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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말씀

•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저자, 역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제공자, 제이펍 출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이 책에 등장하는 각 회사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본문 중에는  
TM, Ⓒ, Ⓡ 마크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버전은 독자의 학습 시점이나 환경에 따라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문 중 일본 내의 실정에만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나 그림은 일부를 삭제하거나 국내 실정에 맞도록 변경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책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옮긴이나 출판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옮긴이: jinsilto@gmail.com
 - 출판사: readers.jpu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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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ix

HTML5&CSS3 

옮긴이 머리말

HTML5와 CSS3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배워 두면 좋은 신기술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기술로 ‘배워 두면 좋은 기술’이 아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

는 기술’이 됐다. 모바일 우선(mobile first)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들은 PC 웹페이지와 모바일 웹페이지를 모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바

일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반응형 웹디자인)을 통해 모바일 중심의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HTML5와 CSS3다.

이 책은 이론에 집중하기보다 저자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다. 단순한 프로그래밍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사용되는 작업 순서나 생각 방식

도 전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쉬운 코드와 그림을 이용해서 초보자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개인적으로는 HTML과 CSS 자체를 소홀히 여기다가 고생한 경험이 많다. 요즘은 대

부분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UI까지 제공하므로 사실 HTML/
CSS를 대충 알아도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프레임워크를 커스터마이

징하면 문제가 생긴다. HTML 구조나 CSS 작성법을 잘 모르면 쉬운 변경도 한참 돌아

가야 하는 것이다(나의 얘기다. 아주 간단한 기능 변경이지만 CSS를 잘 몰라서 한참 돌아간 경

험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HTML/CSS에 소홀했던 중급 개발자에게도 빠른 시간 내에 

기술을 보강할 수 있는 좋은 참고서가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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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옮긴이 머리말

웹 개발 시에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브라우저의 기능 지원 여부다. 어떤 브라우저는 지

원하고 어떤 브라우저는 지원하지 않는 등의 지원 여부를 잘 파악해 두지 않으면 테스

트 시에 많은 고생을 하게 된다. 이 책의 장점 중 하나는 각 기능에 대한 브라우저 지

원 여부를 잘 정리했다는 것으로, 실무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싱가포르에서

옮긴이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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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xi

HTML5&CSS3 

머리말

스마트폰용 웹사이트가 보급되기 시작한 후부터 HTML/CSS 작성법이 많이 달라졌다. 

그렇다고 사용하는 태그(tag)나 CSS 기능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과 PC 양

쪽에 적용하기 위한 코딩을 해야 하므로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페이지를 구성할 필

요가 생긴 것이다.

이 책은 반응형 웹디자인이 당연한 시대에 새로운 지침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

필됐다. ‘반응형이다’ ‘스마트폰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지만, 전면적으로 스마트폰 

시대의 HTML/CSS 코딩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HTML은 작성할 때의 ‘개념’에 중

점을 두었고, CSS는 단순한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전 기술을 다루었

다.

1장에서는 웹사이트 구조와 URL의 특징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종류 및 특징 

등 웹사이트 제작을 시작하기에 앞서 알아 두어야 할 기초 지식을 정리했다.

2장, 3장에서는 간단한 예를 통해 HTML/CSS 코딩 흐름을 배운다. 특히 언제 어떤 태

그를 사용해서 페이지를 구성하면 좋은지를 개념 중심으로 설명했다.

4장부터 8장까지는 기능별로 HTML/CSS 코딩 예를 소개했다. ‘설명을 위한 예제’가 아

닌 실전 기술을 도입해서 예제를 구성했으므로 학습은 물론 실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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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머리말

9장은 레이아웃에 관해 다루었다.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과 내비게이션을, 현재 주

류가 되는 플렉스 박스(flex box) 기술을 사용해 구현 방법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10장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기술을 조합해서 실제 웹사이트를 구축해 본다. 웹사이

트의 HTML/CSS 작성 흐름과 사고방식에 따른 작업 순서를 소개했다. 아무리 복잡한 

디자인이라도 사실은 ‘작은 기술들의 집합’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

록 구성했다.

이 책은 태그 설명이나 CSS 설명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페이지가 완성된다’와 같은 

작업의 전체 흐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했다.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 자잘한 기술

이 아닌 실무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의 집필을 위해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다. 특히 SB 크리에티브 출판사와 토모야스 편집자 그리고 예제 코드 제작에 도움을 

준 아내 사야카에게 감사한다.

지은이 카노 스케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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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데이터 사용법     xiii

HTML5&CSS3 

예제 데이터 사용법

이 책을 읽기에 앞서 예제 데이터를 다운로드해 두자. 예제 데이터는 다음 URL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URL https://github.com/Jpub/HTML5andCSS3

다운로드한 파일은 PC의 바탕화면이나 ‘문서’ 폴더 또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압축을 

풀어 저장한다.

