각각의 값을 설정할 수 있다. 값은 px, mm, cm, in, em, 

%등 여러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 margin: 10px; 
F 하나의 값을 가지면 top, right, bottom, left 모든 값을 10px로 한다.

- margin: 10px 0 10px 0; 
F 네 개의 값을 가지면 top부터 시계방향으로 모든 margin 값을 지정한다. 

F top=10px, right=0, bottom=10px, left=0 

- margin: 0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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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두 개의 값을 가지면 첫 번째 값은 top과 bottom을 두 번째 값은 right와 left를 설

정한다. 

F top=0, right=10px, bottom=0, left=10px

- margin: 10px 20px 30px;
F 세 개의 값을 가지면 첫 번째는 top을, 두 번째는 right와 left를, 세 번째는 bottom 

값을 설정한다. 

F top: 10px, right: 20px, bottom: 30px, left: 20px;

- margin-top: 10px; 

F 위쪽 margin을 10px로 설정한다. 

- margin-right: 10px; 

F 오른쪽 margin을 10px로 한다.

- margin-bottom: 0; 

F 아래쪽 margin을 10px로 한다. 

- margin-left: 10px;

F 왼쪽 margin을 10px로 한다. 

위에서 설명한 margin 값 지정은 padding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된다. 

- padding: 10px; 

- padding: 10px 5px; 

- padding: 0 10px 5px; 

- padding: 0 10px 5px 20px; 

- padding-top: 5px; 

- padding-right: 10px; 

- padding-bottom: 20px;

- padding-left: 30px;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body�{

���margin:�0;

���background-color:�#0ff;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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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500px;

���height:�100px;

���padding:�20px;

���margin:�20px;

���border:�20px�solid�#999;

���background-color:�#ff0;

��}

��div�>�p�{

���display:�inline-block;

���margin:�0;

���padding:�0;

���width:�100%;

���height:�100%;

���font-size:�0;

���background-color:�#f00;

��}

�</style>

</head>

<body>

�<div><p></p></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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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개발자모드(F12)에서 확인해본 요소의 사이즈

위 예제를 보면 div 요소의 width는 500px, height는 100px이다. border까지 포함

한 크기는 각각 580px, 180px을 차지한다. 여기에 margin까지 포함한 크기가 실제 

차지하는 영역이므로 각각 620px, 220px의 크기를 차지한다. 

Ÿ margin: 0 auto;의 특별한 사용

- margin의 좌우 값을 auto로 사용하면 요소가 화면 좌우 기준 가운데로 이

동한다. 

- 즉, 왼쪽 및 오른쪽의 여백을 브라우저가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요소를 화

면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할 수 있다. 첫 번째 값은 어떤 값이라도 넣을 수 

있다. 단 margin: auto auto와 같이 해도 상하의 위치가 가운데로 이동하

지는 않는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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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div�{

���margin:�0�auto;
���width:�500px;

���height:�100px;

���background-color:�#f00;

���line-height:�100px;

���text-align:�center;

���color:�#fff;

���font-size:�50px;

��}

�</style>

</head>

<body>

�<div>

��margin:�0�auto;

�</div>

</body>

</html>

Ÿ 테두리(border) 설정

border는 border  속성으로 모든 면에 테두리를 그릴 수도 있고 border-top, 

border-right, border-bottom, border-left와 같이 각각의 방향에 대한 테두리 속성

을 설정할 수도 있다. 또 border-width, border-style, border-color 속성으로 두께, 

스타일, 색상을 따로따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이 각각의 속성은 방향마다 따로 설정

할 수도 있다.  

border�:�width�style�color�;

border-top�:�width�style�color�;

border-right�:�width�style�color�;

border-bottom�:�width�style�color�;

border-left�:�width�style�color�;

border-width�:�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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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style:�style;

border-color:�color;

border-top-width�:�width;

border-top-style:�style;

border-top-color:�color;

border-right-width�:�width;

border-right-style:�style;

border-right-color:�color;

border-bottom-width�:�width;

border-bottom-style:�style;

border-bottom-color:�color;

border-left-width�:�width;

border-left-style:�style;

border-left-color:�color;

- width : 테두리 두께로 CSS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 style : 테두리 스타일로 outline 스타일과 마친가지로 다음의 값들을 가질 

수 있다. 
F none : (기본값) outline이 없다.

F hidden : 감춰진 outline 설정

F dotted : 점선

F dashed : 대시선

F solid : 실선

F double : 이중선

F groove :３차원 액자 형태

F ridge : ３차원 액자 형태

F inset :３차원 액자 형태

F outset : ３차원 액자 형태

- color : CSS 컬러 값을 가질 수 있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span�{�display:�inline-block;�background-color:�#ff0;�padding:�10px;�margin:�10px;�}

��.border1�{�border:�5px�solid�red;�}

��.border2�{�border:�5px�dotted�red;�}��

��.border3�{�border:�5px�dashed�red;�}��

��.border4�{�border:�5px�double�red;�}

��.border5�{�border:�5px�gro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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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6�{�border:�5px�ridge�red;�}

��.border7�{�border:�5px�inset�red;�}

��.border8�{�border:�5px�outset�red;�}

��.border9�{�

���border-top:�5px�solid�green;�

���border-right:�5px�dotted�blue;�

���border-bottom:�5px�dashed�red;�

���border-left:�5px�double�black;

��}

��.border10�{�

���border-width:�10px;�

���border-color:�rgb(88,88,88);

���border-style:�groove;

��}

��.border11�{�

���border-top-width:�5px;�

���border-top-color:�green;

���border-top-style:�dotted;

���border-right-width:�10px;�

���border-right-color:�red;

���border-right-style:�solid;

���border-bottom-width:�20px;�

���border-bottom-color:�blue;

���border-bottom-style:�dashed;��

���border-left:�none;�

��}��

�</style>

</head>

<body>

�<span�class="border1">border:�5px�solid�red;</span>

�<span�class="border2">border:�5px�dotted�red;</span>

�<span�class="border3">border:�5px�dashed�red;</span>

�<span�class="border4">border:�5px�double�red;</span>

�<span�class="border5">border:�5px�groove�red;</span>

�<span�class="border6">border:�5px�ridge�red;</span>

�<span�class="border7">border:�5px�inset�red;</span>

�<span�class="border8">border:�5px�outset�red;</span>

�<span�class="border9">

���border-top:�5px�solid�green;<br>

���border-right:�5px�dotted�blue;<br>�

���border-bottom:�5px�dashed�red;<br>�

���border-left:�5px�double�black;

�</span>

�<span�class="border10">

���border-width:�10px;<br>

���border-color:�rgb(88,88,88);<br>

���border-style:�groove;

�</span>

�<span�class="border11">

���border-top-width:�5px;<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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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top-color:�green;<br>

���border-top-style:�dotted;<br>

���border-right-width:�10px;<br>

���border-right-color:�red;<br>

���border-right-style:�solid;<br>

���border-bottom-width:�20px;<br>�

���border-bottom-color:�blue;<br>

���border-bottom-style:�dashed;<br>��

���border-left:�none;���

�</span>

</html>

Ÿ 둥근 테두리(border-radius)

border-radius 속성은 테두리를 둥글게 만든다. 값은 모서리를 둥글게 그릴 때 원

의 반지름이다. 단위는 CSS의 크기 관련 단위를 사용하면 된다. 

둥근 테두리는 아래 그림과 같이 top-left, bottom-right, top-right, bottom-left 네 

모서리에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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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left top-right

bottom-rightbottom-left

다음은 둥근 모서리 설정법이다. 

border-radius:�top-left,�top-right,�bottom-right,�bottom-left

border-radius:�top-left,�(top-right�와�bottom-left),�bottom-right

border-radius:�(top-left와bottom-right),�(top-right와bottom-left)

border-radius:�top-left,�top-right,�bottom-right,�bottom-left

border-radius:�(top-left와�bottom-right),�(top-right�와�bottom-left)�

border-radius:�all;

border-radius 대신에 다음과 같이 방향 별로 테두리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border-top-left-radius: 반지름값;

- border-top-right-radius: 반지름값;

- border-bottom-right-radius: 반지름값;

- border-bottom-left-radius: 반지름값;

둥근 테두리는 div나 p와 같은 콘테이너 요소들 뿐만 아니라 img 같은 요소에도 

적용할 수 있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300px;

���min-height:�100px;

���background-color:�#ff0;

���padding:�10px;

���margin:�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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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5px�solid�red;

���text-align:�center;

��}

��.radius1�{�border-radius:�50px;�}

��.radius2�{�border-radius:�30px�5px;�}��

��.radius3�{�border-radius:�10px�20px�30px;�}

��.radius4�{�border-radius:�10px�20px�30px�40px;�}�

��.radius5�{�

���border-top-left-radius:�3em;

���border-top-right-radius:�35%;

���border-bottom-right-radius:�30px;

���border-bottom-left-radius:�0;���

��}

��.radius6�img�{�border-radius:�50%;�}

�</style>

</head>

<body>

�<div�class="radius1">border-radius:�50px;</div>

�<div�class="radius2">border-radius:�20px�5px;</div>

�<div�class="radius3">border-radius:�10px�20px�30px;</div>

�<div�class="radius4">border-radius:�10px�20px�30px�40px;</div>

�<div�class="radius5">

��border-top-left-radius:�3em;<br>

��border-top-right-radius:�35%;<br>

��border-bottom-right-radius:�30px;<br>

��border-bottom-left-radius:�0;���

�</div>

�<div�class="radius6">

��<img�src="http://placeimg.com/150/150/any">

�</div>

</html>



WEB_HTML_CSS(유승열).hwp 383

Ÿ 넓이(width)와 높이(height)

- width : 넓이, 

F 숫자 값 : px, mm, cm, in, em, %등 여러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F auto : 기본 값으로 안에 포함된 내용의 넓이 등을 따져서 브라우저가 자동 계산

- height : 높이, px, mm, cm, in, em, %등 여러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F 숫자 값 : px, mm, cm, in, em, %등 여러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F auto : 기본 값으로 안에 포함된 내용의 높이 등을 따져서 브라우저가 자동 계산

- min-width : 최소 넓이

min-width는 요소에 포함된 콘텐츠의 자동 계산된 넓이가 min-width보다 

작더라도 최소 min-width의 넓이를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한다.

F 숫자 값 : px, mm, cm, in, em, %등 여러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 max-width : 최대 높이

max-width는 요소에 포함된 콘텐츠의 자동 계산된 높가 max-width보다 

크더라도 최대 max-width의 넓이를 넘지 않도록 설정한다.
F 숫자 값 : px, mm, cm, in, em, %등 여러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F none : max-width를 지정하지 않는다. 

- min-height : 최소 높이

min-width는 요소에 포함된 콘텐츠의 자동 계산된 높이가 min-height보다 

작더라도 최소 min-height의 높이를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한다.

F 숫자 값 : px, mm, cm, in, em, %등 여러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 max-width : 최대 높이

max-height는 요소에 포함된 콘텐츠의 자동 계산된 높이가 max-height보

다 크더라도 최대 max-height의 높이를 넘지 않도록 설정한다.
F 숫자 값 : px, mm, cm, in, em, %등 여러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F none : max-height를 지정하지 않는다. 

¡ outline

outline 속성은 border 바깥으로 표시선을 그려준다. 이 표시선은 요소의 크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은 평범한 p 요소에 텍스가 포함되어 있는 예제이다. 



WEB_HTML_CSS(유승열).hwp 384

이 예제에 다음과 같이 스타일을 주면 윤곽선이 표시된다. 

p�{�outline:�15px�solid�green;�}

윤곽선이 사이즈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여백이 있어 보이는 것

은 body와 p에 기본값으로 margin이 있기 때문이다. body와 p에 margin:0을 추

가해보자. 

��body�{�margin:�0;�}

��p�{�margin:�0;�outline:�15px�solid�green;�}

아래와 같이 outline은 요소의 크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시될 공간이 있

으면 윤곽선을 표시해줄 뿐이다. 

outline은 다음과 같은 속성들로 구성된다. 

- outline : outline-width, outline-style, outline-color를 한 번에 설정
F outline: 5px solid red;

- outline-color
F outline-color를 별도로 지정한다. 

F outline-color: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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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outline-color: #ff0; 

F outline-color: rgb(55, 200, 80);

F outline-color: rgba(55, 200, 80, 0.7);

- outline-offset
F 윤곽선을 테두리로부터 얼마나 떨어뜨릴지 설정

F outline-offset: 10px;

- outline-style : 윤곽선 스타일
F none : (기본값) outline이 없다.

F hidden : 감춰진 outline 설정

F dotted : 점선

F dashed : 대시선

F solid : 실선

F double : 이중선

F groove :３차원 액자 형태

F ridge : ３차원 액자 형태

F inset :３차원 액자 형태

F outset : ３차원 액자 형태

- outline-width : 윤곽선 두께, CSS의 사이즈 단위 사용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body�:hover�{

���outline:�5px�dashed�#f00;

��}

�</style>

</head>

<body>

�<h1>Headline</h1>

�<div>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div>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p>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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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sizing : 요소의 크기를 결정하는 속성

box-sizing은 요소의 크기를 브라우저가 계산할 때 width만으로 할 것인지, 안쪽여

백인 padding과 테두리인 border를 포함할 것인지를 저의하는 속성이다. 

box-sizing : content-box|border-box;

Ÿ content-box (설정이 없을 때 기본값)

box-sizing:�content-box;�

content-box는 width와 height를 오직 콘텐트(요소 그자체)의 넓이와 높이만으로 

계산한다. 테두리와 안쪽 여백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padding과 border가 추

가되면 실제 넓이와 높이는 width와 height에 padding, border 값도 더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요소가 100px의 width를 가지고 10px의 padding, 5px의 

border를 가졌으면 넓이는 115px가 된다. box-sizing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넓이

는 기본적으로 content-box로 설정되어 이와 같이 작동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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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SS</title>

�<style>

��.big-box�{

���width:�600px;

���height:�200px;

���outline:�5px�solid�#999;

��}

��.sm-box�{

���box-sizing:�content-box;
���display:�inline-block;

���padding:�0�10px;

���width:�300px;

���height:�200px;

��}

��.sm-box-1�{

���border:�5px�solid�red;
���background-color:�#ff0;

��}

��.sm-box-2�{

���border:�5px�solid�blue;
���background-color:�#0ff;

��}

�</style>

</head>

<body>

�<div�class="big-box"><div�class="sm-box�sm-box-1">sm-box-1</div><div�class="sm-box�sm-box-2">sm

-box-2</div><div>

</body>

</html>

위 예제를 보면 바깥에 놓여 있는 .big-box의 넓이와 높이는 각각 600px와 200px

이다. 

* outline은 .big-box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두 개의 .sm-box는 넓이와 높이가 각각 300px, 200px이다. 이는 이 두 개의 박스

를 포함하고 있는 .big-box 넓이의 50%에 해당하고 높이는 같다. 이 두 개의 

.sm-box는 inline-block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글자처럼 취급되어 앞의 박스 옆

에 공간이 충분하면 나란히 놓이게 된다. 그러나 결과는 자리가 좁아서 다음 줄로 

내려가서 자리 잡았다. .sm-box에 padding-left, padding-right 값이 각각 10px 주

어졌고 각각 5px의 border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넓이는 50%보다 큰 330px

이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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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div�class="big-box"><div�class="sm-box�sm-box-1">sm-box-1</div><div�class="sm-box�sm-box-2">sm-

box-2</div><div>

위와 같이 요소들 사이에 줄바꿈이나 띄어쓰기가 없는 것은 inline-block 값을 갖는 요소는 글자처럼 취급되어 

줄바꿈이나 공백을 두면 그대로 여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Ÿ border-box

box-sizing:�border-box;�

border-box의 width와 height는 테두리와 안쪽 여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어떤 

요소가 100px의 width를 가지고 10px의 padding, 5px의 border를 가졌어도 

box-sizing 속성이 border-box 값을 가지게 되면 넓이는 그대로 100px이다. 나머

지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앞의 예제에서 .sm-box의 box-sizing 속성의 값을 아래와 같이 border-box로 설정

해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 보자. 

��.sm-box�{

���box-sizing:�border-box;
���display:�inline-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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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0�10px;

���width:�300px;

���height:�200px;

��}

border-box로 설정되어 width: 300px 안에 padding과 border 값이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반응형 웹을 구현하는 경우에는 요소들의 넓이를 %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안정적인 크기 관리를 위해서 box-sizing을 border-box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 box-shadow : 박스 그림자

box-shadow: none

box-shadow: x y blur-radius spread-radius color

box-shadow: inset

- x : 그림자의 가로 크기

- y : 그림자의 세로 크기

- blur-radius : 번짐 크기, 생각하면 번지지 않은 그림자 생김

- spread-radius : 그림자 크기

- color : 그림자 색, 생락하면 글자색과 같은 그림자 생김

- x y blur-radius spread-radius color는 쉽표로 구분하여 여러 쌍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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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 : 박스 그림자가 없다.

