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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란?

지금은 역동적인 웹시대

jQuery의 웹페이지 요소

jQuery의 페이지 상호작용

DOM 조작~

jQuery 와 자바스크립트

jQuery 이펙트와 애니메이션

참고자료



Web과 HTML5

HTML5 특징

자바스크립의 사용

상호작용 구현하기

Canvas란!

<video>

웹 저장소

참고자료



Web에서 사용하는 문서의 표준이
html(hypertext markuplanguage)이다.

시작은 미비한 마크업렝귀지였지만

Html5을 만들면서 로컬저장소,2D 그래픽, 
오프라인 지원, 소켓, 쓰레드 등을 지원하
게 된다.

2007년부터 W3C에서 표준안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도 진행중.



1. 효율적인 마크업



2. 편리한 웹 폼(webform) 기능



3. Rich Web Media

- 2차원 그래픽 API에 사용할수 있는 cavas요소

- 내장 비디오 및 오디오 재생을 위한 video, audio요소

- 내장 저장소 키/값이나 sql기반 데이터 베이스 지원을 위한 기능

- 오프라인 웹 어플리케이션 기반 API

- 웹어플리케이션이 독립적으로 특정 프로토콜 및 미디어 형식을 등
록할수 있는 API

- Contenteditable속성과 함께 지원되는 편집 API기능

- Draggable속성과 함께 지원되는 Drag&Drop API기능

- 페이지 앞/뒤 네이게이션을 지원할 방문 기록 표시용 API 기능

- (원격) 다중 메시징 처리 기능



사용자의 액션에 응답하고,페이지를 변경
또는 갱신하고 웹 서비스와 통신하며,페이
지를 단순한 문서가 아닌 조금 더 어플리
케이션스럽게 만든다.

Var temp= 98.6; 

Var motto = “내가 제일 잘 나가”;

If(isReallyCool) {}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변수이름 짓기 룰이 있고 반복문, 조건문 모두 가
능함.



자바스크립트를 웹페이지에 넣는 방법

1.스크립트를 <head>요소에 인라인 방식으로 넣
기

Ex.<head><script></script></head>

2.별도의 자바스크립트파일을 참조하는 스크립트
추가하기

3.인라인이나 외부파일에 대한 링크를 문서의
body부분에 추가하기



DOM에 접근하기



Var planet =Document.getElementById(“id”);

DOM에 요소를 생성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DOM에 요소를 제거 할수 있다

요소의 특성을 가져오거나 설정할수 있다.

+ 배열 사용하기

var words = [“진홍주”,”김창덕”,”손영현”,”홍석천”]

var tempByHour = new Array();

tempByHour[0] = 59.2;

tempByHour[1] = 63;



브라우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event라 한
다. 버튼이 클릭되거나 코드에서 요청한 데이터가 네트
워크를 통해 도착하고 타이머 작동이 시작되고, 각종 완
료 시점을 알려주는 이벤트 등등등

버튼 클릭을 처리해보기.
Var button = document.getElementById(“addButton”);

Fuction handleButtonClick() { alert(“엄훠”); }

Button.onclick = handleButtonClick;//핸들러 등록하기

DOM에 요소추가하기
Varul= document.getElementById(“playlist”);

Ul.appendChild(li);



브라우저위에 동작하는 그림판
Canvas 위에 선, 도형, 텍스트, 이미지와 같은
그래픽을 표현할수 있고,색깔, 그림자, 패턴과
같은 효과를 적용할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canvas는 2차원 그래픽표현을 위한 스펙이지만
추가로 WebGL를 기반으로 3D 그래픽용
canvas의 스펙이 개발 진행중





이전에 브라우저에서 비디오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plug-
in(flash, silverlight 등)을 설치
해야 했으나 HTML5에서는 별도
의 설치 없이 video 태그로 가능
하게 되었다!!!!



주요속성
Audio – 오디오 소리유무
Autoplay – 로딩시 비디오 자동 재생 설정
Controls – 재생 컨트롤 표시
Height – 동영상 높이 값
Loop – 동영상 자동 재시작
Poster – 동영상 스틸컷 이미지
Preload – 페이지 로딩과 동시에 브라우저는 비디오 다
운로드

Src – 동영상 경로
Width – 동영상 가로 값



시연
V1 – 4개의 프레임에 동영상을 3개 / 이미지를 1개 구성한 다음에

Text를 동영상 위에서 보여지게 배치함.

V2 – v1에서 RollingText 기능을 4가지 방향에서 처리하도록 추가함

LeftToRight / RighttoLeft / BottomtoTop /ToptoBottom

V3 – 동영상과 이미지를 포개서 표현하고 비디오 플레이어 기능을 구
현함 play / pause / restart / seek



비디오 포맷에 대한 유의사항

- 브라우저 별로 지원하는 미디오 포맷이 다르며 간단
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webM 컨테이너 - Vp8 비디오 인코딩 / Vorbis 오디오
인코딩

2. MP4 컨테이너 - H.264 비디오 인코딩 / AAC오디오
인코딩

3. Ogg 컨테이너 - Theora비디오 인코딩 / Vorbis오디오
인코딩

- http://en.wikipedia.org/wiki/HTML5_video

http://en.wikipedia.org/wiki/HTML5_video


이전에는 브라우저 쿠키에만 데이터를 저장함. 쿠키에는
한 개 이상의 키/값 쌍이 들어 있어요

Ex. Cookie : pet=dog; age=5;color=red;

쿠키에는 각각의 http요청과 응답이 포함되어 있으며 4K한정

HTML5에서는 영구적인 키/값 쌍을 저장하기 위한 API
를 제공하며 브라우저에 따라 5~10메가까지 지원한다

ex. Localstorage.setItem(“sticky_0”,”생일주”);

Localstorage.setItem(“sticky_1”,”뒤푸리”);

사용은. 

Var sticky = locatstorage.getItem(“sticky_0”);



모던 웹을 위한 HTML5 웹소켓프로그래밍

한번에 배우는 HTML5+자바스크립트

HeadFirst jQuery

PRO HTML5 Programming

웹프로그래밍 기초 inifinity book 천인국

HTML5 비디오 미디어 웹표준 기술 표준



Q & A



bmwe3@naver.com

Facebook - bmwe3@naver.com

예제코드 필요하면 얘기하고.

전화번호는 직접~ ^O^

이젠…..

mailto:bmwe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