예제 데이터에는 이 책에 등장하는 HTML 파일, CSS 파일, 이미지 파일 등이 다수 수

록돼 있다. 어떤 파일을 열면 좋은지는 이 책의 HTML이나 CSS 코드 수록 부분에 명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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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예제 데이터 사용법

HTML

<!-- ========== footer ========== -->
<footer>
    <div class="container footer-container">
        <ul class="footer-nav">
                <li><a href="course/index.html">코스 소개</a></li>
            <li><a href="qanda/index.html">자주하는 질문</a></li>
            <li><a href="contact/index.html">신청</a></li>

푸터 부분의 HTML chapter10/c10-1/index.html

CSS

<CSS>   
/* ========== 푸터 ========== */
footer {
    ...
}
.footer-container {
    ...
}

푸터 부분의 CSS  chapter10/c10-01/css/main.css

그림  예제 데이터 저장 위치는 여기서 확인

 예제 데이터 실행 환경

이 책에서 소개하는 예제는 IE11 이상, 엣지(Edge)13 이상, 크롬(Chrome), 파이어폭스

(Firefox), 사파리(Safari)에서 실행되도록 작성했다. 일부 예제는 안드로이드 6.0.x, iOS 

9.x 및 10.x에서도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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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xv

HTML5&CSS3 

베타리더 후기

  공민서(엔트로피랩(주))

HTML과 CSS를 약간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책을 펼쳤다가 자세히 들여다보

고 코드도 쳐가며 실습해 보니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저의 무지와 부족만 확실히 느꼈습

니다.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 검색으로 때워서 속성값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

로 알지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책에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저자의 생생한 경험이 함께 녹아 있으므로 강력히 추천합

니다. 특히, 웹페이지를 구성할 때 HTML이 탄탄히 받쳐 주고 CSS로 미려하게 표현하

기 원한다면 이 책을 꼭 읽어 보기 바랍니다. 특히, 웹디자인 및 코딩을 시작하는 분들

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구민정(SK주식회사C&C)

이 책은 웹 개발 또는 웹디자인에 입문하여 답답하고 궁금한 게 많은 분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ML5와 CSS3의 구조부터 세세한 기능들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

으며, 기능별로 목차가 나뉘어 있어서 나중에 참고용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각 부분을 알아보기 쉽게 컬러로 편집하여 이미지 등을 많이 활용한 부분을 이

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 HTML5와 CSS3를 이해하고 자

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연습한다면 상상 속에 그리던 완벽한 웹사이트가 완성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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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     베타리더 후기

  김정헌(BTC)

이 책은 HTML, CSS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루는 레퍼런스는 아니지만, HTML, 

CSS 기능 중에서도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술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높이는 철저하게 초보자를 향하면서도 실무에서 사용할 만한 노하우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신 기술도 많이 다루는데, 특히 레이아웃에 강점을 보이는 플

렉스(flex)는 저도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최신 트

렌드와 노하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단, 초보자를 배려해서 그런지 용어를 지나치게 한

글화한 것 같은 느낌은 받았습니다. 

  김진영(프리랜서)

백엔드 개발자로서 프런트에 깊은 조예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기본

적인 HTML과 CSS를 자주 다루게 되더군요. 최근에 자주 접하는 이슈는 모바일 웹과 

관련한 반응형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특히 9장과 10장 부분에 관심을 가지

고 베타리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실무 경험이 반영된 해당 부분을 직접 타이핑하며 학

습하신다면 이 책에 투자한 금액 이상의 결과를 얻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저와 같이 프런트에 깊이가 부족한 백엔드 개발자들에게도 유용한 내

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홍근(서울옥션블루)

HTML, CSS의 구성 요소들을 빠르게 훑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 점 덕분에 웹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페이지를 만들어 보면서 작은 성취감을 맛본 뒤에 자바스크립트를 

추가로 배워서 적용한다면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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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의 
구조를 알자

HTML5&CSS3 

CHAPTER 1

HTML과 CSS는 비교적 배우기 쉬운 언어다. 간단한 기능 정도는 쉽게 이해

할 수 있어서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복잡한 레이아웃을 가진 페이지를 만들거나 규모가 큰 사이트를 관리하

게 되면 난이도가 아주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 장에서는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과 HTML/CSS를 작성하기 전에 알아 두어

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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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PTER 1  웹사이트의 구조를 알자 

웹페이지의 데이터는 웹서버에서 다운로드한다

‘웹페이지’는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파일 등 다양한 ‘데이터’로 구성돼 

있다. 웹브라우저(이하 브라우저)는 사용자가 보고 싶어하는 웹페이지의 각종 데이터를 

‘웹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하고 그 내용을 해석해서 화면에 표시하거나 음성으로 읽는

다1.

브라우저가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또는 읽기 위해) 웹서버에 해당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을 ‘요청(request)’이라고 한다. 또한, 요청를 받은 웹서버가 해당 데이터를 반환하는 것

(브라우저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응답(response)’이라고 한다. ‘브라우저가 요청한다’ ‘웹서버

는 요청을 받은 파일을 응답한다’는 처리를 통해 웹페이지가 처음으로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것이다.

1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해석하고 표시하는 등의 처리를 브라우저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해주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사용자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에이전트(agent)는 영어로 ‘대리인’이라는 뜻으로 ‘사용자를 대신해서 처리

를 하는 사람(물건)’을 말한다.