- inset : 박스 그림자를 좌측, 상단 안쪽에 표시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300px;

���height:�auto;

���background-color:�#ff0;

���padding:�20px�0;

���margin:�15px;�

���border:�1px�solid�#888;

���text-align:�center;

���font-size:�20px;

��}

��.bs1�{�box-shadow:�none;�}

��.bs2�{�box-shadow:�5px�5px;�}

��.bs3�{�box-shadow:�5px�5px�red;�}��

��.bs4�{�box-shadow:�5px�5px�green;�}��

��.bs5�{�box-shadow:�5px�5px�blue;�}�

��.bs6�{�box-shadow:�5px�5px�5px;�}

��.bs7�{�box-shadow:�5px�5px�5px�5px;�}��

��.bs8�{�box-shadow:�5px�5px�5px�10px;�}�

��.bs9�{�box-shadow:�5px�5px�5px�red;�}

��.bs10�{�box-shadow:�5px�5px�5px�5px�red;�}

��.bs11�{�box-shadow:�5px�5px�5px�10px�green;�}

��.bs12�{�box-shadow:�5px�5px�red�inset;�}

��.bs13�{�box-shadow:�5px�5px�green,�10px�10px�red;�}

��.bs14�{�box-shadow:�5px�5px�red,�10px�10px�green,�15px�15px�blue;�}

��.bs16�{�padding:�5px;�height:�80px;�background-color:�#fff;�box-shadow:�5px�5px�10px�#888;�}

�</style>

</head>

<body>

�<div�class="bs1">none;</div>

�<div�class="bs2">5px�5px;</div>

�<div�class="bs3">5px�5px�red;</div>

�<div�class="bs4">5px�5px�green;</div>

�<div�class="bs5">5px�5px�blue;</div>

�<div�class="bs6">5px�5px�5px;</div>

�<div�class="bs7">5px�5px�5px�5px;</div>

�<div�class="bs8">5px�5px�5px�10px;</div>

�<div�class="bs9">5px�5px�5px�red;</div>

�<div�class="bs10">5px�5px�5px�5px�red;</div>

�<div�class="bs11">5px�5px�5px�10px�gree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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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class="bs12">5px�5px�red�inset;</div>

�<div�class="bs13">5px�5px�green,�10px�10px�red;</div>

�<div�class="bs14">5px�5px�red,�10px�10px�green,�15px�15px�blue;</div>

�<div�class="bs16"><img�src="http://placeimg.com/300/80/any"></div>

</html>

¡ overflow : 박스를 벗어나는 콘텐츠 설정

텍스트나 이미지 또는 다른 요소들을 담고 있는 콘테이너 역할을 하는 모든 요소

들은 콘텐츠가 크기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크기가 커진다. 요소에 width, height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크기를 벗어난 내용이 있어도 영역 밖에 내용이 표시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width:�400px;

���height:�150px;

���border:�1px�solid�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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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color:�yellow;

��}

�</style>

</head>

<body>

�<div>

���<h1>Headline</h1>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p>

�</div>

</html>

박스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만 박스 크기를 벗어난 콘텐츠가 아래로 표시된다. 

이렇게 되면 사이트 레이아웃 구성이 의도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박스의 

사이즈를 벗어나는 영역에 대해 감춰주는 설정이 필요하다. 이 때 사용하는 설정

이 overflow이다. 

overflow: visible|hidden|scroll|auto

- visible : 기본값, 넘치는 부분이 잘리지 않고 보여진다. 

- hidden : 넘치는 부분은 감춰준다. 

- scroll : 항상 가로 세로 스크롤바가 표시된다. 

- auto : 내용이 넘칠 때만 스크롤바가 표시된다. 

<!DOCTYP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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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width:�400px;

���height:�150px;

���border:�1px�solid�red;

���background-color:�yellow;

���display:�inline-block;

��}

��.div1�{�overflow:�hidden;�}

��.div2�{�overflow:�scroll;�}

��.div3,�.div4�{�overflow:�auto;�}

�</style>

</head>

<body>

�<div�class="div1">

���<h1>overflow:�hidden;</h1>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p>

�</div>

�<div�class="div2">

���<h1>overflow:�scroll;</h1>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p>

�</div>

�<div�class="div3">

���<h1>overflow:�auto;</h1>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p>

�</div>

�<div�class="div4">

���<h1>overflow:�auto;</h1>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p>

�</div>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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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flow-x: visible|hidden|scroll|auto

overflow-y: visible|hidden|scroll|auto

overflow-x는 가로로 넘치는 콘텐츠에 대한 설정이고 overflow-y는 세로로 넘치는 

콘텐츠에 대한 설정이다. 설정 값은 overflow와 같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width:�400px;

���height:�150px;

���border:�1px�solid�red;

���background-color:�yellow;

���display:�inline-block;

��}

��.div1�{�overflow-x:�hidden;�overflow-y:�hidden;�}

��.div2�{�overflow-x:�scroll;�white-space:�nowrap;}

��.div3,�.div4�{�overflow-x:�auto;�overflow-y:�auto;�}

�</style>

</head>

<body>

�<div�class="div1">

���<h3>overflow-x:�hidden;�overflow-y:�hidden;</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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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p>

�</div>

�<div�class="div2">

���<h3>overflow-x:�scroll;�white-space:�nowrap;</h3>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p>

�</div>

�<div�class="div3">

���<h3>overflow-x:�auto;�overflow-y:�auto;</h3>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p>

�</div>

�<div�class="div4">

���<h3>overflow-x:�auto;�overflow-y:�auto;</h3>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p>

�</div>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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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포지셔닝(위치설정)
HTML과 CSS를 활용하여 웹 페이지의 레이아웃(틀)을 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

분이 각 요소들의 위치와 정렬 방식을 정하는 작업이다. 

앞에서 HTML요소들은 크게 Block 요소와 Inline 요소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보았다. Block 요소들은 별다른 설정이 없는한 한 줄을 차지하는 요소이고, Inline 

요소들은 텍스트에서 글자들이 앞의 글자 뒤에 나오고 다음에 다른 글자들이 나오

듯이 정렬된다는 특징이 있다. 

CSS를 사용하면 HTML 요소들은 단순히 Block이나 Inline 요소의 속성을 갖는 것

을 벗어나 더 다양한 방법으로 위치를 갖고 정렬될 수 있다. 

주요 위치와 정렬 관련 설정에 대해 알아보자. 

¡ position

position은 문서에서 요소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 방법을 지정한다. 

position: static|absolute|fixed|relative|sticky

position 속성에서 값을 지정하면 요소의 위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top, right, 

bottom, left 값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top, right, bottom, left 값을 지정하는 경우에 top과 bottom이 동시에 주어졌다면 

top이 우선 적용된다. left와 right가 동시에 주어졌다면 문서에서 글을 읽는 방향

(direction)에 따라 ltr 설정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경우에는 left가 그 반대

의 경우(rtl)에는 right가 우선 적용된다. 값은 음수(-)를 가질 수 있다.

Ÿ static (기본값)

- 문서에서 요소가 놓여진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위치한다.

- 별도의 설정이 없으면 static이 기본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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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c에서는 top, right, bottom, left와 겹쳐진 요소의 놓여진 순서를 결정

하는 z-index 속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mypos�{�position:�static;�width:�150px;�height:�80px;�background-color:�#f00;�}
�</style>

</head>

<body>

�<div�class="mypos">static</div>

�<div>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div>

</html>

Ÿ relative

- top, right, bottom, left 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static과 거

의 동일하게 요소들이 놓인 순서에 따라 흐름대로 배열된다. 

- relative 요소에 주어진 top, right, bottom, left 값은 다른 요소의 위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my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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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relative;�

����top:�30px;

����left:�30px;
����width:�150px;�

����height:�80px;�

����background-color:�#f00;

����color:�white;

����text-align:�center;

��}

�</style>

</head>

<body>

�<div�class="mypos">relative<br>top:�30px;<br>left:�30px;</div>

�<div>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tempor�incididunt�

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

laboris� nisi� ut� aliquip� ex� ea� commodo� consequat.� Duis� aute� irure� dolor� in� reprehenderit� in�

voluptate�velit�esse�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

non�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div>

</html>

위 예제를 실행해보면 static 예제에서와 같은 모양의 박스요소가 있고 position 속

성의 값이 relative인 점과 top, left 속성의 값을 각각 30px씩 제공하였다. 그 결과 

relative 요소는 위, 왼쪽 여백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요소의 위치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Ÿ absolute

- absolute position 값을 갖는 요소는 다른 요소들 사이에 놓여진 순서에 따

르는 흐름에서 벗어난다. 즉 앞 뒤에 어떤 요소가 어떻게 자리잡고 있던 

상관 없이 자신의 좌표에 따라 자리잡게 된다. 

- absolute 요소는 요소의 부모 요소 중 가장 가까운 요소에 대해 상대적인 

위치에 자리잡게 된다. 위치는 top, right, bottom, left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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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은 가까운 상위 요소에 position 속성의 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

으면, 즉 position이 기본 값인 static을 가지면 이를 무시하고 최상위 요소

를 기준으로 한다. 

- position: absolute; 값만 주었을 때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wrap�{�

����margin:�30px�auto;�

����width:�500px;�

����height:�auto;�

����background-color:�#ccc;�

��}

��.mypos�{

���position:�absolute;
���width:�200px;

���height:�100px;

���background-color:�red;

���color:�white;

���opacity:�0.7

��}

�</style>

</head>

<body>

�<div�class="wrap">

��<div�class="mypos"><span>Absolute</span></div>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p>

�</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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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position: absolute; 만 설정하고 top, left를 설정하지 않으면 .mypos가 가장 가까운 

부모 요소의 위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리잡는다. 

F 기본적으로는 부모 요소 안에서 top:0, left: 0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F

- position: absolute; 와 top, left 값을 같이 주었을 때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wrap�{�

���margin:�30px�auto;�

���width:�500px;�

���height:�auto;�

���background-color:�#ccc;�

��}

��.mypos�{

���position:�absolute;

���top:�0;

���left:�0;
���width:�200px;

���height:�100px;

���background-color:�red;

���color:�white;

���opacity:�0.7

��}

�</style>

</hea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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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class="wrap">

��<div�class="mypos"><span>Absolute</span></div>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p>

�</div>

</body>

</html>

F position: absolute; 를 설정하고 top:0; left:0; 를 설정하였다. .mypos 요소는 top과 

left 값을 각각 0으로 하였다. 

F 실행결과 .mypos는 윈도우의 top: 0, left: 0 위치에 자리잡았다. 

F 이는 .mypos이 부모요소의 position 속성이 정의되지 않아 기본값인 static을 갖기 때

문에 부모요소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참조하지 않고 최상위 요소에 대해 상대적으로 

0,0의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 position: absolute; 와 top, left, 부모요소에 position: relative를 주었을 때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wrap�{

���margin:�30px�auto;

���width:�500px;

���height:�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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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color:�#ccc;

���position:�relative;
��}

��.mypos�{

���position:�absolute;

���top:�0;

���left:�0;
���width:�200px;

���height:�100px;

���background-color:�red;

���color:�white;

���opacity:�0.7

��}

�</style>

</head>

<body>

�<div�class="wrap">

��<div�class="mypos"><span>Absolute</span></div>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p>

�</div>

</body>

</html>

- position: absolute;와  top, left 대신에 right, bottom을 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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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wrap�{

���margin:�30px�auto;

���width:�500px;

���height:�auto;

���background-color:�#ccc;

���position:�relative;
��}

��.mypos�{

���position:�absolute;

���right:�0;

���bottom:�0;
���width:�200px;

���height:�100px;

���background-color:�red;

���color:�white;

���opacity:�0.7

��}

�</style>

</head>

<body>

�<div�class="wrap">

��<div�class="mypos"><span>Absolute</span></div>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p>

�</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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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op 대신에 bottom을 사용하면 아래로부터 기준을 잡아 위치가 정해진다. 만일 top

과 bottom을 같이 사용했다면 top이 우선적용된다. 

F left 대신에 right를 사용하면 글읽기 설정이 ltr(left to right)이라면 오른쪽을 기준으

로 위치가 정해진다. 글일기 설정이 rtl(right to left)이라면 왼쪽을 기준으로 자리잡게 

된다. 

[응용예제] absolute 요소를 화면의 정 중앙(가로, 세로)에 놓기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mypos�{

���position:�absolute;

���left:�50%;

���top:�50%;

���transform:�translate(-50%,�-50%);
���background-color:�red;

���color:�white;

���width:�400px;

���height:�auto;

���padding:�10px;

���text-align:�center;

��}

�</style>

</head>

<body>

�<div�class="mypos">Absolute:�Veerical�Middle,�Horizontal�Cente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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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html>

Ÿ fixed

- fixed는 요소가 브라우저 윈도우를 기준으로 고정된 위치를 갖도록 한다. 

- 주로 고정된 메뉴나 배너 등을 위해 사용된다. 

- 각각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에 고정된 요소 만들기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position:�fixed;
���background-color:�red;

���color:�white;

���width:�100px;

���height:�auto;

���padding:�10px;

���text-align:�center;

��}

��.mypos1�{

���top:�10px;

���left:�10px;
��}

��.mypos2�{

���bottom:�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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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10px;
��}��

�</style>

</head>

<body>

�<div�class="mypos1">Fixed1</div>

�<div�class="mypos2">Fixed2</div>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p>

�<p>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p>

�<p>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p>

�<p>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p>

�<p>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p>

�<p>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p>
</body>

</html>

F 스크롤이 움직여도 다음 그림처럼 위치는 고정된다. 

Ÿ sticky

- sticky는 relative와 fixed가 혼합된 형태로 사용된다. 

- 스크롤에 따라 지정된 값을 넘어서기까지는 fixed로 작동하다가 값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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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relative로 작동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mypos�{

���top:�-1px;

���position:�sticky;
���background-color:�red;

���color:�white;

���width:�100px;

���height:�auto;

���padding:�10px;

���text-align:�center;���

��}�

��p�{

���margin-left:�150px;

��}

�</style>

</head>

<body>

�<div>

��<div�class="mypos">sticky1</div>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p>

��<p>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p>

��<p>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p>

��<p>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p>

��<p>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p>

��<p>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p>

</div>

�<div>

��<div�class="mypos">sticky2</div>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p>

��<p>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p>

��<p>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p>

��<p>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p>

��<p>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p>

��<p>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p>

</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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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at / clear

float: none|left|right

float는 웹 페이지 안에서 요소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정하는 속성 중의 하나

이다. 

Ÿ float 의 기본 목적

float의 본래 목적은 텍스트들 사이에서 이미지와 같은 요소들이 배치되는 방법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의 예제를 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head>

<body>

�<div>

��<img�src="http://placeimg.com/100/100/any"�width="100"�height="100"�alt="floating�img">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

�</div>

</body>

</html>

위 예제에서 img는 기본적으로 inline 요소로서 하나의 글자처럼 자리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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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지의 상단은 빈 공간으로 텍스트는 이미지의 하단에 맞춰져 있다. 

책에서와 같이 텍스트가 포함된 페이지 디자인에서 이미지가 위와 같이 표시되는 

것은 공간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좋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CSS 속성이 float이다. 

