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rd  Class 

<html> 

A.  Microsoft® “Word”  save as  “webpage”  할때 폴더 자동 저장  왜? 

B.  <html><head><title>Hello</title></head><body>Hello my World</body></html> 

   <html> <head>> <title>Hello</title> </head> 

           <body> <?php  echo "Hello world";? > </body> </html> 

html은 화이트 스페이스를 공백1칸으로 기억한다. 게다가 연속적인 공백은 1개의 공백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공백을 다수 사용하고싶다면   &nbsp;  를 사용하면된다.   

( &nbsp; = 함수가 아닌 스페이스의 약어.>>> 무슨뜻? 키보드상의 모든 키값이 존재함 ) 

 

 

<a>          < a href ="http://www.google.com" target=”_self”> Hello </a>  
                  ( 풍선도움말 title=”풍선도움말” ) 
<img>      <img src=”http://www.google.com/imgres?imgurl=h.........” alt="house"  title="house" >  
            <img src=”images/house.jpg” alt="house"  title="house"> 
                  (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배려~, 또는 이미지가 안보일때 =   alt  ) 

                  ( 풍선도움말 title=”풍선도움말” = 유저를 위한 최선의 배려 ) 

<!--  주석 또는 노트 또는 비활성 코드

 

   --> 
 
 /* 
 여러줄의 노트, 주석 등등  
       (css 안에서 또는 자바 스크립트, 서버랭귀지 안에서 )  
 */ 

<br>, <p>, <table>, <div>, <form>, <font>, <iframe>, <frameset>, <marquee>…… 

 

<marquee>  속성 
bgcolor=”색상” // 배경색상을 설정 합니다 

width=400 height=300 // 가로, 세로 크기를 설정 합니다 

direction="left” [right|up|down] // 스크롤 방향을 설정 합니다 

behavior=scroll [slide|alternate] // 움직임 속성을 지정합니다 (scroll : 한쪽방향으로 반복 스크롤 

됩니다, slide : 스크롤되어와서 멈춤, alternate : 왼쪽, 오른쪽으로 반복 스크롤) 

loop=3 // 반복횟수를 설정 합니다 

scrollamount="3" // 스크롤 되는 거리간격을 픽셀단위로 설정 합니다 

scrolldelay="200" ; 0.2초 // 스크롤 속도를 설정 합니다. 200 이 기본값입니다 

hspace="50" vspace="50" // 아래위의 여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8361;             (             ) 

&#x20a9;     (             ) 

&copy;       (             ) 

&reg;    (             ) 

http://www.google.com/imgres?imgurl=h.........�


<iframe> 

https://www.w3schools.com/tags/tag_iframe.asp 

Definition and Usage 

The <iframe> tag specifies an inline frame. 

An inline frame is used to embed another document within the current HTML document. 

<iframe src="https://www.w3schools.com"></iframe>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aNhpIPB55OQ"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 

=========================================== 

*** FTP 그리고 서버    ( ftp.naver.com ) 
알드라이브 // cyberduck.io // filezilla … 

               FTP address ( hostname FTP address ) = ftp.naver.com  

 Godaddy    c-panel :  id (           ) 그리고   password (           ) 

 

PHOTOSHOP for Web Design  

 
GO Photoshop >>> https://www.adobe.com/products/photoshop.html 
(**수업에는 그 어떠한 옛 버전의 포토샵도 상관 없습니다. ) 

CMYK // RGB  

색상이름 # Hexadecimal Colors RGB(0,0,0) 

red, brown, tomato,.. #FF0000 , #A52A2A, #FF6347.. rgb(255,0,0), rgb(255,102,51),.. 

https://www.w3schools.com/colors/colors_pick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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