HTML5&CSS3 

SECTION 1

CHAPTER
1

한 단계 높은 완성도를 목표로 하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것

웹사이트가 표시되는 구조

모든 웹페이지는 웹브라우저가 인터넷상에 있는 웹서버로부터 데

이터를 다운로드해서 표시하는 것이다. 웹디자인을 하기 위해 네트

워크 구조나 웹서버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사이트의 완

성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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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웹사이트가 표시되는 구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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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버브라우저

URL이 가리키는 파일을 요청
http://studio947.net/about.html

응답

요청받은 파일을 전달

about.html

http://studio947.net/about.html

그림 1-1  브라우저가 요청해서 웹서버가 응답한다

그런데 브라우저가 요청한 데이터를 웹서버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이럴 때를 위해서 웹서버는 요청받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요청한 처리가 잘 됐는지 알리는 결

과도 함께 반환한다. 이때 반환하는 결과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 번호가 붙어 

있다. 이 번호를 ‘응답 코드’라고 한다(https://goo.gl/T5VuxG 참고).

주요 응답 코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표 1-1  주요 응답 코드 

응답 결과 메시지 설명

200 OK 요청이 성공해서 URL이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가 제대로 반환됐다

301 Moved Permanently 사이트의 URL이 이사 등의 이유로 영구적으로 변경됐다. 새로운 

URL로 리다이렉트(전송)됐다

302 Found URL이 일시적으로 변경됐고, 대체 URL로 리다이렉트됐다

403 Forbidden 패스워드 등이 걸려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URL이 

가리키고 있는 파일에 접근할 수 없다

404 Not Found URL이 가리키고 있는 파일이 없다

500 Internal Server Error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서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URL이 가리키고 

있는 파일에 접근할 수 없다

503 Service Unavailable 사이트의 변경 작업 등으로 URL이 가리키고 있는 파일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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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HAPTER 1  웹사이트의 구조를 알자 

이 코드들 중에 제대로 데이터가 전송된 것을 의미하는 ‘200’이 반환된다면 아무런 문

제가 없다. 하지만 다른 응답 코드가 반환된다면 웹서버가 요청된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므로 필요한 대처를 해야 한다.

‘필요한 대처’는 웹서버 쪽에서 한다. 기본적으로는 웹서버 관리자가 설정 파일 등을 편

집해서 200번 이외의 응답 코드에 대처하지만, 웹디자이너도 한 가지 중요한 임무가 있

다. ‘404’가 발생했을 때, 즉 사용자가 요청한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표시할 

웹페이지(404 페이지라고도 한다)를 만들어 두는 것이다. 링크 위치가 틀리거나 사용자가 

URL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생각보다 404 페이지가 표시되는 경우

가 많다2.

404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 404 페이지가 존재하는 사이트

요청한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림 1.2  요청한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화면 표시 예

2  404 페이지도 다른 웹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웹서버에 업로드해 두어야 한다. 보통은 루트 폴더(웹서버의 최상위 폴더)

에 ‘404.html’이라는 HTML 파일을 업로드하지만, 웹서버 측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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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UR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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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이란?

URL3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표시되며,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기도 한다. 

▶URL 예

http://jpub.tistory.com/

URL은 특정 파일을 가리키는 ‘주소 및 이름’이라고 보면 된다. 인터넷상에 공개돼 있는 

모든 파일, 데이터에는 고유 URL이 할당돼 있다. URL은 세상에 하나만 존재하며, 동일 

URL이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가리킬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브라우저가 원하는 데이터의 

주소를 명확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URL은 다음과 같이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http://jpub.kr/media/682.html

스킴 도메인명 경로

그림 1-3   URL은 몇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3  URL은 ‘Uniform Resource Locator’의 약자다.

HTML5&CSS3 

SECTION 2

CHAPTER
1

URL은 한 번 정한 후에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 철칙

URL
브라우저로 웹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할 때에 ‘어디에 있는’ ‘어떤 데

이터’인지를 명확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 원하는 데이터를 확실히 

요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UR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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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HAPTER 1  웹사이트의 구조를 알자 

 스킴

URL은 ‘스킴(scheme)’으로 시작된다.

인터넷에서는 웹페이지에 사용되는 HTML이나 이미지뿐만 아니라 메일 등 다양한 종

류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스킴이란 ‘이 URL이 가리키는 데이터가 웹페이지용인지 메

일용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스킴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웹페이지에서 사용되는 것은 ‘http’ 또는 ‘https’다.

https는 해당 웹페이지를 요청할 때와 응답이 돌아올 때 모두 전송 중인 데이터가 암호

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데이터가 암호화되면 인터넷상의 제3자가 혹 데이터를 

가로채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https는 이전까지만 해도 주로 신용카드 번호

나 로그인 암호 등 노출되면 위험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

안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사이트 전체적으로 암호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참

고로 스킴이 http인 경우는 전송되는 데이터(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주고 받는 데이터)가 암호

화되지 않는다.4

웹페이지의 요청, 응답에 사용되는 스킴은 기본적으로 http와 https 두 종류뿐이지만, 브라우저

에서 로컬 파일4을 열 때는 ‘file:///’이라는 특수한 스킴이 사용된다.