다음의 예제와 같이 float을 사용해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화를 맞춰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img�{�float:�left;�}
�</style>

</head>

<body>

�<div>

��<img�src="http://placeimg.com/100/100/any"�width="100"�height="100"�alt="floating�img">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div>

</body>

</html>

위 예제에서 img에 float:left를 준 결과 그림과 같이 이미지가 텍스트로 감싸진 형

태로 배치되었다. float: right를 사용하면 이미지가 오른쪽에 표시된다. 위 예제를 

좀 더 꾸며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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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thumb�{

���width:�50px;

���height:�50px;�

���border:�1px�solid�#ccc;

���padding:�3px;

���background-color:�#ddd;

��}

��.img1�{�

���float:�left;�

���margin:�5px�5px�0�0;

��}

��.img2�{�

���float:�right;�

���margin:�5px�0�0�5px;

��}��

��.img3�{�

���float:�left;�

���margin:�5px�5px�0�0;

���border-radius:�50%;

��}

�</style>

</head>

<body>

�<div>

��<div�class="thumb�img1"><img�src="http://placeimg.com/50/50/animals"�width="50"�height="50"�al

t="floating�img"></div>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tempor�incididunt�ut�la

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

si�ut�aliquip�ex�ea�commodo�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

esse�cillum�dolore�eu

�</div>

�<div>

��<div�class="thumb�img2"><img�src="http://placeimg.com/50/50/nature"�width="50"�height="50"�alt

="floating�img"></div>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tempor�incididunt�ut�la

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

si�ut�aliquip�ex�ea�commodo�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

esse�cillum�dolore�eu

�</div>

�<div>

��<img�class="img3"�src="http://placeimg.com/50/50/tech"�width="50"�height="50"�alt="floating�im

g">

��<img�class="img3"�src="http://placeimg.com/50/50/people"�width="50"�height="50"�alt="floating�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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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tempor�incididunt�ut�la

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

si�ut�aliquip�ex�ea�commodo�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

esse�cillum�dolore�eu�

�</div>�

</body>

</html>

위 예제에서처럼 float: left 요소가 두 개 이상 나란히 나오면 먼저 표시된 요소가 

왼쪽에 그 다음 요소는 바로 이어서 표시된다. float: right에서는 반대로 먼저 표시

된 요소가 맨 오른쪽에 그다음 표시된 요소가 앞의 요소 바로 왼쪽에 표시된다. 다

음은 여러개의 float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 보여준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div�{

���width:�100px;

���height:�50px;�

���color:�white;

���margin:�5px;

���text-align:�center;

���line-height:�50px;

��}

��.f1�{�

���float:�left;�

���background-color:�red;���

��}

��.f2�{�

���float:�right;�

���background-color:�blue;���

��}��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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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body>

�<div>

��<div�class="f1">left�1</div><div�class="f1">left�2</div><div�class="f1">left�3</div>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tempor�incididunt�ut�

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

nisi�ut�aliquip�ex�ea�commodo�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

esse�cillum�dolore�eu

�</div>

�<div>

��<div�class="f2">right�1</div><div�class="f2">right�2</div><div�class="f2">right�3</div>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tempor�incididunt�ut�

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

nisi�ut�aliquip�ex�ea�commodo�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

esse�cillum�dolore�eu

�</div>

</body>

</html>

Ÿ 웹 페이지 layout 작성을 위해 float 사용

float의 또 다른 용도는 웹 페이지 레이아웃을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 

개의 block의 요소들을 왼쪽 오른쪽으로 의도에 따라 배열하는데 float이 많이 사

용된다. 이미 앞에서 상대값단위에 대해 알아보면서 float을 활용한 layout 작성을 

알아보았지만 여기에서 다시 살펴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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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sizing:�border-box;

��}

��header�{

���padding:�15px;

���background-color:�#e5e5e5;

���text-align:�center;

��}

��main�{�

���margin-top:�20px;

��}

��main�>�div�{

���float:�left;

��}

��.menu,�.contents,�.aside�{

���float:�left;
��}

��.menu,�.aside�{

���width:�20%;

��}

��.contents�{

���width:�60%;

���padding:�0�20px;

��}

��.contents�>�h2,�.aside�>�h2�{

���margin-top:�0;

��}

��.menu�>�div�{

���padding:�5px;

���background-color:�#e5e5e5;

���text-align:�center;

���margin-bottom:�5px;

��}

��footer�{

���clear:�both;
���padding:�5px;

���background-color:�#e5e5e5;

���text-align:�center;

���margin-bottom:�5px;���

��}

�</style>

</head>

<body>

�<div�class="wrap">

��<header>

���<h1>Float</h1>

��</header>

��<main>

���<div�class="menu">

����<div>메뉴�1</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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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메뉴�2</div>

����<div>메뉴�3</div>

����<div>메뉴�4</div>

����<div>메뉴�5</div>

���</div>

���<div�class="contents">

����<h2>Float�Layout</h2>

����<p>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

����</p>

���</div>

���<div�class="aside">

����<h2>About�Float</h2>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p>

���</div>

��</main>

��<footer>

���&copy;�Webskill.kr�2018�All�Rights�Reserved.

��</footer>

�</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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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clear

float 속성에 left 또는 right 값을 지정한 경우,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요소들은 자

동으로 float 속성을 상속받는다. 다음의 예를 보면 main 아래의 div들에 float: left

가 주어진 후 마지막 요소인 footer도 자동으로 float: left 속성을 가지게 되어 의

도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float:�left;�

���width:�33%;

���margin:�5px;

���height:�100px;

���background-color:�#ddd;

���border:�1px�solid�#999;

��}

��footer�{

���border:�3px�solid�red;

���padding:�10px;

���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ddd;

��}

�</style>

</head>

<body>

�<main>

��<div>Float�Left</div>

��<div>Center</div>

��<div>Float�Right</div>

�</main>�

�<footer>

��footer

�</footer>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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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footer 요소에 clear 속성을 정의해주어야 한다. 

clear는 float 속성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clear: none|left|right|both

none은 clear하지 않으며, left는 float: left를 제거하고, right는 float: right를 제거

하며, both는 float: left와 float: right를 동시에 제거한다. 보통은 both를 지정한다. 

위 예제의 footer에 clear: both 값을 지정하고 결과를 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float:�left;�

���width:�33%;

���margin:�5px;

���height:�100px;

���background-color:�#ddd;

���border:�1px�solid�#999;

��}

��footer�{

��clear:�both;
���border:�3px�solid�red;

���padding:�10px;

���text-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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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color:�#ddd;

��}

�</style>

</head>

<body>

�<main>

��<div>Float�Left</div>

��<div>Center</div>

��<div>Float�Right</div>

�</main>�

�<footer>

��footer

�</footer>

</body>

</html>

¡ z-index

HTML요소들은 display 속성에 따라 같은 장소에 전체 또는 일부가 겹치게 놓여질 

수 있다. 이 겹친 것들의 층을 레이어(layer)라고 한다. 좌우를 x축, 상하를 y축이라

고 할 때 이 겹쳐진 레이어들의 축을 z축이라고 한다. 

z-index는 이러한 레이어들의 z축에서의 순서를 설정할 수 있다. 

z-index:�번호;

번호가 높을수록 위로 올라온다. 그러나 이 번호는 같은 부모 요소 안에서 적용되



WEB_HTML_CSS(유승열).hwp 419

는 순서이다. 

특별한 설정이 없는한 그리고 같은 부모를 갖는 요소들 속에서 z축의 요소들은 나

중에 정의된 것이 맨 위에 표시된다. 이 때 z-index 값은 auto가 된다. 

다음은 display: absolute 설정으로 겹쳐진 요소들의 결과를 확인하는 예제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style>

��*�{

���box-sizing:�border-box;

��}

��div�{

���width:�300px;

���height:�300px;

���position:�relative;

��}

��.box�>�div�{

���position:�absolute;

���top:�0;

���left:�0;

���border:�1px�solid�red;

���background-color:�#fff;

���text-align:�center;

���line-height:�300px;

���font-size:�50px;

��}

�</style>

</head>

<body>

�<div�class="box">

��<div>DIV�1</div>

��<div>DIV�2</div>

��<div>DIV�3</div>

��<div>DIV�4</div>

��<div>DIV�5</div>

�</div>

</body>

</html>

이 예제에서는 .box 아래의 div 요소들에 별도로 z-index 설정이 없으므로 놓인 순

서대로 "DIV 5"가 맨 위에 위치하게 되어 화면에는 아래 그림처럼 "DIV 5"박스가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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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요소들 중 하나에 z-index 값을 부여해서 순서를 바꾸어보자. 다음 CSS를 

<style>의 안쪽 끝에 추가해보자. 

��.box�>�div:nth-child(1)�{�

���z-index:�5;

��}

이 스타일은 .box 바로 아래의 div 중 첫 번째 요소의 z-index를 5로 설정하였다. 

z-index는 같은 부모 요소 안에서 값이 높을수록 위로 올라오며 가장 높은 index

를 가진 요소가 맨 위에 보이게 된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부모 요소 div에 각각 세 개씩의 div들이 포함되어 

있고 두 개의 부모 요소는 모두 absolute positiond이면서 부분적으로 겹치게 만

든 후 그 내부 요소들 사이의 z-index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예제를 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style>

��*�{

���box-sizing:�border-box;

��}

��.box�{

���width:�300px;

���height:�100px;

���position:�absol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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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div�{

���width:�300px;

���height:�100px;���

���position:�absolute;

���border:�1px�solid�#888;

���text-align:�center;

���line-height:�100px;

���font-size:�30px;

��}

��.box-1�{

���top:�0;

���left:�0;

��}

��.box-1�>�div�{

���background-color:�#ff0;

��}

��.box-2�{

���top:�10px;

���left:�10px;

��}

��.box-2�>�div�{

���background-color:�#f0f;

��}��

�</style>

</head>

<body>

�<div�class="box�box-1">

��<div>BOX�1�DIV�1</div>

��<div>BOX�1�DIV�2</div>

��<div>BOX�1�DIV�3</div>

�</div>

�<div�class="box�box-2">

��<div>BOX�2�DIV�1</div>

��<div>BOX�2�DIV�2</div>

��<div>BOX�2�DIV�3</div>

�</div>�

</body>

</html>

위 예제는 특별한 z-index 요소를 설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놓이 순서에 따라 

.box-2가 .box-1보다 위에 표시되었고 그 하위 요소들은 부모 요소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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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소에서 노란색 배경의 요소를 포함하는 .box-1과 그 하위 요소들을 위에 표

시되게 하려면 .box-1에 z-index 값을 주면 된다. 여기서는 겹치는 두 부모 요소 

중 1이라도 숫자가 높으면 되므로 .box-1에 다음과 같이 z-index를 1 이상만 주어

도 위로 올라온다. 

��.box-1�{

���top:�0;

���left:�0;

���z-index:�2;

��}

그렇다면 위 예제와 같이 .box-1과 그 하위 요소들이 위에 표시된 상황에서 분홍

색 .box-2의 요소 중 하나를 맨 위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위 예제의 .box-2 자식

요소 div 중 두 번째 div에 아래와 같이 z-index 값을 3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

�<div�class="box�box-2">

��<div>BOX�2�DIV�1</div>

��<div�style="z-index:�3;">BOX�2�DIV�2</div>
��<div>BOX�2�DIV�3</div>

�</div>�

그림을 보면 .box-2의 두 번째 div가 개별적으로 z-index: 3; 값을 가졌으므로 맨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box-2 자체가 z-index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box-2가 z-index: 1;을 값으로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

다음 전체 예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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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style>

��*�{

���box-sizing:�border-box;

��}

��.box�{

���width:�300px;

���height:�100px;

���position:�absolute;

��}

��.box�>�div�{

���width:�300px;

���height:�100px;���

���position:�absolute;

���border:�1px�solid�#888;

���text-align:�center;

���line-height:�100px;

���font-size:�30px;

��}

��.box-1�{

���top:�0;

���left:�0;

���z-index:�2;
��}

��.box-1�>�div�{

���background-color:�#ff0;

��}

��.box-2�{

���top:�10px;

���left:�10px;

���z-index:�1;
��}

��.box-2�>�div�{

���background-color:�#f0f;

��}��

�</style>

</head>

<body>

�<div�class="box�box-1">

��<div>BOX�1�DIV�1</div>

��<div>BOX�1�DIV�2</div>

��<div>BOX�1�DIV�3</div>

�</div>

�<div�class="box�box-2">

��<div>BOX�2�DIV�1</div>

��<div�style="z-index:�3;">BOX�2�DIV�2</div>

��<div>BOX�2�DIV�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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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body>

</html>

처음의 예제와는 다르게 .box-2에 z-index: 1;이 추가된 뒤에는 .box-2 하위에 있는 

요소에 적용된 z-index: 3;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box-2에 z-index: 1;을 추가하

기 전에는 .box-2의 z-index는 auto 상태이므로 그 하위의 요소에 적용된 z-index

가 부모 요소에 적용되었지만 .box-2에 z-index: 1;과 같이 z-index 값이 주어지고 

나면 자식 요소들은 아무리 높은 z-index 값을 가지더라도 부모요소의 z-index 범

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Flexbox Model

¡ Flexbox란?

CSS display 부분에서 flex는 CSS에서 layout을 작성하기 위해 display 속성에 추가

된 값이라는 설명을 했다. flex가 등장하기 전에는 레이아웃을 작성하기 위해 약간

은 편법적으로(?) float, display:inline-block; display:table-cell;을 사용했었다. 그러

나 이런 전통적인 방식들은 다소 복잡하고 hack이라고 하는 편법적인 방법들이 동

원되어야 했다. 

Flexbox 모델은 별다른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레이아웃 작성을 쉽게 할 수 있다. 

요소들의 가로/세로 정렬은 물론 정렬의 순서도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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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box 모델은 IE10 및 그 이하 버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최신 브라우저에서 

작동한다. 

Ÿ 콘테이너(container)와 아이템들(items)

- flex box는 콘테이너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템들이다. 

- 콘테이너는 display: flex; 속성과 값을 갖는다. 

- 콘테이너 안에 포함된 요소들을 아이템이라 한다. 

- 아이템들은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속성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 콘테이너는 다음과 같은 속성들을 가질 수 있다. 

F flex-direction : flex 콘테이너 내의 아이템들의 놓여지는 방향을 설정

F justify-content : 한 라인에서 아이템들 간의 가로 간격을 설정

F align-items : 아이템들이 세로로 정렬되는 방식을 설정

F flex-wrap : 한 라인의 가로 사이즈를 넘는 아이템들을 줄바꿈할지 설정

F align-content : 한 열에서 아이템들 간의 세로 간격을 설정

F flex-flow : flex-direction과 flex-wrap을 혼합하여 사용

- 다음은 아이템들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다. 
F order : 아이템들이 놓여지는 순서를 수동으로 설정

F align-self : 콘테이너에 정의된 정렬 방식 외에 아이템이 별도로 갖는 정렬 속성

¡ flex 기본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box�{�

���display:�flex;�
��}

��.box�div�{

���width:�50px;

���height:�50px;

���padding:�5px;

���margin:�5px;

���border:�1px�solid�red;

���background-color:�yellow;

��}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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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body>

�<div�class="box">

��<div>flex�1</div>

��<div>flex�2</div>

��<div>flex�3</div>����

��<div>flex�4</div>�

�</div>

</body>

</html>

¡ 콘테이너 속성들

display: flex; 속성과 값을 갖는 콘텐이너에는 여러 값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하나

씩 예제와 함께 알아보자. 

Ÿ flex-wrap

flex-wrap은 display 속성에 flex 값을 가진 요소에 포함된 요소들이 가로 사이즈보

다 넘쳤을 때 다음 줄로 내려보낼지 다르게 표시할 지를 설정한다. 

flex-wrwp: nowrap|wrap|wrap-reverse;

- nowrap : 줄바꿈을 하지 않는다. 요소들의 사이즈를 자동으로 줄여준다. 

- wrap : 줄바꿈을 해준다. 

- wrap-reverse : 줄바꿈을 해주는데 wrap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내용이 위로 

올라간다. 

다음은 위 세가지 값의 사용 결과를 보여주는 예제이다. 세 개의 flex 콘테이너 

.box1, .box2, .box3에 대해 각각 nowrap, wrap, wrap-reverse 속성을 주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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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해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box�{�

���display:�flex;�

��}

��.box�div�{

���width:�300px;

���height:�50px;

���padding:�5px;

���margin:�5px;

���border:�1px�solid�red;

��}

�.box1�{

��flex-wrap:�nowrap;
�}

�.box2�{

��flex-wrap:�wrap;
�}�

�.box3�{

��flex-wrap:�wrap-reverse;
�}�

�.box1�div�{

���background-color:�yellow;

��}

�.box2�div�{

���background-color:�pink;

��}

�.box3�div�{

���background-color:�aqua;

��}

�</style>

</head>

<body>

�<div�class="box�box1">

��<div>flex�1</div>

��<div>flex�2</div>

��<div>flex�3</div>����

��<div>flex�4</div>�

��<div>flex�5</div>�

��<div>flex�6</div>�

�</div>

�<div�class="box�bo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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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lex�1</div>

��<div>flex�2</div>

��<div>flex�3</div>����

��<div>flex�4</div>�

��<div>flex�5</div>�

��<div>flex�6</div>�

�</div>

�<div�class="box�box3">

��<div>flex�1</div>

��<div>flex�2</div>

��<div>flex�3</div>����

��<div>flex�4</div>�

��<div>flex�5</div>�

��<div>flex�6</div>�

�</div>��

</body>

</html>

Ÿ flex-direction

flex-direction: row|row-reverse|column|column-reverse;

flex-direction은 flex 요소들이 놓여지는 순서를 정해준다. 예를 들어 코드에 위치

한 순서대로 할 것인지, 그 반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세로로, 세로역순으로 정렬할 

지를 설정한다. 

- row : 기본값, 코드에 놓인 순서대로 가로로 나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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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reverse : 코드에 놓인 반대 순서로 오른쪽 끝에서 가로로 나열된다. 

- column : 코드에 놓인 순서대로 세로로 나열된다. 

