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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HTML 개요  

지니 선생님 



◀학습목차▶ 

1. HTML의 개념 
 

2. 문서 작성 준비와 실행 
 

3. 문서작성 기초 



1. HTML의 개념 : HTML 

HyperText Markup Languae 

- 문서 , 워드프로세서 파일 내에 삽입되는 일련의 문자 또는 기호 
 

- 태그(tag)라고도 부릅니다 
 

- 역할 : 출력되는 모습을 어떤 형태로 보여질 것인지 지시한다 



1. HTML의 개념 : 마크업 언어 

마크업의 규칙과 형식을 정의한 언어 

◈ 기술적 마크업 언어 
 
 
 
 
◈ 절차적 마크업 언어 

- 범용 마크업 언어 
- 다른 응용프로그램에서 문서 교환이 가능 
- SGML, HTML, XML등  

- 문서의 형식이나 텍스트의 외양을 기술하기 위한 언어 
- 문서 호환 불가 



1. HTML의 개념 : 마크업 언어 종류  

응용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독립적으로 구조화 된 문서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 
 

종류 : HTML,XML,SGML 

◈ HTML 

- 웹에서 정보를 표현할 목적으로 만듬 
- 간단하고, 배우기 쉽게 만들었음 
- SGML에서 추출 



1. HTML의 개념 : 마크업 언어 종류  

◈ XML 

- SGML에서 필요한 기능만 뽑아 새롭게 정의한 마크업언어로  
 서브셋이라고한다.  
 
- 문서의 내용들이 어떤 구조로 조직화 되어있는지 정보를 태그로  
     표현 



1. HTML의 개념 : 마크업 언어 종류  

◈ SGML 

- 이기종 장치 및 시스템에 독립적으로 전차 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국제표준 마크업 언어 

 
- 1960년대 후반 찰스 골드파브가 만든 GML프로젝트에서 발전 
 
- 군사,우주,항공 등 특수한 분야에서 사용한다 



2. 문서 작성 준비와 실행 : 텍스트 편집기  

◈ Ultraedit ( http://www.ultraedit.com) 
 
◈ HTML-kit ( http://www.htmlkit.com) 



3. 문서 작성 기초 : HTML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          명 

태그 - < , >로 묶인 명령어 
- 시작태그< >와 종료태그</ >를 한쌍으로 이용 
- 종료태그가 없는것도있음 

요소 - 시작태그와 종료태그로 이루어진 명령어 

속성 - 요소의 시작태그에만 사용되어 명령어를 구체화 시킨다 
- 여러 개의 속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구분은 공백으로 함 

변수 - 속성이 가지는 값, 입력시 따옴표 “      ”로 사용함 

<p align = “center”> tcpschool </p> 
변수,속성값 종료태그 시작태그 속성 

요소 



3. 문서 작성 기초 : HTML 문서 구조  

<html> 
 <head> 
  <title> 제목 
</title> 
 </head> 
<body> 
 내용 
</body> 
</html> 

웹브라우저에 html문서임을 알려 주기 위함이다 

문서의 각종정보와 문서 자체에 대한 
설명을 담아 놓은 부분이다. 

웹브라우저 상단에 사이트의 
제목을 보여주는것 

웹브라우저 화면에 실제로 출력해서 
보여주려는 모든 정보를 넣는 부분 



◀오늘 배운 내용정리▶ 

1. 웹의 역사와 HTML 역사 
 

2. HTML의 개념 
 

3. 문서 작성 준비와 실행 
 

4. 문서작성 기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