‘file:///’ 스킴

 도메인명

스킴 다음에 오는 ‘jpub.kr’이나 ‘example.com’처럼 슬래시(/) 바로 뒤에 오는 부분을 ‘도

메인명’이라고 한다5. 도메인명은 조직(기업 등)이나 개인이 도메인 등록 관리 단체에 등

록비를 내고 사는 것이다. 동일한 도메인명을 가진 웹사이트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

다. 이전에는 도메인명에 영어나 일부 기호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한자나 한글 

등도 사용할 수 있다.

4 현재 브라우저가 실행되는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가리킨다.

5  도메인명은 ‘호스트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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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도메인명 앞에 ‘www’ 등이 붙는 URL도 있다. 이 도메인명 앞에 붙는 문자를 

‘서브 도메인’이라고 한다. 도메인명이 같더라도 서브 도메인이 다르면 별도의 웹사이트

로 취급된다. 다음 그림의 URL 세 개는 서브 도메인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의 웹사이

트로 존재한다.

서브 도메인

http://jpub.kr

http://www.jpub.kr

http://isbn.jpub.kr

그림 1-4  서브 도메인이 있는 URL 예

 경로

도메인명 뒤의 슬래시(/) 이후는 ‘경로(Path)’라고 한다. 이 경로 부분은 웹사이트의 폴더 

또는 파일의 계층 구조를 나타낸다. 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텍스트에 링크 추가하

기’(p.116~128)를 참고하자.

 약간 복잡한 URL 예

URL 중에는 마지막 ‘/’이나 파일명 뒤에 ‘?’나 ‘&’, ‘=’가 붙는 것이 있다.

▶ ‘?’나 ‘&’ 등이 포함된 URL 예

http://example.com/products/camera.html?search=true&lang=ko

이 URL은 브라우저가 일반 URL(http://example.com/products/camera.html 부분)에 어떤 

정보를 추가해서 웹서버에 요청하고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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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HAPTER 1  웹사이트의 구조를 알자 

‘?’ 이후는 웹서버에 전송되는 추가 정보로 ‘요청 파라미터’라고 한다. 요청 파라미터는

예를 들어 페이지 내에 검색 기능이 있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 문자열을 웹서버에 

전송할 때에 사용된다.

ict-toolbox.com/?s=HTML5

기사 읽기

ICT toolbox-학교와 집에서... "HTML5"의 검색 결과 - ICT...

검색

학교와 집에서 사용하는 ICT 툴 

기사 읽기

그림 1-5   URL의 ‘?’ 부분 사용 예. 사이트 내 검색 기능이 있어서 검색 문자열을 웹서버에 전달할 때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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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파일

웹페이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HTML 파일이다. 페이지에 게재하는 텍스트

나 이미지 정보에 태그를 붙여서 구조화한 것(사람이 읽을 수 있고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이 HTML이다. HTML 파일의 확장자는 ‘.html’ 또는 ‘htm’이다.

CSS 파일

HTML 파일에는 웹페이지에 표시할 텍스트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 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표시할지’ 같은 레이아웃을 지시하는 정보는 HTML이 가지

고 있지 않다.

CSS는 HTML에 레이아웃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HTML과는 다른 별도의 언어다. 

보통 웹페이지는 HTML 파일과 CSS 파일을 조합해서 만든다. CSS 파일의 확장자는 

‘.css’다.

HTML5&CSS3 

SECTION 3

CHAPTER
1

웹페이지는 다양한 파일로 구성돼 있다

웹사이트에 사용되는 파일 종류

하나의 HTML 파일이 있으면 하나의 웹페이지가 만들어진다. 하지

만 보통은 HTML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CSS 파일로 레이아웃을 

조절하거나 이미지를 표시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웹사이트에서 사

용할 수 있는 파일의 종류와 효과적인 사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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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HAPTER 1  웹사이트의 구조를 알자 

자바스크립트 파일

HTML 파일과 CSS 파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진 웹페이지는 한 번 브라우저에 표시

한 후 다음 페이지가 표시되기 전까지는 콘텐츠 내용이나 레이아웃 등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면 한 번 표시

한 웹페이지라도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확장자는 ‘.js’다.

인터넷에서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일정 간격으로 사진이 자동으로 바뀌는 ‘슬

라이드쇼’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 사이트에서는 아

래쪽으로 스크롤하면 새로운 그림들이 계속 표시되어 마치 끝이 없는 페이지처럼 보이

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처음에 표시한 상태가 점점 변하는 페이지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보면 된다. 자바스크립트로 웹페이지에 동작을 부여하려면 

HTML이나 CSS를 작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하다.

이미지 파일

브라우저가 표시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의 형식은 정해져 있다. JPEG 형식, PNG 형식, 

GIF 형식, 그리고 약간 특수한 SVG 형식, 네 종류다. 이 파일 형식들에는 각각 장단점

이 있어서 이미지 내용에 맞게 형식을 선별해야 한다.