- column-reverse : 코드에 놓인 반대 순서로 세로로 나열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box,�.column,�.column�>�div�{�

���display:�flex;�

��}

��.box�div,�.column�>�div�>�div�{

���width:�250px;

���height:�30px;

���margin:�5px;

���border:�1px�solid�red;

���line-height:�30px;

���text-align:�center;

��}

�.box1�{�

��flex-direction:�row;
�}

�.box2�{

��flex-direction:�row-reverse;
�}�

�.box3�{

��flex-direction:�column;
�}�

�.box4�{

��flex-direction:�column-reverse;
�}�

�.pink�{�background-color:�pink;�}

�.yellow�{�background-color:�yellow;�}

�.aqua�{�background-color:�aqua;�}

�.lightgray�{�background-color:�lightgray;�}

�</style>

</head>

<body>

�<div�class="box�box1">

��<div�class="pink">flex-direction:�row�1</div>

��<div�class="yellow">flex-direction:�row�2</div>

��<div�class="aqua">flex-direction:�row�3</div>����

��<div�class="lightgray">flex-direction:�row�4</div>�

�</div>

�<div�class="box�bo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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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class="pink">flex-direction:�row-reverse�1</div>

��<div�class="yellow">flex-direction:�row-reverse�2</div>

��<div�class="aqua">flex-direction:�row-reverse�3</div>����

��<div�class="lightgray">flex-direction:�row-reverse�4</div>�

�</div>

�<div�class="column">

��<div�class="box3">

���<div�class="pink">flex-direction:�column�1</div>

���<div�class="yellow">flex-direction:�column�2</div>

���<div�class="aqua">flex-direction:�column�3</div>����

���<div�class="lightgray">flex-direction:�column�4</div>�

��</div>��

��<div�class="box4">

���<div�class="pink">flex-direction:�column-reverse�1</div>

���<div�class="yellow">flex-direction:�column-reverse�2</div>

���<div�class="aqua">flex-direction:�column-reverse�3</div>����

���<div�class="lightgray">flex-direction:�column-reverse�4</div>�

��</div>

�</div>���

</body>

</html>

Ÿ flex-flow

flex-flow는 flex-direction과 flex-wrap을 한번에 지정할 수 있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box,�.column,�.column�>�div�{�

���display:�flex;�

��}

��.box�div,�.column�>�div�>�div�{



WEB_HTML_CSS(유승열).hwp 431

���width:�300px;

���height:�30px;

���margin:�5px;

���border:�1px�solid�red;

���line-height:�30px;

���text-align:�center;

��}

�.box1�{�

��flex-flow:�row�nowrap;
�}

�.box2�{

��flex-flow:�row-reverse�nowrap;
�}�

�.box3�{

��flex-flow:�column�nowrap;
�}�

�.box4�{

��flex-flow:�column-reverse�nowrap;
�}�

�.pink�{�background-color:�pink;�}

�.yellow�{�background-color:�yellow;�}

�.aqua�{�background-color:�aqua;�}

�.lightgray�{�background-color:�lightgray;�}

�</style>

</head>

<body>

�<div�class="box�box1">

��<div�class="pink">flex-flow:�row�nowrap�1</div>

��<div�class="yellow">flex-flow:�row�nowrap�2</div>

��<div�class="aqua">flex-flow:�row�nowrap�3</div>����

��<div�class="lightgray">flex-flow:�row�nowrap�4</div>�

�</div>

�<div�class="box�box2">

��<div�class="pink">flex-flow:�row-reverse�nowrap�1</div>

��<div�class="yellow">flex-flow:�row-reverse�nowrap�2</div>

��<div�class="aqua">flex-flow:�row-reverse�nowrap�3</div>����

��<div�class="lightgray">flex-flow:�row-reverse�nowrap�4</div>�

�</div>

�<div�class="column">

��<div�class="box3">

���<div�class="pink">flex-flow:�column�nowrap�1</div>

���<div�class="yellow">flex-flow:�column�nowrap�2</div>

���<div�class="aqua">flex-flow:�column�nowrap�3</div>����

���<div�class="lightgray">flex-flow:�column�nowrap�4</div>�

��</div>��

��<div�class="box4">

���<div�class="pink">flex-flow:�column-reverse�nowrap�1</div>

���<div�class="yellow">flex-flow:�column-reverse�nowrap�2</div>

���<div�class="aqua">flex-flow:�column-reverse�nowrap�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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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class="lightgray">flex-flow:�column-reverse�nowrap�4</div>�

��</div>

�</div>���

</body>

</html>

Ÿ justify-content

justify-content: flex-start|flex-end|center|space-between|space-around;

justfy-content는 flex box에 포함된 요소들이 가로 넓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때 

요소들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설정할지 정해주기 위한 속성이다. 예를 들어 균등

한 간격으로 배치할 것인지 가운데로 정렬할지 등등을 정해준다. 

- flex-start : 기본값, 요소들이 flex box 앞에서부터 정렬된다. 

- flex-end : 요소들이  flex box 끝에서부터 정렬된다. 

- center : 요소들이 flex box 가운데를 기준으로 정렬된다.

- space-between : 요소들 사이의 간격이 같다. 

- space-around : 요소의 좌우 간격이 같다.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box�{�

���display:�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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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div�{

���width:�150px;

���height:�50px;

���padding:�5px;

���margin:�5px;

���background-color:�yellow;

���border:�1px�solid�red;

���line-height:�50px;

���text-align:�center;

��}

�.box1�{

��justify-content:�flex-start;
�}

�.box2�{

��justify-content:�flex-end;
�}�

�.box3�{

��justify-content:�center;
�}�

�.box4�{

��justify-content:�space-between;
�}�

�.box5�{

��justify-content:�space-around;
�}�

�</style>

</head>

<body>

�<div�class="box�box1">

��<div>flex-start�1</div>

��<div>flex-start�2</div>

��<div>flex-start�3</div>����

��<div>flex-start�4</div>�

�</div>

�<div�class="box�box2">

��<div>flex-end�1</div>

��<div>flex-end�2</div>

��<div>flex-end�3</div>����

��<div>flex-end�4</div>�

�</div>

�<div�class="box�box3">

��<div>center�1</div>

��<div>center�2</div>

��<div>center�3</div>����

��<div>center�4</div>�

�</div>��

�<div�class="box�bo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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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ce-between�1</div>

��<div>space-between�2</div>

��<div>space-between�3</div>����

��<div>space-between�4</div>�

�</div>��

�<div�class="box�box5">

��<div>space-around�1</div>

��<div>space-around�2</div>

��<div>space-around�3</div>����

��<div>space-around�4</div>�

�</div>��

</body>

</html>

Ÿ align-items

align-items: stretch|center|flex-start|flex-end|baseline;

align-items는 세로로 정렬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속성이다. 

- stretch : 기본값, 요소들이 콘테이너 크기에 맞춰서 늘어난다. 

- center : 콘테이너의 가운데 세로 정렬된다. 

- flex-start : 콘테이너 앞에서부터 세로 정렬된다.

- flex-end : 콘테이너 끝에서부터 세로 정렬된다. 

- baseline : flex-start와 비슷하게 세로 정렬된다. basiline은 다른 요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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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에 따라 달라진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box�{�

���display:�flex;�

���height:80px;

���border:�1px�solid�#888;

���margin:�5px;

��}

��.box�div�{

���width:�250px;

���height:�auto;

���margin:�5px;

���border:�1px�solid�red;

���text-align:�center;

��}

�.box1�{�

��align-items:�stretch;
�}

�.box2�{

��align-items:�center;
�}�

�.box3�{

��align-items:�flex-start;
�}�

�.box4�{

��align-items:�flex-end;
�}�

�.box5�{

��align-items:�baseline;
�}��

�.pink�{�background-color:�pink;�}

�.yellow�{�background-color:�yellow;�}

�.aqua�{�background-color:�aqua;�}

�</style>

</head>

<body>

�<div�class="box�box1">

��<div�class="pink">align-items:<br>stretch�1</div>

��<div�class="yellow">align-items:�stretch�2</div>

��<div�class="aqua">align-items:�stretch�3</div>����

�</div>

�<div�class="box�bo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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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class="pink">align-items:�center�1</div>

��<div�class="yellow">align-items:<br>center�2</div>

��<div�class="aqua">align-items:�center�3</div>����

�</div>

�<div�class="box�box3">

��<div�class="pink">align-items:�flex-start�1</div>

��<div�class="yellow">align-items:�flex-start�2</div>

��<div�class="aqua">align-items:<br>flex-start�3</div>����

�</div>�

�<div�class="box�box4">

��<div�class="pink">align-items:<br>flex-end�1</div>

��<div�class="yellow">align-items:�flex-end�2</div>

��<div�class="aqua">align-items:�flex-end�3</div>����

�</div>

�<div�class="box�box5">

��<div�class="pink">align-items:�baseline�1</div>

��<div�class="yellow">align-items:<br>baseline�2</div>

��<div�class="aqua">align-items:�baseline�3</div>����

�</div>�

</body>

</html>

Ÿ align-content

align-content는 flex-wrap이 wrap 값을 가져서 여러 줄이 될 때 줄 사이의 간격을 

설정한다. 값은 stretch, center, flex-start, flex-end, space-between, space-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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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stretch가 추가된 것 빼고는 가로 간격 설정인 justify-content와 같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box�{

���display:�flex;�

���flex-wrap:�wrap;

���align-content:�stretch;
���height:�300px;

��}

��.box�div�{

���width:�250px;

���height:�auto;

���margin:�5px;

���border:�1px�solid�red;

���text-align:�center;

��}

�.pink�{�background-color:�pink;�}

�.yellow�{�background-color:�yellow;�}

�.aqua�{�background-color:�aqua;�}

�.lightgray�{�background-color:�lightgray;�}

�</style>

</head>

<body>

�<div�class="box">

��<div�class="pink">align-content</div>

��<div�class="yellow">align-content</div>

��<div�class="aqua">align-content</div>

��<div�class="lightgray">align-content</div>�����

�</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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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속성들

display: flex; 인 콘테이너 안에 포함된 아이템들도 별도로 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align-self와 order이다. 예제와 함께 알아보자. 

Ÿ align-self

align-self는 요소들의 콘테이너가 아니라 요소 자체에 포함되어 요소의 세로 정렬

을 설정하는 속성이다. 값에는 auto, stretch, center, flex-start, flex-end, baseline

등이 있다. auto를 제외하고는 align-items 속성의 값과 같다. 

- auto : 콘테이너 요소의 align-items 값을 상속받는다. 부모요소에 

align-items 속성이 없으면 stretch가 기본값이 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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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box�{�

���display:�flex;�

���align-items:�center;

���height:80px;

���border:�1px�solid�#888;

���margin:�5px;

��}

��.box3�{�align-items:�stretch;�}

��.box�div�{

���width:�250px;

���height:�auto;

���margin:�5px;

���border:�1px�solid�red;

���text-align:�center;

��}

�.as1�{�align-self:�auto;�}

�.as2�{�align-self:�stretch;�}

�.as3�{�align-self:�center;�}�

�.as4�{�align-self:�flex-start;�}�

�.as5�{�align-self:�flex-end;�}�

�.as6�{�align-self:�baseline;�}��
�.pink�{�background-color:�pink;�}

�.yellow�{�background-color:�yellow;�}

�.aqua�{�background-color:�aqua;�}

�</style>

</head>

<body>

�<div�class="box�box1">

��<div�class="pink�as1">align-self:<br>auto</div>

��<div�class="yellow">align-self</div>

��<div�class="aqua">align-self</div>����

�</div>

�<div�class="box�box2">

��<div�class="pink">align-self</div>

��<div�class="yellow�as2">align-self:<br>stretch</div>

��<div�class="aqua">align-self</div>����

�</div>

�<div�class="box�box3">

��<div�class="pink">align-self</div>

��<div�class="yellow">align-self</div>

��<div�class="aqua�as3">align-self:<br>center</div>����

�</div>

�<div�class="box�box4">

��<div�class="pink�as4">align-self:<br>flex-start</div>

��<div�class="yellow">align-self</div>

��<div�class="aqua">align-self</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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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class="box�box5">

��<div�class="pink">align-self</div>

��<div�class="yellow�as5">align-self:<br>flex-end</div>

��<div�class="aqua">align-self</div>����

�</div>�

�<div�class="box�box6">

��<div�class="pink">align-self</div>

��<div�class="yellow">align-self</div>

��<div�class="aqua�as6">align-self:<br>baseline</div>����

�</div>����

</body>

</html>

Ÿ order

flex 요소들의 순서를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예로 살펴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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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box�{�

���display:�flex;�

��}

��.box�div�{

���width:�50px;

���height:�50px;

���padding:�5px;

���margin:�5px;

���border:�1px�solid�red;

���background-color:�yellow;

��}

�</style>

</head>

<body>

�<div�class="box">

��<div�style="order:�3;">flex�1</div>

��<div�style="order:�4;">flex�2</div>

��<div�style="order:�2;">flex�3</div>����

��<div�style="order:�1;">flex�4</div>�
�</div>

</body>

</html>

CSS List 다루기
CSS는 ol, ul, dl 등 HTML의 리스트 요소들을 다루기 위한 몇 가지 속성들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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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S List Style 속성

CSS에서 제공하는 List 관련 속성들로 list-style-type, list-style-image, 

list-style-position, list-style을 제공한다. 이 중에 list-style은 나머지 셋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다. 

Ÿ list-style-type

list-style-type은 목록에 표시되는 기호 또는 번호 타입을 설정한다. 

순서를 표시하지 않는 <ul>에 대해서는 기호를 표시하고 순서를 표시하는 <ol>을 

위한 목록에 대해서는 숫자 또는 알파벳이나 로마자 등의 ㅅ

- 순서를 표시하지 않는 <ul>을 위한 list-style-type 

list-style-type: disc | circle | square | none

F disc : 기본값, 채워진 원 모양의 기호

F circle : 채워지지 않은 원 모야의 기호

F square : 채워진 사각형 기호

F none : 기호를 표시하지 않음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border:�1px�solid�red;

���padding:�10px;

��}

��.list1�{�list-style-type:�disc;�}

��.list2�{�list-style-type:�circle;�}

��.list3�{�list-style-type:�square;�}

��.list4�{�list-style-type:�none;�}

�</style>

</hea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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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ul�class="list1">

���<li>list-style-type:�disc�1</li>

���<li>list-style-type:�disc�2</li>

���<li>list-style-type:�disc�3</li>

��</ul>

�</div>

�<div>

��<ul�class="list2">

���<li>list-style-type:�circle�1</li>

���<li>list-style-type:�circle�2</li>

���<li>list-style-type:�circle�3</li>

��</ul>

�</div>

�<div>

��<ul�class="list3">

���<li>list-style-type:�square�1</li>

���<li>list-style-type:�square�2</li>

���<li>list-style-type:�square�3</li>

��</ul>

�</div>

�<div>

��<ul�class="list4">

���<li>list-style-type:�none�1</li>

���<li>list-style-type:�none�2</li>

���<li>list-style-type:�none�3</li>

��</ul>

�</div>

</body>

</html>

- 순서를 표시하는 <ol>을 위한 list-style-type 

list-style-type: types | none

F none : 기호를 표시하지 않음

F types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WEB_HTML_CSS(유승열).hwp 445

armenian,� cjk-ideographic,� decimal,� decimal-leading-zero,� georgian,� hebrew,� hiragana,�

hiragana-iroha,� katakana,� katakana-iroha,� lower-alpha,� lower-greek,� lower-latin,� lower-roman,�

upper-alpha,�upper-greek,�upper-latin,�upper-roman,�none

각각의 모습은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ol�{�

���display:�inline-block;�

���border:�1px�solid�red;

���padding-right:�10px;

��}

��.list1�{list-style-type:�armenian;}

��.list2�{list-style-type:�cjk-ideographic;}

��.list3�{list-style-type:�decimal;}

��.list4�{list-style-type:�decimal-leading-zero;}

��.list5�{list-style-type:�georgian;}

��.list6�{list-style-type:�hebrew;}

��.list7�{list-style-type:�hiragana;}

��.list8�{list-style-type:�hiragana-iroha;}

��.list9�{list-style-type:�katakana;}

��.list10�{list-style-type:�katakana-iroha;}

��.list11�{list-style-type:�lower-alpha;}

��.list12�{list-style-type:�lower-greek;}

��.list13�{list-style-type:�lower-latin;}

��.list14�{list-style-type:�lower-roman;}

��.list15�{list-style-type:�upper-alpha;}

��.list16�{list-style-type:�upper-greek;}

��.list17�{list-style-type:�upper-latin;}

��.list18�{list-style-type:�upper-roman;}

��.list19�{list-style-type:�none;}

�</style>

</head>

<body>

<ol�class="list1">

�<li>armenian�1</li><li>armenian�2</li><li>armenian�3</li>

</ol>

<ol�class="list2">

�<li>cjk-ideographic�1</li><li>cjk-ideographic�2</li><li>cjk-ideographic�3</li>

</ol>

<ol�class="list3">

�<li>decimal�1</li><li>decimal�2</li><li>decimal�3</li>

</ol>

<ol�class="lis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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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ecimal-leading-zero�1</li><li>decimal-leading-zero�2</li><li>decimal-leading-zero�3</li>

</ol>

<ol�class="list5">

�<li>georgian�1</li><li>georgian�2</li><li>georgian�3</li>

</ol>

<ol�class="list6">

�<li>hebrew�1</li><li>hebrew�2</li><li>hebrew�3</li>

</ol>

<ol�class="list7">

�<li>hiragana�1</li><li>hiragana�2</li><li>hiragana�3</li>

</ol>

<ol�class="list8">

�<li>hiragana-iroha�1</li><li>hiragana-iroha�2</li><li>hiragana-iroha�3</li>

</ol>

<ol�class="list9">

�<li>katakana�1</li><li>katakana�2</li><li>katakana�3</li>

</ol>

<ol�class="list10">

�<li>katakana-iroha�1</li><li>katakana-iroha�2</li><li>katakana-iroha�3</li>

</ol>

<ol�class="list11">

�<li>lower-alpha�1</li><li>lower-alpha�2</li><li>lower-alpha�3</li>

</ol>

<ol�class="list12">

�<li>lower-greek�1</li><li>lower-greek�2</li><li>lower-greek�3</li>

</ol>

<ol�class="list13">

�<li>lower-latin�1</li><li>lower-latin�2</li><li>lower-latin�3</li>

</ol>

<ol�class="list14">

�<li>lower-roman�1</li><li>lower-roman�2</li><li>lower-roman�3</li>

</ol>

<ol�class="list15">

�<li>upper-alpha�1</li><li>upper-alpha�2</li><li>upper-alpha�3</li>

</ol>

<ol�class="list16">

�<li>upper-greek�1</li><li>upper-greek�2</li><li>upper-greek�3</li>

</ol>

<ol�class="list17">

�<li>upper-latin�1</li><li>upper-latin�2</li><li>upper-latin�3</li>

</ol>

<ol�class="list18">

�<li>upper-roman�1</li><li>upper-roman�2</li><li>upper-roman�3</li>

</ol>

<ol�class="list19">

�<li>none�1</li><li>none�2</li><li>none�3</li>

</ol>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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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list-style-position

list-style-position은 목록에 표시되는 기호의 위치를 설정한다. inside는 기호가 목

록의 안쪽에 표시되고, outside는 목록의 밖에 표시된다. outside가 기본 값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ul,�ol�{�

