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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태그 

• HTML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목차와 같은 순서를 작성할 때 목
록을 사용한다.목록의 종류에는 크게 번호가 없는 목록(순서가 없는 
목록), 번호가 있는 목록(순서가 있는 목록)으로 나눌 수 있다. 

• UL : type 속성은 Unordered List의 의미로서 순서가 없는 목록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태그이다. UL 태그에는 type 속성이 포함될 수 있으며, type 속성
을 사용하여 불릿기호(●, ◯, ■)로 목록을 표시한다. type 속성을 지정하지 
않으면 Default type 속성인 ● 으로 목록을 나타낸다.  

• OL 태그는 Ordered List의 의미로서 순서있는 목록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태그이다. OL 태그에는 type 속성이 포함될 수 있으며, type 속성을 사용하
여 영문 대소문자, 로마 숫자, 숫자로 목록을 표시한다. type 속성을 지정하
지 않으면 Default type 속성인 숫자로 목록을 나타낸다. 

• LI 태그는 List의미로서 <LI>로 표시하며 목록을 적을 때 사용한다. 이러한 
LI태그는 종료 태그 없이 단독 태그로 사용하며 조그만 동그라미나 네모 같
은 아이콘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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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태그 

• DL 태그는 Definition List의 의미로서 제목과 내용을 표현하고 싶은 목록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태그이다. 특히 용어정의 목록을 시작하는 곳에 사용하
면 편리하다. DL태그는 보통 <DT>, <DD> 태그와 함께 사용하며, 이때 
<DT> 태그에는 용어의 제목(Definition Title)을 적고 <DD> 태그에는 용어
의 설명(Definition Description)을 적는다. 



문서연결태그 

• 문서연결 태그란 하이퍼링크를 실행시키는 태그이며 <A> 태그를 말한다. 
<A> 태그는 “Anchor(닻)"의 약자를 의미하며 <A> 태그 사이의 문자들은 
다른 일반 문자와 색깔이 다르며, 보통 밑줄이 그어져 있다. 또한 마우스 포
인터를 그 문자 위에 갖다 놓으면 손 모양의 아이콘으로 바뀐다. 하이퍼링
크에 적용할 수 있는 형식은 내 홈페이지에서 다른 홈 페이지로 연결하거나 
다른 문서로 연결하는 방법 또는 자신의 홈페이지 안에서 연결하는 방법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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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사용 

• HTML에서 책갈피 기능은 문서가 길어질 때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같은 페
이지 내에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에 이름을 주어 그 이름을 링크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한 화면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면 스크롤바를 계속 내리면
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따르는데, 이런 경우 책갈피를 이용하면 스
크롤바를 이용할 필요 없이 쉽게 원하는 곳으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 즉, <A href="#이름“>으로 지정된 링크 표시단어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A 
name = "이름“>으로 지정된 위치로 곧바로 이동한다. 이때, href에는 반드
시 #표시와 함께 이동할 곳의 위치를 의미하는 이름을 사용한다. 또한, 같은 
문서내의 특정위치로가 닌 다른 HTML문서내의 특정위치로 이동할 때는 
href 속성에 해당 문서의 경로명과 특정 이름을 함께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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