 사진 또는 그러데이션이 있는 그림은 JPEG

이미지가 사진이거나 그러데이션을 많이 사용한(사용하고 있는 색이 많은) 그림인 경우는 

JPEG 형식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JPEG 파일의 확장자는 ‘.jpg’ 또는 ‘.jpeg’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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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EG 형식은 트루컬러(약 1,670만 색)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색을 많이 사용

하는 사진 등에 적합하다. 또한, 색의 수를 유지한 채 압축률을 변경할 수 있어서 파일 

크기를 작게 만들 수도 있다(단, 압축률을 높이면 화질이 떨어진다).

그림 1-6  사진처럼 색상 수가 많은 이미지는 JPEG 형식이 최적

 그래프나 도표, 색이 적은 그림은 PNG

그래프나 도표, 한 가지 색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그림, 그래픽에 문자가 포함된 경

우 등 윤곽이 뚜렷하고 색상 수가 적은 이미지에는 PNG 형식을 사용한다. PNG 형식

은 색 수를 256색으로 제한할 수 있고, 트루컬러로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지만, 윤

곽이 뚜렷한 이미지인 경우는 색 수를 제한한 PNG 파일을 사용한다. 포토샵 등의 이

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에서는 색 수를 256색으로 제한한 PNG 형식을 ‘PNG-8’이라고 

한다. PNG 형식 파일의 확장자는 ‘.png’다.

기업 로고 UI 부품

그림 1-7  로고나 UI 부품(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색 수가 적은 그래픽에는 PNG가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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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에 마스크를 하는 경우도 PNG

이미지에 마스크(mask)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트루컬러의 PNG 형식을 사용한다. 마스

크란 이미지의 일부를 추출해서 투명하게 만드는 기능이다. 깨끗한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트루컬러의 PNG 형식밖에 없다.

참고로 포토샵 등의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에서는 트루컬러이면서 마스크 기능이 있

는 PNG 형식을 ‘PNG-24’라고 한다. 파일 확장자는 PNG-8과 마찬가지로 ‘.png’를 사용

한다.

마스크 있음 마스크 없음

이 부분이 투명

그림 1-8  마스크가 있는 이미지와 없는 이미지

 애니메이션이 필요한 경우는 GIF

만화처럼 여러 장의 이미지를 조합해서 움직이는 그림(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을 때는 

GIF 형식의 파일을 사용한다. 애니메이션 기능은 페이지를 불러올 때 표시되는 ‘로딩 

사인(loading sign)’6이나 짧은 동영상을 작성할 때 자주 사용된다. 

6  로딩 애니메이션, 프리 로더 또는 로딩 아이콘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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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 형식은 색 수가 256색으로 제한돼 있는 파일 형식으로 확장자는 ‘.gif’다. GIF 형식

으로 정지 이미지(움직이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때는 PNG-8을 사용하는 

것이 성능 면이나 파일 크기 면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GIF 형식은 애니메이션 이미지

를 만들 때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

그림 1-9   페이지를 불러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회전하는 로딩 사인은 GIF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바스크립트로 조작할 수 있는 특수한 그래픽

JPEG, PNG, GIF는 모두 ‘비트맵(bitmap)’이라 불리는 이미지 형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이미지를 이루는 개별 화소들이 색 정보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선이나 색 정보를 수식 

형식으로 표현하는 ‘벡터(vector)’라는 형식의 이미지도 있다. 벡터 형식은 확대·축소해도 

화질이 변하지 않는 반면, 비트맵에 비해 그리는 속도가 느린 것이 단점이다.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중에서 SVG가 유일한 벡터 형식의 이미지다.

비트맵 형식 벡터 형식
1,600배 확대

그림 1-10  벡터 형식은 확대해도 화질이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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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G 형식은 이미지 파일이지만, 데이터 내부는 ‘SVG’라는 HTML과 닮은 언어로 작성

돼 있다. 그러므로 SVG 파일은 텍스트 편집기로 편집할 수 있음은 물론,7 자바스크립

트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것도 큰 특징이다.

social

direct

links

search

그림 1-11   SVG 형식의 이미지를 사용한 예

현재는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나 브라우저의 표시 성능이 향상되어 파일 형식의 차이에 따른 

화질 차이는 크게 느끼지 못한다. 파일 형식 선택 때문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는 말자.

파일 형식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기타 자주 사용되는 파일

비교적 새로운 브라우저에서는 이미지 파일 이외에도 동영상 파일이나 음성 파일을 페

이지에 삽입할 수도 있다(파일 포맷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HTML5 지원 브라우저라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7  하지만 복잡한 그래픽은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 등의 전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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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파일

HTML5에서 추가된 새로운 기능으로 최신 브라우저에서는 동영상 파일을 페이지 내

에 삽입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브라우저에 따라 재생할 수 있는 동영상 형식

이 달라서 동일한 동영상을 다른 형식의 파일로 여러 개 준비했어야 했다. 현재는 MP4 

형식의 동영상 파일만 있으면 주요 브라우저에서 모두 재생할 수 있다. MP4 형식의 파

일 확장자는 ‘.mp4’다.

 음성 파일

HTML5에서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음성 파일도 재생할 수 있다. 주요 브라우저에서

는 음성 데이터만 저장하고 있는 MP4 형식이나 MP3 형식의 파일을 재생할 수 있다. 