���display:�inline-block;�

���border:�1px�solid�red;

��}

��li�{�background-color:�yellow;�}

��.list1�{list-style-position:�inside;}

��.list2�{list-style-position:�outside;}

�</style>

</head>

<body>

<ul�class="list1">

�<li>inside�1</li><li>inside�2</li><li>inside�3</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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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class="list2">

�<li>outside�1</li><li>outside�2</li><li>outside�3</li>

</ul>

<ol�class="list1">

�<li>inside�1</li><li>inside�2</li><li>inside�3</li>

</ol>

<ol�class="list2">

�<li>outside�1</li><li>outside�2</li><li>outside�3</li>

</ol>

</body>

</html>

Ÿ list-style-image

list-style-type에서 지정하는 기호 대신에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지는 

background-image처럼 url(이미지)로 지정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list1�{�list-style-image:�url(images/smile.png);�}

��.list2�{�list-style-image:�url(images/plane.png);�}

��.list3�{�list-style-image:�url(images/snow.png);�}

�</style>

</head>

<body>

<ul�class="list1">

�<li>list-style-image:�url(images/smile.png)�1</li>

�<li>list-style-image:�url(images/smile.png)�2</li>

�<li>list-style-image:�url(images/smile.png)�3</li>

</ul>

<ul�class="li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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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st-style-image:�url(images/plane.png)�1</li>

�<li>list-style-image:�url(images/plane.png)�2</li>

�<li>list-style-image:�url(images/plane.png)�3</li>

</ul>

<ul�class="list3">

�<li>list-style-image:�url(images/snow.png)�1</li>

�<li>list-style-image:�url(images/snow.png)�2</li>

�<li>list-style-image:�url(images/snow.png)�3</li>

</ul>

</body>

</html>

Ÿ list-style

list-style은 앞에서 설명한 list-style-type, list-style-position, list-style-image를 섞

어서 사용하는 속성이다. 

list-style: list-style-type list-style-position list-style-image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list1�{�list-style:�url(images/smile.png)�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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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2�{�list-style:�square�outside;�}

��.list3�{�list-style:�none;�}

�</style>

</head>

<body>

<ul�class="list1">

�<li>list-style:�url(images/smile.png)�inside�1</li>

�<li>list-style:�url(images/smile.png)�inside�2</li>

�<li>list-style:�url(images/smile.png)�inside�3</li>

</ul>

<ul�class="list2">

�<li>list-style:�square�outside�1</li>

�<li>list-style:�square�outside�2</li>

�<li>list-style:�square�outside�3</li>

</ul>

<ul�class="list3">

�<li>list-style:�none�1</li>

�<li>list-style:�none�2</li>

�<li>list-style:�none�3</li>

</ul>

</body>

</html>

¡ CSS List 꾸미기

리스트는 많은 경우에 리스트의 목적 외에 메뉴와 같은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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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지어 여러 슬라이드들의 콘테이너로 리스트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

는 CSS로 리스트의 모양을 꾸며주어야 한다.

기본적인 목록은 자동으로 여백을 가진다. 또 기본적으로 Block 요소로 작동한다. 

다음 예제들은 앞에서 배운 여러 CSS 속성들을 활용하여 List를 꾸미는 예제이다. 

Ÿ List 여백 없애기

- 여백을 없애기 전의 목록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ul�li�{

���background-color:�#ff0;

���border:�1px�solid�#f00;

���padding:�5px;

���margin-bottom:�3px;

��}

�</style>

</head>

<body>

�<ul>

��<li>목록�여백�없애기�1</li>

��<li>목록�여백�없애기�2</li>

��<li>목록�여백�없애기�3</li>

��<li>목록�여백�없애기�4</li>

��<li>목록�여백�없애기�5</li>

�</ul>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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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백을 없앤 목록

기본적으로 <ul>, <ol>은 margin과 padding 값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없애면 

다음과 같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ul�{�

���margin:�0;�

���padding:�0;�

���list-style:�none;�

��}�

��ul�li�{

���background-color:�#ff0;

���border:�1px�solid�#f00;

���padding:�5px;

���margin-bottom:�3px;

��}

�</style>

</head>

<body>

�<ul>

��<li>목록�여백�없애기�1</li>

��<li>목록�여백�없애기�2</li>

��<li>목록�여백�없애기�3</li>

��<li>목록�여백�없애기�4</li>

��<li>목록�여백�없애기�5</li>

�</ul>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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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float을 활용한 목록 정렬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ul�{�

���margin:�0;�

���padding:�0;�

���list-style:�none;�

��}�

��ul�li�{

���float:�left;

���width:�25%;

���box-sizing:�border-box;

���background-color:�#ff0;

���border-top:�1px�solid�#f00;

���border-left:�1px�solid�#f00;

���border-bottom:�1px�solid�#f00;

���padding:�10px;

���text-align:�center;

��}

��ul�li:last-child�{

���border-right:�1px�solid�#f00;

��}

�</style>

</head>

<body>

�<ul>

��<li>float�1</li>

��<li>float�2</li>

��<li>float�3</li>

��<li>float�4</li>

�</ul>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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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display: inline-block을 활용한 목록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ul�{�

���margin:�0;�

���padding:�0;�

���list-style:�none;�

��}�

��ul�li�{

���display:�inline-block;

���width:�200px;

���box-sizing:�border-box;

���background-color:�#ff0;

���border:�1px�solid�#f00;

���padding:�10px;

���text-align:�center;

��}

�</style>

</head>

<body>

�<ul>

��<li>inline-block�1</li>

��<li>inline-block�2</li>

��<li>inline-block�3</li>

��<li>inline-block�4</li>

�</ul>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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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display: flex를 활용한 목록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ul�{�

���margin:�0;�

���padding:�0;�

���list-style:�none;�

���display:�flex;

��}�

��ul�li�{

���width:�25%;

���box-sizing:�border-box;

���background-color:�#ff0;

���border:�1px�solid�#f00;

���padding:�10px;

���margin:�5px;

���text-align:�center;

��}

�</style>

</head>

<body>

�<ul>

��<li>flex�1</li>

��<li>flex�2</li>

��<li>flex�3</li>

��<li>flex�4</li>

�</ul>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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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목록(list)과 flex를 활용한 Dropdown 메뉴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nav�{

���width:�100%;

���height:�50px;

��}

��ul�{�

���margin:�0;�

���padding:�0;�

���list-style:�none;�

���display:�flex;

��}�

��ul�li�{

���height:�50px;

���box-sizing:�border-box;

���text-align:�center;

��}

��ul�>�li�{

���width:�25%;

���background-color:�darkblue�;

��}

��ul�>�li:hover�{

���background-color:�darkcyan;

��}

��ul�li�a�{

���display:�inline-block;

���line-height:�50px;

���text-decoration:�none;

���color:�white;

��}

��ul�>�li�>�ul�{

���display:�none;

��}

��ul�>�li:hover�ul�{

���display:�flex;

���flex-flow:�column;

��}

��ul�>�li�>�ul�>�li�{

���width:�100%;

���background-color:�darkcyan;

��}

��ul�>�li�>�ul�>�li:h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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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color:�darkgray;

��}

�</style>

</head>

<body>

�<nav>

��<ul>

���<li>

����<a�href="#">MENU�1</a>

����<ul>

�����<li><a�href="#">MENU�1-1</a></li>

�����<li><a�href="#">MENU�1-2</a></li>

�����<li><a�href="#">MENU�1-3</a></li>

�����<li><a�href="#">MENU�1-4</a></li>

����</ul>

���</li>

���<li>

����<a�href="3">MENU�2</a>

����<ul>

�����<li><a�href="#">MENU�2-1</a></li>

�����<li><a�href="#">MENU�2-2</a></li>

�����<li><a�href="#">MENU�2-3</a></li>

�����<li><a�href="#">MENU�2-4</a></li>

�����<li><a�href="#">MENU�2-5</a></li>

����</ul>����

���</li>

���<li>

����<a�href="#">MENU�3</a>

����<ul>

�����<li><a�href="#">MENU�3-1</a></li>

�����<li><a�href="#">MENU�3-2</a></li>

�����<li><a�href="#">MENU�3-3</a></li>

����</ul>������

���</li>

���<li>

����<a�href="3">MENU�4</a>

����<ul>

�����<li><a�href="#">MENU�4-1</a></li>

�����<li><a�href="#">MENU�4-2</a></li>

�����<li><a�href="#">MENU�4-3</a></li>

����</ul>

���</li>

���<li>

����<a�href="3">MENU�5</a>

����<ul>

�����<li><a�href="#">MENU�5-1</a></li>

�����<li><a�href="#">MENU�5-2</a></li>

����</ul>

���</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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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

</body>

</html>

CSS Table

¡ Table 활용

Table은 구조화된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소이다. 초창기 웹

에서는 Table을 페이지 레이아웃을 작성하는데까지도 사용되었다. 이는 Table의 

Cell들이 제공하는 좌우, 상하 정렬기능 등이 레이아웃 작성에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CSS에서 float, inline-block, flex와 같은 레이아웃 모델을 

위한 속성들을 제공하기 전의 일이다. 

현재는 레이아웃 작성에 Table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구시대적인 것이고 비효율적

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어찌되었건 Table은 그 본연의 목적인 구조화된 데이터 표시에 여전히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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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고 굳이 테이블을 써도 되는데 다른 요소를 쓸 필요는 없다. 

¡ Table 관련 속성들

테이블을 꾸미는데 사용되는 속성들은 다음과 같다. 

- border : table, th, td 요소들의 테두리를 설정한다. 

- border-collaps : 테두리가 겹칠 때 처리 방법을 설정한다.  

- border-spacing : border-collaps가 separate일 때 테두리 간 거리를 설정

한다. 

- caption-side : 캡션이 어디에 위치할지 설정한다. 

- empty-cells : 내용이 없는 빈 셀의 표시에 대해 설정한다. 

- table-layout : 테이블의 레이아웃을 설정한다. 

Ÿ border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table�td�{

���border:�1px�solid�#666;

���padding:�5px;

��}

�</style>

</head>

<body>

�<table>

��<tr>

���<td>테이블�Cell�1</td>

���<td>테이블�Cell�2</td>

���<td>테이블�Cell�3</td>

���<td>테이블�Cell�4</td>

��</tr>

��<tr>

���<td>테이블�Cell�1</td>

���<td>테이블�Cell�2</td>

���<td>테이블�Cell�3</td>

���<td>테이블�Cell�4</td>

��</tr>

�</tabl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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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Ÿ border-collapse

이 속성은 테두리를 하나의 선으로 표현할지 분리해서 표현할지를 설정한다. 

이 속성은 td가 아니라 table에 설정해야 한다. 

border-collapse: collapse | separate

F collapse : 테두리를 하나의 선으로 표시

F separate : 테두리를 분리하여 표시

border-collapse가 separate인 경우에 border-spacing이 적용되어 테두리와 테두

리 사이의 간격이 설정된다. 

다음 예재를 통해 확인해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table1�{

���border-collapse:�collapse;

���background-color:�yellow;

��}

��.table2�{

���border-collapse:�separate;

���background-color:�pink;

��}

��.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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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collapse:�separate;

���border-spacing:�20px;

���background-color:�aqua;�

���border:�1px�solid�#f00;��

��}��

��table�{

���width:�100%;

��}

��table�td�{

���border:�1px�solid�#666;

���padding:�5px;

��}

�</style>

</head>

<body>

�<table�class="table1">

��<tr>

���<td>collapse</td>

���<td>collapse</td>

���<td>collapse</td>

���<td>collapse</td>

��</tr>

��<tr>

���<td>collapse</td>

���<td>collapse</td>

���<td>collapse</td>

���<td>collapse</td>

��</tr>

�</table>

�<table�class="table2">

��<tr>

���<td>separate</td>

���<td>separate</td>

���<td>separate</td>

���<td>separate</td>

��</tr>

��<tr>

���<td>separate</td>

���<td>separate</td>

���<td>separate</td>

���<td>separate</td>

��</tr>

�</table>�

�<table�class="table3">

��<tr>

���<td>separate�&amp;�spacing</td>

���<td>separate�&amp;�spacing</td>

���<td>separate�&amp;�spacing</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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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separate�&amp;�spacing</td>

���<td>separate�&amp;�spacing</td>

���<td>separate�&amp;�spacing</td>

��</tr>

�</table>��

</body>

</html>

Ÿ table-layout

이 속성은 테이블의 열들의 넓이를 자동으로 계산할지 고정시킬지에 대해 정하는 

속성이다. 이 속성은 auto와 fixed 두 값을 갖는다. 

auto는 기본값이며 내용에 포함된 콘텐츠에서 줄바꿈되지 않는 내용 중 가장 넓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크기를 계산한다. 이러한 방식은 다소 테이블의 셀들의 넓이

를 계산하여 최종 표시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fixed는 모들 열들의 넓이를 같게 만든다. 

예제를 통해 알아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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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SS</title>

�<style>

��.table1�{

���table-layout:�auto;

��}

��.table2�{

��table-layout:�fixed;

��}

��table�{

���width:�100%;

���margin-bottom:�10px;

���border:�1px�solid�#666;

��}

��table�td�{

���border:�1px�solid�#666;

���padding:�5px;

��}

�</style>

</head>

<body>

�<table�class="table1">

��<tr>

���<td>thisistablelaoutauto</td>

���<td>tablelaoutauto</td>

���<td>laoutauto</td>

���<td>auto</td>

��</tr>

��<tr>

���<td>auto</td>

���<td>auto</td>

���<td>auto</td>

���<td>auto</td>

��</tr>

�</table>

�<table�class="table2">

��<tr>

���<td>thisistablelaoutauto</td>

���<td>tablelaoutauto</td>

���<td>laoutauto</td>

���<td>auto</td>

��</tr>

��<tr>

���<td>auto</td>

���<td>auto</td>

���<td>auto</td>

���<td>auto</td>

��</tr>

�</table>��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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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caption-side

이 속성은 테이블의 캡션이 표시될 위치를 가리킨다. 값은 top과 bottom 둘 중 하

나로 설정할 수 있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table1�{

���caption-side:�top;

��}

��.table2�{

���caption-side:�bottom;

��}

��table�{

���width:�100%;

���margin-bottom:�10px;

���border:�1px�solid�#666;

��}

��table�td�{

���border:�1px�solid�#666;

���padding:�5px;

��}

�</style>

</head>

<body>

�<table�class="table1">

��<caption>표�1.�caption-side:�top</caption>

��<tr>

���<td>caption-side:�top</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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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caption-side:�top</td>

���<td>caption-side:�top</td>

���<td>caption-side:�top</td>

��</tr>

��<tr>

���<td>caption-side:�top</td>

���<td>caption-side:�top</td>

���<td>caption-side:�top</td>

���<td>caption-side:�top</td>

��</tr>

�</table>

�<table�class="table2">

��<caption>표�2.�caption-side:�bottom</caption>

��<tr>

���<td>caption-side:�bottom</td>

���<td>caption-side:�bottom</td>

���<td>caption-side:�bottom</td>

���<td>caption-side:�bottom</td>

��</tr>

��<tr>

���<td>caption-side:�bottom</td>

���<td>caption-side:�bottom</td>

���<td>caption-side:�bottom</td>

���<td>caption-side:�bottom</td>

��</tr>

�</table>��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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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mpty-cells

이 속성은 내용이 없는 빈 셀들을 어떻게 표시할지 설정하는 속성이다. 값은 

show, hide 두가지로 설정할 수 있으며 show일 때는 빈 셀이지만 보여주고 hide

일 때는 표시하지 않는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table1�{

���empty-cells:�show;

��}

��.table2�{

���empty-cells:�hide;

��}

��table�{

���table-layout:�fixed;

���width:�100%;

���margin-bottom:�10px;

���border:�1px�solid�#666;

��}

��table�td�{

���border:�1px�solid�#666;

���padding:�5px;

��}

�</style>

</head>

<body>

�<table�class="table1">

��<tr>

���<td>empty-cells:�show</td>

���<td></td>

���<td>caption-side:�top</td>

���<td></td>

��</tr>

��<tr>

���<td>empty-cells:�show</td>

���<td>empty-cells:�show</td>

���<td></td>

���<td></td>

��</tr>

�</table>

�<table�class="table2">

��<tr>

���<td>empty-cells:�hide</td>



WEB_HTML_CSS(유승열).hwp 467

���<td></td>

���<td>empty-cells:�hide</td>

���<td></td>

��</tr>

��<tr>

���<td>empty-cells:�hide</td>

���<td>empty-cells:�hide</td>

���<td></td>

���<td></td>

��</tr>

�</table>��

</body>

</html>

¡ Table Cell에서의 콘텐츠 정렬과 여백

테이블 셀들은 가로 정렬을 위해서는 일반 텍스트 처럼 text-align(left, center, 

right) 속성을 사용하고 세로 정렬을 위해서는 vertical-align(top, middle, bottom)

을 사용한다. 

