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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모형 



전송매체 



TCP/IP 



웹브라우저 

• 웹서비스 : 하이퍼텍스트(hypertext) 형태의 문서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편리하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 

 

• Hyper Text : 텍스트끼리의 이동을 정의한 것으로 1965년에 
Ted Nelson이 만든 신조어로서 '3차원 이상의 공간'이라는 뜻
의 'Hyper'와 '문서'의 뜻을 가진 'Text’를 붙여서 만든 합성어 

 

• 웹브라우저 :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의 통신 프로토콜은 하이
퍼텍스트 전송 규약(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을 사
용한다. 웹 서버에 있는 하이퍼텍스트를 볼 수 있게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HTML 

• HTML : Hyper Text Markup Language의 약자로서, HTML은 하나의 
언어(Language)이다. 더 자세히 이야기 하면 HTML은 마크업
(Markup) 언어로서 여기서 마크업(Markup)이란 한 문서에 대하여 
그 문서의 특정 부분을 표시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HTML Tag : 태그(tag)란 꼬리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HTML 문서는 
각각의 명령어를 의미하는 태그(Tag)들로 이루어져 있다. HTML 태
그는 <....> 안에 쓰여 다른 text와 구분되며, 보통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로 구성된다. 



HTML의 기본구조 



HTML작성 예 

• ⓛ [시작] 메뉴에서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메모장]을 실행시킨다. 
• ② 다음과 같이 메모장을 열어서 간단한 HTML 문서를 작성한다. 

 
• <html> 

      <head> 
      <title> 간단한 HTML 예제 </title> 
      </head> 

 
      <body> 
      <h1> 오늘은 좋은 날 !!!</h1> 
      <p> HTML 배우는 날 
          P자를 쓰면 문단이 되지 ? 
      <p> 또 P가 나와서 여기도 문단이네 !! 
      </body> 
 
</html> 
 
 

• ③ HTML문서를 저장할 자신만의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html기본문
서.htm]이라고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HTML문서를 저장한다. 
모든 HTML문서는 확장자가 *.htm 또는 *.html로 저장된다. 



H태그(Heading) 



글꼴 (FONT)태그(SIZE) 

• 글꼴 태그는 FONT 속성 정보를 이용하여 폰트의 크기와 색상, 서체를 지정하여 사용 

• - <FONT SIZE=글자크기 숫자 COLOR="글자 색상“ FACE="서체”> 
..................................</FONT>로 표시 

• - SIZE=3이 기본 값(크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값으로 표시) 

• - COLOR="BLACK“이 기본 값(색상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값으로 표시 



글꼴 (FONT)태그(Color) 



글꼴 (FONT)태그(Size +Face) 



B, I, U, TT 태그 



SUB 태그 1. 



SUB 태그 2. 



BIG 태그 



특수문자 표시 



특수문자표시 예 



BR 태그(줄바꿈) 

• BR 태그는 HTML에서 매우 많이 사용하는 태그중의 하나이며 여기서, BR은 line 
BReak(문장 줄바꿈)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BR 태그는 문장의 줄을 바꾸고자 할 때 
문장 끝에 <BR> 표시로 표시하며 단독 태그로서 종료 태그(</...>) 없이 쓰인다. 



P태그 

• P 태그는 Paragraph(문단 구분)의 의미로서 줄 바꿈과 동시에 한 줄 띄게 할 때 사 
용하며 문장 끝에 <P>로 표시한다. P 태그는 <BR> 태그와 마찬가지로 단독 태그로
서 종료 태그(</...>) 없이 쓰인다. 문단정렬을 나타내는 ALIGN 속성이 포함될 수 있
으며, 좌측 정렬, 우측 정렬, 가운데 정렬에 따라서 ALIGN=LEFT 또는 ALIGN=RIGHT 
또는 ALIGN=CENTER로 표시한다. 



DIV 태그 

• DIV 태그는 DIVision(구역 구분)의 의미로서 구역을 구분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문 
장 끝에 <DIV>로 표시로 표시한다. DIV 태그는 <P> 태그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
지만, 마지막에 줄을 띄어주지는 않는 것이 차이이다. DIV 태그 또한 문단정렬을 나
타내는 ALIGN 속성이 포함할 수 있다. 



CENTER태그 



HR 태그 

• HR 태그는 HoRizontal(수평선)의 의미로서 문장 구분을 위해서 수평선을 그을 때 
사용하며 <HR>로 표시한다. HR 태그는 단독 태그로서 종료 태그(</...>) 없이 쓰인 
다. HR 태그에는 다음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선의 속성을 나타내는 NOSHADE, 
WIDTH, SIZE, ALIGN 속성이 포함될 수 있다. 



HR 태그 



HR 태그 



PRE태그 



주석문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