MP3 파일의 확장자는 ‘.mp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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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의 파일 및 폴더 구조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파일을 정리할 때는 ‘해당 폴더 구조가 그대로 URL이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에 주의해서 폴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8.

• URL은 가능한 한 짧게 만든다.

• URL만 보고서도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폴더명, 파일명을 붙인다.

•  폴더의 계층은 가능한 한 얕게 구성한다(‘/’가 많이 생기지 않게 한다). ‘폴더 안에 폴더

가 있는’ 구조는 가능하면 피한다.

 실전 예 1: HTML 파일을 가능한 한 루트에 둔다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파일, 폴더 구조를 사용한다. 그중 하나가 HTML 파일을 

가능한 한 ‘루트’ 폴더에 두는 방법이다. 루트 폴더란 최상위에 있는 폴더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폴더가 구성된다.

8  웹서버에서는 ‘폴더’를 ‘디렉터리(directory)’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디렉터리가 아

닌 폴더라고 부르겠다.

HTML5&CSS3 

SECTION 4

CHAPTER
1

쉬운 URL 구조와 편리한 데이터 관리를 고려한 데이터 
정리

웹사이트의 파일 및 폴더 구조

웹사이트에는 수많은 파일이 사용되므로 효율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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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css

scripts

images

index.html

about.html

contact.html

style.css

script.js

photo.jpg

interface.png

URL
http://...com/

http://...com/about.html

http://...com/contact.html

그림 1-12  HTML 파일을 루트에 두는 폴더 구조와 URL

이 방법으로 파일을 정리하면 폴더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계층 구조의 깊

이가 얕아지며, URL도 짧아진다. 어떤 파일이 있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으며, 페이지 

수가 적은 웹사이트라면 관리도 매우 쉽다.

단, 폴더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페이지 수가 늘어나면 대량의 HTML 파일이 루트 

폴더에 저장되면서 관리가 힘들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 폴더 규모는 중소 

규모(페이지 수가 많아도 수십 페이지 내외 정도)의 웹사이트에 적합하다.

 실전 예 2: 페이지 하나당 폴더 하나 만들기

실무에서 사용하는 두 번째 파일 및 폴더 구성은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시작 페이지)

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를 별도의 폴더에 저장하는 방법이다. 또한, 각각의 폴더에는 

images 폴더를 만들어 페이지에 포함되는 이미지는 이 images 폴더에 저장해 둔다9.

9  사용할 이미지가 적은 경우는 루트에 ‘images’ 폴더만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처음만나는HTML(cc)본문.indd   17 2017. 12. 1.   오전 10:40



18     CHAPTER 1  웹사이트의 구조를 알자 

root

about

contact

index.html

index.html

css

scripts

images

images

style.css

script.js

map.png

index.html

images auth.png

interface.png

URL
http://...com/

http://...com/about/

http://...com/contact/

그림 1-13  페이지 하나당 폴더 하나를 만드는 구조와 URL

전체적으로 폴더가 많아져서 파일을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index.

html이라는 파일명을 URL에 생략할 수 있어서10 첫 번째 방법보다 URL이 짧아질 수

도 있다. 이 폴더 구조는 처리하는 파일 수가 많은 대기업의 웹사이트나 취급하는 상

품이 많은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 적합하다. 최근에는 ‘index.html’을 생략한 URL

이 요구되고 있어서 소규모 사이트에서도 이 방식으로 폴더를 작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11

웹페이지에는 미리 작성해 둔 HTML 파일을 표시하는 ‘정적 페이지’와 브라우저의 요청을 받아 

웹서버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 HTML을 생성하는 ‘동적 페이지’가 있다. 동적으로 페이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예가 CMS11다.

정적 페이지와 동적 페이지

10  ‘특수한 파일명 index.html’(p.123) 
11  콘텐츠 관리 시스템(Contents Management System)이라고도 불린다. 대량의 페이지를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생성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프레스(WordPress)나 드루팔(Drupal) 등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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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웹서버브라우저

http://studio947.net/index.php

응답

URL이 가리키는 파일을 요청
http://studio947.net/index.php

index.php

웹서버상의
프로그램

생성된 HTML 데이터를 반환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title> 동적 사이트란? </title>
</head>
<body>
<div class="container">

그림 1-14   동적 페이지의 요청, 응답 흐름

정적인 웹사이트를 만드는 경우에는 HTML을 포함한 모든 파일 및 폴더 구조를 그대로 웹서버에 

업로드해서 공개한다. 그러므로 작업용 PC에서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최종적인 파일 및 폴더 구

조를 고민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 CMS를 사용한 동적 사이트를 만들 때는 디자이너가 생성할 페이지의 모형이 되는 ‘템플릿

(template)’을 작성한다. 사용할 CMS에 따라서 템플릿 보관 위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작성한 파일

을 최종적으로 업로드할 위치는 작업 중인 파일 및 폴더 구조와 달라질 수도 있다.

파일명, 폴더명은 URL의 외형을 생각해서 결정한다

HTML 파일의 파일명이나 폴더명은 그 이름이 그대로 URL로 브라우저 주소창에 표

시된다. 이것을 고려해서 파일명이나 폴더명만으로도 처리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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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폴더명은 다음 규칙을 따라 작성하면 좋다.