안쪽 여백은 padding을 사용하면 된다. Cell에서 바깥여백(margin)은 작동하지 않

는다. margin은 table 전체에는 설정할 수 있다.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자.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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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layout:�fixed;

���width:�100%;

���border:�1px�solid�#666;

��}

��table�td�{

���height:�70px;

���border:�1px�solid�#666;

���padding:�5px;

��}

��span�{

���background-color:�#f00;

���color:�#fff;

��}

�</style>

</head>

<body>

�<table�class="table1">

��<tr>

���<td�style="text-align:�left;"><span>text-align:�left</span></td>

���<td�style="text-align:�center;"><span>text-align:�center</span></td>

���<td�style="text-align:�right;"><span>text-align:�right</span></td>

��</tr>

��<tr>

���<td�style="vertical-align:�top;"><span>vertical-align:�top</span></td>

���<td�style="vertical-align:�middle;"><span>vertical-align:�middle</span></td>

���<td�style="vertical-align:�bottom;"><span>vertical-align:�bottom</span></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vertical-align:� top;"><span>text-align:� left;� vertical-align:�

top</span></td>

���<td� style="text-align:� center;vertical-align:� bottom;"><span>text-align:�

center;vertical-align:�bottom</span></td>

���<td�style="text-align:�right;vertical-align:�bottom;"><span>text-align:�right;vertical-align:�

bottom</span></td>

��</tr>��

�</table>�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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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꾸미기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Table</title>

�<style>

��table�{

���width:�100%;

���border-collapse:�collapse;

��}

��table�caption�{

���font-size:�20px;

���font-weight:�bold;

��}

��td,�th�{

���border:�1px�solid�CadetBlue;

���padding:�10px;

��}

��thead�tr�{

���background-color:�CornflowerBlue;

���color:�white;

��}

��table�tbody�tr:nth-child(even)�{

���background-color:�#eee;

��}

��table�tbody�tr�td:last-child�{

���text-align:�center;

��}

��table�tbody�tr:hover�{

���background-color:�#ff0;

��}

�</style>

</head>

<body>

�<table>

��<caption>직원�연봉�리스트</caption>

��<thead>

���<tr>

����<th>이름</th>

����<th>주소</th>

����<th>연봉</th>

���</tr>

��</thead>

��<tbody>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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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Drake</td>

�����<td>P.O.�Box�144,�5044�Luctus.�Avenue</td>

�����<td>150</td>

����</tr>

����<tr>

�����<td>Lane</td>

�����<td>9571�In�Av.</td>

�����<td>250</td>

����</tr>

����<tr>

�����<td>Wang</td>

�����<td>269�Enim.�Road</td>

�����<td>300</td>

����</tr>

����<tr>

�����<td>Ted</td>

�����<td>223�Sretp.�Road</td>

�����<td>400</td>

����</tr>���

����<tr>

�����<td>Akla</td>

�����<td>123�JIAA.�Road</td>

�����<td>300</td>

����</tr>������

��</tbody>

�</table>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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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Form 꾸미기
Form 요소들을 위한 별도의 CSS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CSS의 여러 속성들을 활

용해서 Form을 보기 좋게, 또는 사용하기 편리하게 고칠 수 있다. 

HTML에서 사용했던 폼 예제를 그대로 활용해서 CSS를 추가하면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CSS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 CSS를 추가하지 않은 기본 Form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title>Form</title>

�<style>

��/*�여기에�Form을�디자인할�CSS�코드�추가�*/
�</style>

</head>

<body>

�<form�action="/member/join.php"�method="POST">

��<label�for="username">이름(필수)</label>

��<input�type="text"�name="username"�id="username"�placeholder="이름입력..."�required><br>

��<label�for="userid">Email(필수)</label>

��<input�type="email"�name="email"�id="email"�placeholder="example@email.dev"�required><br>

��<label�for="userpassword">비밀번호(필수)</label>

��<input�type="password"�name="password"�id="password"�required><br>

��<label�for="nationality">국적</label>

��<input�type="radio"�name="nationality"�id="nationality_local"�value="local"�checked>내국인

��<input�type="radio"�name="nationality"�id="nationality_foreigner"�value="local">외국인<br>

��<label�for="city">거주도시</label>

��<select�name="city"�id="city">

���<option�value=""></option>

���<option�value="서울">서울</option>

���<option�value="서울">인천</option>

���<option�value="서울">대전</option>

���<option�value="서울">광주</option>

���<option�value="서울">대구</option>

���<option�value="서울">부산</option>

��</select><br>

��<label�for="interests">관심분야(여러�개�선택가능)</label>

��<input�type="checkbox"�name="interests"�id="interest_sports"�value="sports">스포츠

��<input�type="checkbox"�name="interests"�id="interest_reading"�value="reading">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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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type="checkbox"�name="interests"�id="interest_music"�value="music">음악<br>

��<label�for="intro">자기소개</label><br>

��<textarea�name="intro"�id="intro"�cols="50"�rows="5"�placeholder="취미를�입력하세요."></textar

ea><br>

��<input�type="submit"�value="회원가입">

��<input�type="reset"�value="초기화">

�</form>

</body>

</html>

¡ style 추가하기 

위 기본 예제의 <style></style> 사이에 다음의 스타일 코드를 입력한다. 

단, 버튼에 사용한 이미지는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style>

��*�{

���box-sizing:�border-box;

���font-size:�1rem;

��}

��input[type=text],�input[type=password],�input[type=email],�select,�textarea�{

���width:�100%;

���border-radius:�5px;

���padding:�10px;

���border:�1px�solid�deepskyblue;

��}

��input[type=text]:focus,�input[type=password]:focus,�input[type=email]:focus,�textarea:focus�{

���background-color:�lightyellow�;

��}

��input[type=submit],�input[type=reset]�{

���background-color:�lightseagreen;

���border:�none;

���padding:�10px�30px;

���color:�white;



WEB_HTML_CSS(유승열).hwp 473

��}

��input[type=submit]�{

���background-image:�url(images/click.png);

���background-repeat:�no-repeat;

���background-position:�5px�10px;

��}

��input[type=reset]�{

���background-image:�url(images/reset.png);

���background-repeat:�no-repeat;

���background-position:�5px�10px;

��}

��label�{

���display:�block;

���margin:�10px�0�5px�0;

���font-weight:�bold;

��}

��br�{

���display:�none;

��}

��input:required�{

���border:�1px�solid�red;

��}

�</style>

radio, checkbox 요소들을 색다르게 꾸미는 방법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자. 

https://www.w3schools.com/howto/howto_css_custom_checkbo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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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반응형(Responsive) 웹

¡ 반응형(Resonpsive) 웹이란?

반응형 웹이란 크기가 다른 여러 장치들에서 웹페이지가 효과적으로 보이도록 작

성된 웹 페이지를 말한다. 최근에 Desktop PC외에 Tablet, Mobile Phone 등과 같

은 다양한 기기들의 사용이 늘면서 같은 페이지가 기기마다 최적화된 상태로 보이

게 할 필요가 생겼고 이에 대해 대응한 것이 반응형 웹이다. 

반응형 웹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던 HTML과 CSS 기능을 사용해

서 사이즈에 반응하는 웹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Mobile First 개념이 널리 퍼져 있어서 웹 사이트를 제작할 때 Mobile 

Phone 사용자를 먼저 고려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이 유행이다. 이는 수많은 

웹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통계 분석 결과 Mobile Phone 사용자의 점유율이 높아지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 반응형(Resonpsive) 웹에 사용되는 기술들

반응형 웹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Ÿ 뷰포트(viewport) 

뷰포트는 앞어 “HTML5 기본 구조 예”에서 설명한 적이 있다. 뷰포트는 특히 모바

일 환경의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를 열었을 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설정하며 

Mobile 접속을 고려하는 반응형 웹 페이지라면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좋다. 

뷰포트에 대해서는 뒤에 세부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Ÿ Media Query 

Media Query는 브라우저의 사이즈에 따라 다른 Style을 적용할 수 있는 CSS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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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예를 들이 화면 가로 사이즈가 344px 이하에서 어떤 요소들은 어떻게 보여

야 할지를 정해준다거나, 화면과 인쇄시의 스타일을 다르게 한다든가 할 때 사용

한다. Media Query에 대해서도 뒤에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Ÿ 상대적 크기 단위 사용

앞에서 웹 요소들의 크기를 설정하는 방법 중에 %, em 등의 상대적 크기 단위에 

대해 알아보았다. 반응형 웹은 말 그대로 장치의 크기에 반응하는 것이므로 페이

지 레이아웃 구성 시 px와 같이 고정된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와 같이 비율로 

크기를 정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Ÿ Box Model을 활용한 Block 요소들의 정렬 방식

반응형 웹은 콘텐츠를 담는 Block 요소들의 크기와 정렬방식에 따라 다르게 표시

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 header, footer, aside, section, div 등 레이아웃 제작에 사용되는 요소들이 가

로로 정렬되었다가 크기에 따라 세로로 정렬되기도 하고 넓이가 30%였다가 100%

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다. 

Block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한 줄을 차지하는 성질을 갖고 있지만 CSS의 float, 

disppay: inline-block, display: flex 등의 속성 정의를 통해서 Block 요소들이 Block 

요소로서의 특징 중 하나인 width, height 속성을 가지면서도 Inline 요소처럼 하나

의 줄에 연이어 표시되도록 하고 이를 크기에 따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반응형 

웹을 구성하기도 한다. 

Ÿ 반응형 웹을 위한 CSS 내장 레이아웃 모델 사용

CSS3 버전에서는 반응형 웹을 위해 Flexbox 모델, Grid Layout Module을 제공한

다. Flexbox 모델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신 웹 브라우저에서 반응형 웹 제작에 

최적화되어 있는 박스모델이다. Grid Layout Module은 보다 더 반응형 웹을 위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 Grid Layout Module은 IE 16(Edge)부터만 지원하므

로 개발 시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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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반응형 웹 지원 CSS Labrary 또는 Framework

반응형 웹을 위해 배포된 CSS Framework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Bootstrap이다. 

Bootstrap은 Twitter에 의해 반응형 웹 개발을 위한 Framework로 만들어져서 현재

는 Wordpress 등 다양한 Open Source CMS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Bootstrap 외에도 Foundation, Pure, Skeleton, Montage, Siimple, Gumby, 

Semantic UI, Cascade 등이 있다. 

¡ viewport 알아보기

viewport는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들을 위한 설정용 메타태그이다. 처음에 Mobile

용 Safari 브라우저에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모바일 브라우저들이 

viewport를 지원한다. 

viewport는 웹 페이지 <head> 내에 meta 태그 형태로 다음과 같이 삽입된다. 

<meta�name="viewport"�content="width=device-width,�initial-scale=1,�minimum-scale=1,�

maximum-scale=1,�user-scalable=no">

content 속성 값에는 width=device-width만 들어가도 되지만 viewport content 속

성에 들어간 각각의 값들에 대해 알아보자. 

- width : 뷰포트의 넓이. 보통 device-with를 지정한다. device-with는 장치 

넓이를 뷰포트 넓이로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직접 픽셀 값을 지정할 수 있

지만 반응형 웹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다. 

- initial-scale : 페이지를 열었을 때 초기 화면 크기이다. 1은 100% 크기이

고, 2은 200%이다. 

- minimum-scale : 최소 크기이다. 1로 정의해주면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줄

이려고 해도 100% 이내로 줄지 않는다. 

- maximum-scale : 최대 크기이다. 1로 정의해주면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키

우려고 해도 100% 이상 커지지 않는다. 

- user-scalable: 사용자가 창의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지 설정한다. yes와 no

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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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포트를 설정했을 때와 설정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은 이미 앞에 "HTML5 Basic 

Template"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아래 두 그림과 같다. 왼쪽은 viewport를 설정

하지 않은 페이지를 모바일 페이지 모드에서 보았을 때이고 오른쪽은 같은 페이지

에 viewport를 설정하고 width=device-width 값을 추가한 후에 모바일 페이지 모

드에서 본 것이다. viewport가 모바일 페이지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 잘 알 수 있는 

예제이다. 

[모바일뷰] viewport 없는 페이지

 

[모바일뷰] viewport 추가한 페이지

¡ Media Query

media query는 매체 또는 매체의 사이즈를 감지하여 각각 다른 Style을 정의할 수 

있는 CSS의 Style Set이라고 할 수 있다. 

media query는 <style>, css 파일 또는 <link> 태그에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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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media�[only�|�not]�미디어타입�미디어특성�{�선택자�{�스타일�...}�...�}

</style>

<link�rel="stylesheet"�media="[only�|�not]�미디어타입�조건"�href="style.css">

- media query 사용 예

�@media�only�screen�and�(max-width:�414px)�{

���.main�>�div�{

����width:�100%;

���}

�}

�@media�only�screen�and�(min-width:�415px)�and�(max-width:�1000px)�{

���.main�>�div�{

����width:�50%;

���}

�}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 414px) { ... }

only screen은 오직 인쇄나 다른 미디어가 아닌 컴퓨터(PC) 화면 모드에서만 적용

되며 and는 앞의 only screen과 뒤의 괄호 안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의미이

다. (max-width: 414px)는 화면의 가로크기가 최대 414px까지 즉, 0~414px까지라

는 의미이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면 중괄호 { } 안의 Style이 적용된다. 

중괄호 { } 안에는 일반 CSS 설정처럼 선택자를 지정하고 다시 { } 안에 속성과 값

을 정의할 수 있다. 

@media only screen and (min-width: 415px) and (max-width: 1000px) { ... }

(min-width: 415px) and (max-width: 1000px)은 웹 페이지 화면이 최소 415px부터 

최대 1000px의 범위(415px와 1000px를 포함해서)의 넓이를 가질 때 적용되는 스

타일을 정의할 수 있다. 

위의 <style>또는 css 파일에 정의한 코드는 다음과 같이 <link> 태그로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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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타입 설명

all 모든 미디어에 적용된다. 

print 프린터에 적용된다. 

screen (컴퓨터, Tablet, Smart Phone) 화면에 적용된다. 

speech 페이지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에 적용된다. 

<link�rel="stylesheet"�media="only�screen�and�(max-width:�414px)"�href="screen_414.css">

<link� rel="stylesheet"� media="only� screen� and� (min-width:� 415px)� and� (max-width:� 1000px)"�

href="screen_415to1000.css">

<link>태그를 사용할 때는 각각의 조건마다 서로 다른 css 파일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파일마다 정의한 내용의 많을 때 사용하면 좋다. 

Ÿ 미디어타입

미디어 타입은 PC화면, 프린터, 스크린리더 등을 말한다. CSS3 버전에서는 다음의 

미디어 타입을 지원한다. 

- 미디어타입 정의 방법
F @media all { ... } : 모든 미디어에 대응, @media { ... }와 같이 생략 가능

F @media print { ... } : 프린트 미디어에 대응

F @media screen { ... } : 화면에 대응

F @media speech { ... } : 스크린리더에 대응

- not과 only 활용
F @media not print { ... } : 프린터가 아닌 모든 미디어에 대응

F @media only print { ... } : 오직 프린터에만 대응

F @media not screen { ... } : 화면이 아닌 모든 미디어에 대응

F @media only screen { ... } : 오직 화면에만 대응

F @media not speech { ... } : 스크린리더가 아닌 모든 미디어에 대응

F @media only speech { ... } : 오직 스크린리더에만 대응

F all에는 not과 only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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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특성 예제 설명

width (width: 500px) 넓이가 정확히 지정된 값일 때

min-width
(min-width: 500px)
(min-width: 30em)

최소 넓이(지정된 값 포함)

max-width
(max-width: 1000px)
(max-width: 200mm)

최대 넓이(지정된 값 포함)

height (height: 500px) 높이가 정확히 지정된 값일 때

min-height
(min-height: 500px)
(min-height: 30em)

최소 높이(지정된 값 포함)

max-height
(max-height: 1000px)
(max-height: 200mm)

최대 높이(지정된 값 포함)

orientation
(orientation: landscape)
(orientation: portrait)

viewport 방향을 학인
landscape = 가로방향
portrait = 세로방향

Ÿ 미디어특성

앞의 예제에서는 미디어타입 외에 미디어특성으로 min-width, max-with를 예로 

들어보았다. media query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은 더 종류가 많은데 주요 특성

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참조: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CSS/@media 

Ÿ 논리연산자

- and, not, only

이미 앞에서 not과 only를 미디어 타입에 활용하는 방법을 보았고 and를 사용하

는 방법을 보았다. and는 그 앞 뒤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작동한다. 