• 영어, 숫자, 또는 영어와 숫자를 조합한다.

• 영어는 가능한 한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

• 영어의 경우 소문자만 사용한다. 대문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 두 개의 단어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두 단어를 하이픈(-)으로 연결한다.

•  기호 중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스페이스, &, :, ?, = 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하이픈

만 사용한다.

만약 같은 종류의 파일이 여러 개 있다면(예를 들어, 뉴스 기사에 1페이지와 2페이지가 있는 

경우나 슬라이드쇼에 여러 장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등) 파일명 뒤에 번호 또는 날짜와 시

간을 붙이는 것도 좋다.

표 1-2  사용할 수 있는 파일명과 사용할 수 없는 파일명

파일명 설명

○ contact.html 영어만 사용한 파일명

○ img001.jpg 영어와 숫자를 사용한 파일명

○ work02.html 영어와 숫자를 사용한 파일명

○ news-2020724.html 영어, 숫자, 하이픈, 날짜를 조합한 파일명

△ share_contents.html 언더바(밑줄)보다 하이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쇼핑.html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다

× PressRelease.html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watch and clock.html 파일명에 스페이스(공백)을 사용할 수 없다

× coding/design.html 파일명에 슬래시(/)를 사용할 수 없다

CSS 파일이나 자바스크립트 파일 등 HTML 파일, 이미지 파일 이외의 파일이나 폴더

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이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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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폴더명은 ‘images’ 또는 ‘img’로 한다.

•  CSS 파일을 저장하는 폴더명은 ‘css’로 하며, 파일명은 ‘style.css’ ‘main.css’ 등으로 

한다.

•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저장하는 폴더명은 ‘script’ 또는 ‘scripts’로 하고, 파일명은 

‘script.js’ 등으로 한다.

언더바와 하이픈 모두 파일명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을 권장한다.

컴퓨터는 단어를 나눌 때 기본적으로 ‘-’을 사용한다. ‘_’는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컴퓨터 동작

에 맞추어 단어를 나눌 때는 ‘-’을 사용하자. 참고로 구글은 검색 시에 ‘_’를 사용하느냐 ‘-’을 사용

하느냐에 따라 검색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원칙적으로 ‘-’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음 동영상

을 참고하자.

https://www.youtube.com/watch?v=AQcSFsQyct8(영어)

언더바(_)가 아닌 하이픈(-)을 사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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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브라우저에는 윈도우(Windows)의 엣지(Edge)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 Internet Explorer)

가 있고, 맥(Mac)의 경우에는 사파리(Safari)가 있다. 그 외에 OS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크롬(Chrome), 파이어폭스(Firefox) 등이 있다. 웹사이트를 만들려면 이 네 가지 브

라우저(엣지, IE, 크롬, 파이어폭스) 중 하나를 메인으로 사용하면 된다. 단, 본격적으로 웹

을 개발하려면 실행 확인을 위해 모든 브라우저를 설치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스마트폰용 웹사이트를 만드는 경우에는 안드로이드(Android)나 아이폰(iPhone) 

등의 실제 기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용 웹사이트의 기본적인 표시나 동작 

확인은 PC용 브라우저로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확인은 실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확실하다.

표 1-3  주요 브라우저

브라우저명 OS 특징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윈도우10 윈도우10에만 탑재돼 있는 IE의 후속 

버전이다. PC뿐만 아니라 태블릿인 

‘Surface’에도 탑재돼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IE 윈도우 엣지가 등장하기 전까지 윈도우의 표준 

브라우저였다. 이후 새로운 버전이 나오지 

않는다. 최종 버전은 11이다.

HTML5&CSS3 

SECTION 5

CHAPTER
1

전용 도구를 사용하면 효율 상승

웹사이트 제작 환경을 준비하자

웹페이지 제작을 위해서는 브라우저, 텍스트 편집기, FTP 클라이

언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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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주요 브라우저(계속)

브라우저명 OS 특징

애플 사파리 맥OS/iOS 맥OS나 iOS에 기본 탑재돼 있는 브라우저

구글 크롬 윈도우/맥OS/
안드로이드/iOS

구글이 개발한 브라우저

모질라 파이어폭스 윈도우/맥OS/
안드로이드/iOS

모질라 재단이 개발한 브라우저

텍스트 편집기

HTML이나 CSS를 편집하기 위해서 HTML/CSS 코딩과 웹사이트 개발에 적합한 전용 

텍스트 편집기를 준비하자. 윈도우의 메모장이나 맥OS의 텍스트 편집기로도 HTML

과 CSS를 편집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다른 것을 사용하도록 하자12.

처음으로 편집기를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코드 색 강조 기능

HTML 태그나 주석 등을 다른 색을 사용해 강조해 주는 기능이다. 쾌적하게 HTML

이나 CSS를 작성하려면 필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 코드 자동 완성 기능

HTML 태그나 CSS를 작성할 때 처음 몇 글자만 입력하면 입력 가능한 후보들을 제

시해 주는 기능이다. 태그명 등을 완전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

므로 편리하다.

12  메모장에서 작성한 HTML과 CSS는 브라우저에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텍스트 편집기로 HTML을 

편집하려면 환경 설정을 변경해 주어야 한다.

처음만나는HTML(cc)본문.indd   23 2017. 12. 1.   오전 10:40



24     CHAPTER 1  웹사이트의 구조를 알자 

• 한글 지원

한글 편집기가 아니라면 줄바꿈(창 너비에 맞도록 자동으로 줄바꿈해 주는 것)이나 텍스

트 선택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한글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HTML이나 CSS를 작성

할 수 있지만, 불편하니 피하는 것이 좋다.

조작성이 자신에게 맞는지 검색 등 자주 사용하는 기능의 조작성이 좋은지 등도 중요 

포인트다. 몇 번 사용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자.

코드 색 강조 기능 입력 자동 완성 기능

탐색 경로 목록 작성하기

그림 1-15  코드 색 강조 기능과 입력 자동 완성 기능

웹사이트를 제작하면 수많은 HTML 파일을 만들게 된다. 한 번 만든 파일을 나중에 수정할 때는 

‘멀티 파일 검색/변경’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이 기능이 있으면 특정 폴더 내에 있는 모든 파

일을 일괄 검색 및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다음 표에서 소개하는 편집기 

중에는 Brackets, Sublime Text, Adobe Dreamweaver가 이 기능을 제공한다.

멀티 파일 검색 및 변경 기능이 있으면 편리

 추천 텍스트 편집기

지금부터 편집기를 골라야 하는 독자들을 위해 몇 가지를 추천하고자 한다. 이미 사용

하고 있는 익숙한 편집기가 있다면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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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HTML/CSS 편집에 추천하는 텍스트 편집기

소프트웨어명
윈도우/

맥

유료/

무료

코드 색 

강조 기능

코드 자동 

완성 기능

한글 

지원

Brackets 윈도우/

맥

무료 있음 있음 ○ URL  http://brackets.io/

CotEditor 맥 무료 있음 없음 ○ URL  https://coteditor.com/

Sublime 
Text

윈도우/

맥

유료 있음 있음 △ URL  http://

www.sublimetext.com

Adobe
Dream
weaver

윈도우/

맥

유료 있음 있음 ○ URL  http://www.adobe.com/

kr/products/
dreamweaver.html

※  이외에 인기 있는 무료 편집기로 아톰(Atom)이 있다. 윈도우/맥을 지원하며 코드 색 강조 및 자동 완성 기능을 

지원한다. https://atom.io/

FTP 클라이언트

웹사이트의 모든 데이터가 준비됐으면 웹서버에 업로드해서 공개한다. 데이터 업로드

에는 F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13. 주요 FTP를 표에 정리해 보았다.

표 1-5  대표적인 FTP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명 윈도우/맥 유료/무료 URL

WinSCP 윈도우 무료 URL  https://winscp.net/

CyberDuck 윈도우/맥 무료 URL  https://cyberduck.io

FileZilla 윈도우/맥 무료 URL  https://ko.osdn.net/projects/�lezilla/

Transmit 맥 유료 URL  https://panic.com/transmit/

13  최근에는 FTP 클라이언트가 아닌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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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편집기나 FTP를 준비하는 것 외에 자신만의 도메인명을 취득하고, 웹서버를 빌려서 사용

해 볼 것을 추천한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웹서버를 빌리면 HTML이나 CSS 공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지금은 도메인명 취득도 연간 1만 원 이하로 싸졌으

며, 웹서버도 한 달에 몇 천 원 정도로 쉽게 빌릴 수 있다.

자신의 웹서버를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확장자를 표시해 보자

HTML에 이미지 파일의 링크를 작성할 때 등 웹사이트를 작성할 때에는 파일의 확장

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OS 설정을 변경해서 파일의 확장자가 보이도록 설정해 두자.

 윈도우에서 확장자 표시하기

윈도우의 초기 설정에서는 확장자를 표시하지 않도록 돼 있으므로 반드시 OS의 설정

을 변경해야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설정  윈도우에서 확장자 표시

1   제어판을 열어서 ‘모양 및 개인 설정’  ‘파일 탐색기 옵션’을 클릭한다(❶).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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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웹사이트 제작 환경을 준비하자     27

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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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ER 1

2   ‘파일 탐색기 옵션’ 창이 뜨면 ‘보기’ 탭을 선
❷

❸

택한다(❷). 아래의 ‘고급 설정’에서 ‘알려진 파

일 형식의 확장명 숨기기’의 체크를 해제한다

(❸).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맥에서 확장자 표시하기

맥에서는 대부분의 파일 확장자를 표시하도록 기본 설정돼 있으므로 반드시 설정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모든 파일의 확장자를 표시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설정

하면 된다.

설정  맥에서 확장자 표시하기

1   Finder 애플리케이션으로 변경해서

❶

 

‘Finder’ 메뉴의 ‘환경설정’을 선택한

다(❶).

2    ‘Finder 환경설정’ 창이 뜨면 ‘고급’ 버튼을 클릭하고

❷

❸

(❷), ‘모든 파일 확장자 보기’를 체크한다(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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