- or

media query에는 or 연산자가 따로 없다. 그렇다면 or는 어떻게 표현할까? meida 

query에서는 쉼표로 or를 대신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media�screen�(min-width:�700px),�print�and�(orientation:�landscape)�{�...�}

위의 media query는 화면에서 넓이가 700px 이상일 때와 프린터에서 가로 출력일 

때 모두 적용된다. 쉼표(,)는 or 연산자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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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media query를 활용한 반응형 웹 페이지 만들기

- 기본 HTML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name="viewport"�content="width=device-width,�initial-scale=1.0">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CSS�넣을�위치�*/
�</style>

</head>

<body>

�<header>

��<h1>Media�Query�반응형�웹</h1>

�</header>

�<div�class="main">

��<div�class="menu">

���<div>메뉴�1</div>

���<div>메뉴�2</div>

���<div>메뉴�3</div>

���<div>메뉴�4</div>

���<div>메뉴�5</div>

��</div>

��<div�class="contents">

���<h2�class="section-head">Contents�Area</h2>

���<p>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

���</p>

��</div>

��<div�class="aside">

���<h2�class="section-head">Aside</h2>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p>

��</div>

�</div>

�<footer>

��&copy;�Webskill.kr�2018�All�Rights�Reserved.

�</footer>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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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를 넣지 않고 열어보면 위와 같이 기본 텍스트들만 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 레이아웃 만들기

앞의 HTML 예제 <style></style>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보자. 

�<style>

��*�{

���box-sizing:�border-box;

��}

��header,�footer�{

���clear:�both;

���padding:�15px;

���background-color:�#e5e5e5;

���text-align:�center;

���border-radius:�5px;

��}

��.main�{

���margin-top:�20px;

��}

��.main�>�div�{

���float:�left;

���height:�au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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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aside�{

���width:�20%;

��}

��.contents�{

���width:�60%;

���padding:�0�15px;

��}

��.aside�>�section�{

���padding:�0�10px;

���background-color:�#e5e5e5;

��}

��.menu�>�div�{

���padding:�5px;

���background-color:�#e5e5e5;

���text-align:�center;

���margin-bottom:�5px;

��}

��.section-head�{

���margin:�0;

��}

��footer�{

���margin-top:�20px;

��}

��/*�여기에�media�query�추가�*/

�</style>

 

이 예제는 float을 사용하고 % 단위를 사용하여 레이아웃을 작성하였으므로 크기

가 줄어들어도 비율이 유지되어 찌그러진다. 이런 문제는 media query를 사용하

여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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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 query 추가하기

위 <style>의 아래쪽 /* 여기에 media query 추가 */ 부분에 다음과 같이 media 

query를 추가해보자. 

��@media�only�screen�and�(max-width:�414px)�{

���.main�>�div�{

����width:�100%;

���}

���header�>�h1�{

����font-size:�5vw;

���}

��}

��@media�only�screen�and�(min-width:�415px)�and�(max-width:�768px)�{

���.menu�{

����width:�30%

���}

���.contents�{

����width:�70%;

���}

���.aside�{

����width:�100%;

���}

��}

위 media query는 화면 가로 크기가 414px 이하이면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졌던 

.menu, .contents, .aside 요소들의 가로크기를 100%로 변경하여 작은 화면에서 분

할하지 않고 가로 전체에 꽉차게 표시한다. 이 때 header에 포함된 h1의 폰트 크

기를 뷰포트 가로크기 상대 사이즈인 vw 단위를 사용하여 조절하였다. 

또 415px이상, 768px 이하의 범위에서는 .menu, .contents는 각각 30%과 70%로, 

.aside는 100%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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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형 웹 최종 전체코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name="viewport"�content="width=device-width,�initial-scale=1.0">
�<meta�charset="UTF-8">
�<title>CSS</title>
�<style>
��*�{
���box-sizing:�border-box;
��}
��header,�footer�{
���clear:�both;
���padding:�15px;
���background-color:�#e5e5e5;
���text-align:�center;
���border-radius:�5px;
��}
��.main�{
���margin-top:�20px;
��}
��.main�>�div�{
���float:�left;
���height:�auto;
��}
��.menu,�.aside�{
���width:�20%;
��}
��.contents�{
���width:�60%;
���padding:�0�15px;
��}
��.aside�>�section�{
���padding:�0�10px;
���background-color:�#e5e5e5;
��}
��.menu�>�div�{
���padding:�5px;
���background-color:�#e5e5e5;
���text-align:�center;
���margin-bottom:�5px;
��}
��.section-head�{
���margin:�0;
��}
��footer�{
���margin-top:�20px;
��}
��@media�only�screen�and�(max-width:�414px)�{
���.main�>�div�{
����width:�100%;
���}
���header�>�h1�{
����font-size:�5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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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dia�only�screen�and�(min-width:�415px)�and�(max-width:�768px)�{
���.menu�{
����width:�30%
���}
���.contents�{
����width:�70%;
���}
���.aside�{
����width:�100%;
���}
��}��
�</style>
</head>
<body>
�<header>
��<h1>Media�Query�반응형�웹</h1>
�</header>
�<div�class="main">
��<div�class="menu">
���<div>메뉴�1</div>
���<div>메뉴�2</div>
���<div>메뉴�3</div>
���<div>메뉴�4</div>
���<div>메뉴�5</div>
��</div>
��<div�class="contents">
���<h2�class="section-head">Contents�Area</h2>
���<p>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
���</p>
��</div>
��<div�class="aside">
���<section>
����<h2�class="section-head">Aside</h2>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p>
���</section>
��</div>
�</div>
�<footer>
��&copy;�Webskill.kr�2018�All�Rights�Reserved.
�</footer>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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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tstrap 활용 반응형 웹

bootstrap은 twitter에서 만든 반응형 웹을 위한 CSS Framework이다.  여기서 bootstrap에 

대해 학습하지는 않지만 앞의 media query 활용 반응형 웹을 bootstrap 활용 방식으로 어

떻게 바꾸는지 소개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name="viewport"�content="width=device-width,�initial-scale=1.0">

�<meta�charset="UTF-8">

�<link� rel="stylesheet"� href="https://maxcdn.bootstrapcdn.com/bootstrap/4.0.0/css/bootstrap.mi

n.css"�integrity="sha384-Gn5384xqQ1aoWXA+058RXPxPg6fy4IWvTNh0E263XmFcJlSAwiGgFAW/dAiS6JXm"�cros

sorigin="anonymous">

�<title>CSS</title>

</head>

<body>

�<div�class="container">

��<div�class="jumbotron">

���<h1�class="text-center">Bootstrap�반응형�웹</h1>

��</div>

��<div�class="row">

���<div�class="col-md-2�list-group">

����<div�class="list-group-item">메뉴�1</div>

����<div�class="list-group-item">메뉴�2</div>

����<div�class="list-group-item">메뉴�3</div>

����<div�class="list-group-item">메뉴�4</div>

����<div�class="list-group-item">메뉴�5</div>

���</div>

���<div�class="col-md-7">

����<h2>Contents�Area</h2>

����<p>

�����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Ut�enim�ad�minim�veniam,

�����quis�nostrud�exercitation�ullamco�laboris�nisi�ut�aliquip�ex�ea�commodo

�����consequat.�Duis�aute�irure�dolor�in�reprehenderit�in�voluptate�velit�esse

�����cillum�dolore�eu�fugiat�nulla�pariatur.�Excepteur�sint�occaecat�cupidatat�non

�����proident,�sunt�in�culpa�qui�officia�deserunt�mollit�anim�id�est�laborum.

����</p>

���</div>

���<div�class="col-md-3">

����<section>

�����<h2>Aside</h2>

�����<p>Lorem�ipsum�dolor�sit�amet,�consectetur�adipisicing�elit,�sed�do�eiusmod

�����tempor�incididunt�ut�labore�et�dolore�magna�aliqua.</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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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footer>

���<p>&copy;�Webskill.kr�2018�All�Rights�Reserved.</p>

��</footer>

�</div>

</body>

</html>

Bootstrap CDN을 연결하고 몇가지 class만 추가하여도 간단히 반응형 웹으로 바뀐다. 

자세한 사항은 https://getbootstrap.com/ 또는 https://www.w3schools.com 에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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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Transition
Transition은 전환시간과 효과에 대한 설정이다. 어떤 요소가 CSS 스타일 정의로 현재 스타

일에서 다른 스타일로 전환할 때 시간을 지정하고 속도에 대한 설정이다. 이 설정은 처음부

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소의 CSS에 변화가 생길 때 적용된다. 

transition: 속성 전환시간 타이밍기능 지연시간;

F 속성 : 전환에 적용될 속성. 예) width, hieght 등

F 전환시간 : 초단위 또는 밀리세컨드(1/1000초) 단위로 지정한다. 

1s = 1초, 1000ms = 1초, 500ms = 0.5초

F 타이밍기능 : 타이밍기능은 전환을 할 때 처음부터 같은 속도로 전환할지 아니면 느

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다가 다시 느려지는 방식으로 전환할지 등을 정하는 설정

값이다. 타이밍기능에는 다음의 값들을 적용할 수 있다. 상세 정보는 뒤에 살펴보자. 

linear,� ease,� ease-in,� ease-out,� ease-in-out,� step-start,� step-end,� steps(정수,start:end),�

cubic-bezier(n,n,n,n)

F 지연시간 : 전환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몇 초 뒤에 시작할지, 지연시간을 정한다. 

1s = 1초, 1000ms = 1초, 500ms = 0.5초

transition 속성은 다음과 같이 세부 속성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F transition-property : 전환될 속성 지정

F transition-duration : 전환시간 지정

F transition-timing-function : 타이밍기능 지정

F transition-delay : 지연시간 지정

¡ transition 사용법

Ÿ 전환 시간만 지정

transition:�2s;

전환 시간만 지정하면 지정하면 모든 변화에 대해 2초의 전환 시간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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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속성과 시간 지정

transition:�width�2s;

속성, 전환시간을 지정하면 지정한 속성에 대해서만 전환 시간을 적용한다. 만일 

요소가 width 말고 height도 변한다면 height는 전환효과를 갖지 않고 즉시 변화

한다. 

Ÿ 속성과 시간 및 타이밍기능 지정

transition:�width�2s�ease;

위 예제는 width를 2초간 ease 타이밍기능으로 전환한다. 

Ÿ 속성과 시간 및 타이밍기능, 지연시간 지정

transition:�width�2s�ease�1s;

위 예제는 width를 2초간 ease 타이밍기능으로 전환하되 1초간 지연 후 시작한다. 

Ÿ 두 개 이상의 속성에 대한 다른 transition 지정

transition:�width�2s�ease�1s,�height�3s�linear;

위 예제는 width를 2초간 ease 타이밍기능으로 전환하되 1초간 지연 후 시작한다. 

동시에 height에 대한 속성도 지정하였는데 3초간 linear 타이밍기능으로 전환하

도록 하였다. 이 때 width는 1초를 지연하였으므로 width, height 전환은 동시에 

종료된다. 

Ÿ 별도의 속성과 값으로 지정

���transition-property:�width;

���transition-duration:�2s;

���transition-timing-function:�ease;

���transition-delay:�250ms;

위와 같이 transition에 지정하는 각 값들을 별도의 속성이름과 값으로 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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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위의 4개의 속성은 다음과 같이 transition 하나로 정의할 수 있다. 

transition:�width�2s�ease�250ms;

¡ transition 예제

Ÿ transition 없이 속성 변화 예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style>

��div�{

���width:�100px;

���height:�50px;

���background-color:�red;

��}

��div:hover�{

���width:�200px;

��}

�</style>

</head>

<body>

�<div></div>�

</body>

</html>

이 예제는 div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width가 100px에서 200px로 변한다. 하지만 단순히 

hover시 새로운 width 값만 지정해주면 마우스를 올리자마자 바로  100px에서 200px로 변

한다. 이 때 어떤 전환 효과도 없다. 

 

Ÿ transition 속성을 부여한 후의 예제

위 예제의 div { ... } 안에 다음과 같이 transition: 2s;를 추가해보자. 

��div�{

���width:�1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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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50px;

���background-color:�red;

���transition:�width�2s;
��}

이제 마우스를 div에 올리면 아래 그림과 같이 100px에서부터 200px까지 서서히 2초 동안 

전환된다. 교재에서는 보여주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가진다. 

  

위 경우에는 hover 시에 2초간 100px에서 200px로 width를 키우는 것이었으므로 마우스를 

div에서 내리면 다시 반대로 서서히 2초간 줄어든다. 

Ÿ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의 변화에 대한 transition 

쉼표로 구분하면 두 가지 이상의 속성에 대한 transition을 지정할 수 있다. 

transition:�width�2s,�height�1s;

-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style>

��div�{

���width:�100px;

���height:�50px;

���background-color:�red;

���transition:�width�2s,�height�1s;
��}

��div:hover�{

���width:�200px;

���height:�100px;
��}

�</style>

</head>

<body>

�<div></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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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transform에 대한 transition 

뒤에 배울 transform은 요소의 모양 변화에 관한 CSS 속성이다. 예를 들어 회전 같은 것이 

그것이다. transition은 transform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다음의 예제가 그것이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style>

��div�{

���width:�100px;

���height:�100px;

���background-color:�red;

���margin:�50px�auto;

���transition:�transform�2s;
��}

��div:hover�{

���transform:�rotate(180deg);
��}

�</style>

</head>

<body>

�<div></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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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ition-timing-function

앞에서 타이밍기능은 전환을 할 때 처음부터 같은 속도로 전환할지 아니면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다가 다시 느려지는 방식으로 전환할지 등을 정하는 설정값

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Ÿ linear

전환 시작과 종료 시까지의 시간을 균등분할하여 동일한 속도로 변화한다. 

transition: 2s linear

Ÿ ease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느리게 끝나는 방식이다.  별도의 타이밍

기능을 지정하지 않으면 ease가 기본값이다. 

Ÿ ease-in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빨라진다. 

Ÿ ease-out

빨리 시작해서 점점 느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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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ase-in-out

천천히 시작해서 천천히 끝난다. ease와 유사하다. 

Ÿ step-start

전환시간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전환한다. transition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유사하

다. 

Ÿ step-end

지정한 전환시간이 종료되자마자 바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2s의 전환시간이 있다

면 2초 후에 전환된다. 

Ÿ steps(정수,start | end), 

지정한 정수만큼 전환을 나누어서 진행한다. 

쉼표 뒤에 start 또는 end를 쓸 수 있다. 

start는 시간을 정수로 나누고 나서 그 시작부터 전환을 시작한다. 즉, 바로 시작한

다. end는 시간을 정수로 나누고 나서 첫 번째 스텝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바로 전

환이 시작한다. 즉 스텝으로 나눈 시간만큼 지연하여 전환하는 것을 끝날때가지 

반복한다. 

- 예) transition: 4s steps(4, start);

이 예는 전환시간 4초를 4등분하여 한 단계씩 전환하는데 0초에서 전환하고, 1, 2, 

3초에서 전환한다. 

- 예) transition: 4s steps(4, end);

이 예는 전환시간 4초를 4등분하여 한 단계씩 전환하는데 1초에서 전환하고, 2, 3, 

4초에서 전환한다. 

Ÿ cubic-bezier(n,n,n,n)

큐빅 베지어 곡선을 타이밍기능에 적용한다. 4개의 값을 갖는데 각각 0부터 1 사이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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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앞의 linear, ease 등 모든 타이밍기능들은 다음과 같이 큐빅 베지어 곡선 함수로 설정 

가능하다. 

- linear = cubic-bezier(0,0,1,1)

- ease = cubic-bezier(0.25,0.1,0.25,1)

- ease-in = cubic-bezier(0.42,0,1,1)

- ease-out = cubic-bezier(0,0,0.58,1)

- ease-in-out = cubic-bezier(0.42,0,0.58,1)

큐빅 베지어 곡선을 사용하면 다양한 타이밍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큐빅 베지어 곡선 값을 쉽게 얻어내는 방법 중 하나는 다음 웹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http://cubic-bezier.com 

이 사이트에서 얻은 값들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transition:�4s�cubic-bezier(.17,.67,.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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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Transform
CSS는 transform을 통해  요소들의 모양이나 크기,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예를 들어 요소를 회전하거나 위치를 변경하거나 뒤틀리게 하거나 3차원으로 뒤집는 

기능들이 transform으로 제공된다.

transform은 fransform 속성에 다양한 효과 함수와 값을 입력하여 적용한다. 

transform: 함수(값,...);

transform은 크게 2차원(2D) 효과와 3차원(3D)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 2차원(2D) transform

Ÿ translate – 위치를 이동

transform: translate(x,y);

transform: translateX(x);

transform: translateY(y);

요소의 위치를 x와 y만큼 이동한다. x와 y는 숫자와 CSS 단위를 사용하여 지정한다. 

두 값을 사용하는 translate와 x축으로 이동하는 translateX, y축으로 이동하는 translateY가 

있다.

- 사용방법 예
transform:�translate(20px,�20px);

transform:�translate(10%,�50%);

transform:�translate(3em,�2in);

transform:�translateX(20px);

transform:�translateY(50%);

transform: translate(20px);와 같이 transform에 값을 하나만 사용한 경우 x축에 대

해서만 위치를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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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style>

��.box�{

���width:�auto;

���height:�auto;

���border:�2px�dotted�#666;

��}

��.box�>�div�{

���width:�300px;

���height:�100px;

���background-color:�red;

���color:�white;

���transition:�1s;

��}

��.box�>�div:hover�{

���transform:�translate(30px,�30px);
��}

�</style>

</head>

<body>

�<div�class="box">

��<div></div>�

�</div>

</body>

</html>

이 예제는 .box 안의 div에 마우스를 올리면 x축(가로 오른쪽)으로 30px, y축(세로 

아래쪽)으로 30px 위치를 이동한다. 이 예제에서는 위에 "transition: 1s;"를 추가하

여 1초간 부드럽게 위치르 이동하도록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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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scale – 크기를 변경

transform: scale(w,h);

transform: scaleX(w);

transform: scaleY(y);

요소의 크기를 w와 h만큼 이동한다. w와 h는 정수로 사용한다. 숫자는 주어진 크기의 몇 배

인지를 정한다. 예를 들어 1은 100%, 1.5는 150%, 2는 200%이다. 

기본적으로 크기는 가운데를 중심점으로 변경된다. 중심점 변경은 뒤에 transform-origin에 

대한 설명에서 알아볼 것이다. 

두 값을 사용하는 scale과 width만 변경하는 scaleX, height만 변경하는 scaleY가 있다.

- 사용방법 예
transform:�scale(2);

transform:�scale(1.5,2);

transform:�scaleX(1.2);

transform:�scaleY(2.3);

transform: scale(20px);와 같이 scale에 값을 하나만 사용한 경우 width와 height 

모두 같은 비율로 크기를 변경한다.  

-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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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width:�auto;

���height:�auto;

���border:�2px�dotted�#666;

��}

��.box�>�div�{

���position:�relative;

���width:�300px;

���height:�100px;

���background-color:�red;

���color:�white;

���transition:�1s;

��}

��.box�>�div:hover�{

���transform:�scale(2,2);
��}

�</style>

</head>

<body>

�<div�class="box">

��<div></div>�

�</div>

</body>

</html>

- scale 응용 : 이미지 박스에 마우스 올리면 내부 이미지만 약간 확대하기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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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div�{

���width:�300px;

���height:�150px;

���border:�2px�dotted�#666;

���overflow:�hidden;

��}

��div�>�img�{

���transition:�1s;

��}

��div�>�img:hover�{

���transform:�scale(1.5,1.5);

��}

�</style>

</head>

<body>

�<div><img�src="images/sample.png"�width="300"�height="150"></div>�

</body>

</html>

Ÿ skew – 모양 뒤틀기

transform: skewX(xdeg);

transform: skewY(ydeg);

요소의 모양을  x각도와 y 각도만큼 뒤튼다. x각도와 y 각도는 0~360 숫자에 deg를 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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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각도를 변경하는 skewX, y 각도를 변경하는 skewY가 있다. skew(xdeg,ydeg)도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표준에서 skew()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F https://www.w3.org/TR/2017/WD-css-transforms-1-20171130/ 

- 사용방법 예
transform:�skew(20deg);

transform:�skew(30deg,�40deg);

transform:�skewX(10deg);

transform:�skewY(45deg);

transform: skew(20deg);와 같이 skew에 값을 하나만 사용한 경우 x 각도만 변경

한다.  

-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250px;

���height:�200px;

���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red;

���color:�white;

���margin:�70px;

��}

��.skew-1�{

���transform:�skew(10deg);

��}

��.skew-2�{

���transform:�skew(10deg,�30deg);

��}

��.skew-3�{

���transform:�skew(-30deg,�30deg);

��}

�</style>

</head>

<body>

�<div�class="skew-1">transform:�skew(20deg);</div>

�<div�class="skew-2">transform:�skew(10deg,�10deg);</div>

�<div�class="skew-3">transform:�skew(10deg,�10deg);</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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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rotate – 요소 회전하기

transform: rotate(ndeg);

요소를 n각도 만큼 회전한다. 각도는 0~360 숫자에 deg를 붙이다. 

- 사용방법 예
transform:�rotate(20deg);

transform:�rotate(180deg);

transform:�rotate(270deg);

transform:�rotate(360deg);

-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150px;

���height:�150px;

���line-height:�150px;

���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red;

���color:�white;

���margin:�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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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radius:�50%;

��}

��.rotate-1�{

���transform:�rotate(45deg);

��}

��.rotate-2�{

���transform:�rotate(180deg);

��}

��.rotate-3�{

���transform:�rotate(270deg);

��}

��.rotate-4�{

���transform:�rotate(360deg);

��}��

�</style>

</head>

<body>

�<div�class="rotate-1">rotate(45deg)</div>

�<div�class="rotate-2">rotate(180deg)</div>

�<div�class="rotate-3">rotate(270deg)</div>

�<div�class="rotate-4">rotate(360deg)</div>

</body>

</html>

Ÿ matrix – 2D 요소 한 번에 사용하기

transform: matrix(a, b, c, d, e, f);

matrix는 scaleX(), skewY(), skewX(), scaleY(), translateX(), translateY()를 한번에 사용하는 

transform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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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aleX(), b=skewY(), c=skewX(), d=scaleY(), e=translateX(), f=translateY()를 가리킨다. 

이 때 사용하는 값들은 각각이 가리키는 함수에서 사용하는 값과는 다르게 사용된다. 

matrix()는 지나치게 사용법이 복잡하므로 간단한 예제만 보여주고 여러 요소를 한번에 정

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matrix를 대신하기로 한다. 

- 사용방법 예

transform:�matrix(1,�-0.5,�0,�1,�50,�5);

-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250px;

���height:�200px;

���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red;

���color:�white;

���margin:�70px;

���transform:�matrix(1,�-0.5,�0,�1,�50,�5);

��}

�</style>

</head>

<body>

�<div>matrix</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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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여러 개의 2D 요소 지정하기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300px;

���height:�300px;

���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red;

���color:�white;

���margin:�70px;

���transform:�translate(0,10px)�rotate(45deg)�skewX(20deg)�skewY(20deg)�scale(0.5,0.5);�

��}

�</style>

</head>

<body>

�<div>transform:�translate(0,10px)�rotate(45deg)�skewX(20deg)�skewY(20deg)�scale(0.5,0.5);</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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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3D) transform

Ÿ rotateX – 상하 뒤집기

transform: rotateX(ndeg);

요소를 n각도 만큼 상하로 뒤집는다. 

- 사용방법 예

transform:�rotateX(180deg);

-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100px;

���height:�100px;

���text-align:�center;

���background-image:�url(images/sample.png);

���background-size:�cover;

���color:�white;

��}

��.div-1�{�transform:�rotateX(20deg);�}

��.div-2�{�transform:�rotateX(30deg);�}

��.div-3�{�transform:�rotateX(45deg);�}

��.div-4�{�transform:�rotateX(60deg);�}

��.div-5�{�transform:�rotateX(75deg);�}

��.div-6�{�transform:�rotateX(100deg);�}

��.div-7�{�transform:�rotateX(130deg);�}

��.div-8�{�transform:�rotateX(150deg);�}

��.div-9�{�transform:�rotateX(180deg);�}

�</style>

</head>

<body>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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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class="div-1"></div>

�<div�class="div-2"></div>

�<div�class="div-3"></div>

�<div�class="div-4"></div>

�<div�class="div-5"></div>

�<div�class="div-6"></div>

�<div�class="div-7"></div>

�<div�class="div-8"></div>

�<div�class="div-9"></div>

</body>

</html>

Ÿ rotateY – 좌우 뒤집기

transform: rotateY(ndeg);

요소를 n각도 만큼 좌우로 뒤집는다. 

- 사용방법 예

transform:�rotateY(180deg);

-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100px;

���height:�100px;

���text-align:�center;

���background-image:�url(images/sampl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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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color:�white;

��}

��.div-1�{�transform:�rotateY(20deg);�}

��.div-2�{�transform:�rotateY(30deg);�}

��.div-3�{�transform:�rotateY(45deg);�}

��.div-4�{�transform:�rotateY(60deg);�}

��.div-5�{�transform:�rotateY(75deg);�}

��.div-6�{�transform:�rotateY(100deg);�}

��.div-7�{�transform:�rotateY(130deg);�}

��.div-8�{�transform:�rotateY(150deg);�}

��.div-9�{�transform:�rotateY(180deg);�}

�</style>

</head>

<body>

�<div></div>

�<div�class="div-1"></div>

�<div�class="div-2"></div>

�<div�class="div-3"></div>

�<div�class="div-4"></div>

�<div�class="div-5"></div>

�<div�class="div-6"></div>

�<div�class="div-7"></div>

�<div�class="div-8"></div>

�<div�class="div-9"></div>

</body>

</html>

Ÿ rotateZ – rotate와 동일하게 작동

transform: rotateZ(ndeg);

요소를 n각도 만큼 회전한다. rotate와 동일하게 작동하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 사용방법 예

transform:�rotateZ(180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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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rotate3d – 3차원 회전

transform: rotate3d(x, y, z, a);

x=x축 좌표, 0~1 사이의 숫자

y=y축 좌표, 0~1 사이의 숫자

z=z축 좌표, 0~1 사이의 숫자

a=회전각도, 0deg~360deg

- 사용방법 예

transform:�rotate3d(0.4,�0.4,�0.4,�75deg);

-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100px;

���height:�100px;

���text-align:�center;

���background-image:�url(images/sample.png);

���background-size:�cover;

��}

��.div-1�{�transform:�rotate3d(0.1,�0.1,�0.1,�30deg);�}

��.div-2�{�transform:�rotate3d(0.2,�0.2,�0.2,�45deg);�}

��.div-3�{�transform:�rotate3d(0.3,�0.3,�0.3,�60deg);�}

��.div-4�{�transform:�rotate3d(0.4,�0.4,�0.4,�75deg);�}

��.div-5�{�transform:�rotate3d(0.5,�0.5,�0.5,�90deg);�}

��.div-6�{�transform:�rotate3d(0.6,�0.6,�0.6,�150deg);�}

��.div-7�{�transform:�rotate3d(0.7,�0.7,�0.7,�180deg);�}

��.div-8�{�transform:�rotate3d(0.8,�0.8,�0.8,�230deg);�}

��.div-9�{�transform:�rotate3d(0.9,�0.9,�0.9,�300deg);�}

��.div-10�{�transform:�rotate3d(1,�1,�1,�360deg);�}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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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body>

�<div></div>

�<div�class="div-1"></div>

�<div�class="div-2"></div>

�<div�class="div-3"></div>

�<div�class="div-4"></div>

�<div�class="div-5"></div>

�<div�class="div-6"></div>

�<div�class="div-7"></div>

�<div�class="div-8"></div>

�<div�class="div-9"></div>

�<div�class="div-10"></div>

</body>

</html>

Ÿ scale3d – 3차원 크기 변경

transform: scale3d(x, y, z);

F x=가로 크기 비율. 1은 100%, 1.5는 150%, 0.5는 50%

F y=세로 크기 비율. 1은 100%, 1.5는 150%, 0.5는 50%

F z=z축 크기 비율. 1은 100%, 1.5는 150%, 0.5는 50%

- 사용방법 예

transform:�scale3d(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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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style>

��div�{

���display:�inline-block;

���width:�100px;

���height:�100px;

���text-align:�center;

���background-image:�url(images/sample.png);

���background-size:�cover;

��}

��.div-1�{�transform:�scale3d(1,�1,�1);�}

��.div-2�{�transform:�scale3d(2,�2,�2);�}

��.div-3�{�transform:�scale3d(0.5,�0.5,�0.5);�}

�</style>

</head>

<body>

�<div�class="div-1"></div>

�<div�class="div-2"></div>

�<div�class="div-3"></div>

</body>

</html>

3차원 transform의 정확한 사용예 보기

3차원 transform은 평면 요소에 적용하면 2차원 transform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이는 대상이 3차원

으로 표현되도록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교재는 초급자용 고재로서 3d transform을 모두 설명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 링크를 열어보면 3차원 transform 관련 고급 사용법에 대해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http://css3.bradshawenterprises.com/trans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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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설명

@keyframes 애니메이션의 규칙을 정의한다. 

animation-name 애니메이션 이름. @keyframes의 이름으로도 사용

animation-duration 애니메이션 재생 시간, 1s, 1.2s, 1500ms...

animation-timing-function

애니메이션 타이밍기능(효과는 transition 경우와 동일)

linear, ease, ease-in, ease-out, ease-in-out, step-start, 

step-end, steps(int,start, end), cubic-bezier(n,n,n,n)

animation-delay 애니메이션 시작 전 지연시간, 1s, 1.2s, 1500ms...

animation-iteration-count 애니메이션 반복 횟수

animation-direction
애니메이션 방향

normal, reverse, alternate, alternate-reverse

CSS Animation
CSS3 버전부터는 animation과 @keyframes를 사용해서 CSS만으로도 애니메이션

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에서 배운 transition을 활용해서도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는 있지만 반복, 방향과 같은 속성과 시간을 분할하여 속성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사용하려면 animation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CSS Animation 원리
- CSS Animation은 어떤 요소의 스타일을 현재 상태에서 지정한 상태로 서

서히 변화하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 CSS Animation을 사용하려면 @keyframes를 정의하여 시작과 끝 또는 %

를 사용한 비율 별로 변화하는 속성을 정의하고 요소에 해당 @keyframes

의 이름을 지정하여 사용한다. 

- 하나의 요소에 여러 속성의 변화를 정의할 수 있다. 

- 요소의 속성에 따라 특정 애니메이션 변화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를 들어 postion 속성이 없으면 위치 변화 애니메이션이 작동하지 않는다. 

¡ CSS Animation 속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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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tion-fill-mode
애니메이션을 재생하지 않을 때의 스타일 적용방법

none, forwards, backwards, both

animation-play-state 애니메이션 상태, paused, running

animation

다음 여러 애니메이션 속성들을 하나의 속성에 혼합 설정

animation-name, animation-duration, 

animation-timing-function, animation-delay,

animation-iteration-count, animation-direction

animation-fill-mode, animation-play-state

Ÿ @keyframes 사용법

@keyframes�키프레임이름�{
��from�{
���선택자�{�
����/*�속성�정의�*/
���}
��}
��to�{
���선택자�{�
����/*�속성�정의�*/
���}
��}
}

@keyframes�키프레임이름�{
��0%�{
���선택자�{�
����/*�속성�정의�*/
���}
��}
��100%�{
���선택자�{�
����/*�속성�정의�*/
���}
��}
}

@keyframes�키프레임이름�{
��0%�{
���선택자�{�
����/*�속성�정의�*/
���}
��}
��50%�{
���선택자�{�
����/*�속성�정의�*/
���}
��}
��100%�{
���선택자�{�
����/*�속성�정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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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frames 예제
��@keyframes�myani1�{

���from�{

����left:�0;

���}

���to�{

����left:�300px;

���}

��}

��@keyframes�myani2�{

���0%�{

����left:�0;

���}

���100%�{

����left:�300px;

���}

��}

��@keyframes�myani3�{

���0%�{

����width:�100px;

����height:�100px;

����transform:�rotate(0deg);

���}

���25%�{

����width:�50px;

����height:�50px;

���}

���50%�{

����width:�300px;

����height:�300px;

���}

���75%�{

����width:�100px;

����height:�100px;

���}

���100%�{

����width:�200px;

����height:�200px;

����transform:�rotate(360deg);

���}

��}

Ÿ animation-direction

애니메이션의 진행방향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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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설명

normal 기본값, 앞으로(forward) 진행한다. 0%에서 100%로 진행한다. 

reverse 반대방향(backward)으로 진행한다. 100%에서 0%로 진행한다. 

alternate 애니메이션이 반복될 때 앞으로 진행됐다가 다시 반대로 진행된다. 

alternate-reverse 
alternate과 반대로 동작한다. 애니메이션이 반복될 때 뒤에서부터 

진행됐다가 다시 앞에서부터 진행된다. 

값 설명

none 기본값, 요소의 원래 스타일이 적용된다.

forwards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프레임(100%)의 상태(스타일)을 유지한다.

backwards 애니메이션의 첫 번재 프레임(0%)의 상태(스타일)을 유지한다. 

both 애니메이션의 방향에 따라 마지막 상태를 유지한다. 

값 설명

running 기본값, 애니메이션이 재생된다. 

paused 애니메이션이 중지된다. 

Ÿ animation-fill-mode

애니메이션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 즉, 애니메이션 시작 전, 애니메이션 종료 후에 

어떤 스타일로 적용할지 정한다. 

Ÿ animation-play-state

애니메이션의 실행 상태를 설정한다. 

Ÿ animation-timing-function

F transition-timing-func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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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S Animation 예제
아래 예제는 가로,세로 100px의 빨간 사각형을 2초간 0도에서 360도로 회전하고 동시에 가로,세

로를 200px로 늘이고 배경색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애니메이션이다. 또한 

총 두 번 반복하되 한 번 애니메이션이 되고 나면 반대방향으로 애니메이션을 실행한다. 

<!DOCTYPE�html>

<html�lang="en">

<head>

�<meta�charset="UTF-8">

�<style>

��@keyframes�myani�{

���0%�{

����width:�100px;

����height:�100px;

����background-color:�red;

����transform:�rotate(0deg);

���}

���100%�{

����width:�200px;

����height:�200px;

����background-color:�blue;

����transform:�rotate(360deg);

���}

��}

��div�{

���width:�100px;

���height:�100px;

���background-color:�#f00;

���animation-name:�myani;

���animation-duration:�2s;

���animation-direction:�alternate;

���animation-iteration-count:�2;���

��}

�</style>

</head>

<body>

�<div></div>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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