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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란?

지금은 역동적인 웹시대

jQuery의 웹페이지 요소

jQuery의 페이지 상호작용

DOM 조작~

jQuery 와 자바스크립트

jQuery 이펙트와 애니메이션

참고자료



사전뜻 – 거미줄

WWW(world wide web) 줄임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통한 정보공
유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정보공간

하이퍼텍스트 방식과 멀티미디어 환경에
서 검색할수 있으며 브라우저를 통해 사람
이 볼수 있는 형태로 출력된다.



정적인 웹페이지는 HTML/CSS로 충분

jQuery는웹페이지를 즉서에서 바꾸는데
특화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웹페이지 구조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

1. <table> 가장 전통적이고 편리한 방법

2. <div>요소를 생성하고 요소의 위치를 지
정해서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

3. Html5에 들어서는. <nav> 
<section><aside> etc.



이벤트란 페이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코드를 실행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브라우저는 이벤트 listener를 통해 사용
자가 페이지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아내고 자바스크립트 해석기에 알려줘서
어떤 동작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게 합니
다.



DOM 트리 구조



.detach / .remove 차이?

요소를 제거하지만 삭제 않함 / 완전 삭제

.parent() 해당요소 위에 있는 요소로.

.children()해당요소의 아래에 있는 요소

.prev() 해당 요소의 왼쪽

.next() 해당 요소의 오른쪽.



이동 메소드를 타고 DOM 트리를 이동



jQuery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긴 하
지만 모든 기능을 구현한건 아니다.

일반적인 언어와 같이 객체가 있다.

Ex.planetObject = { 

engine:”4”, type:”passenger”,

propellor: “No”};



객체의 속성에 접근
ex. this.name = a;
객체 사용하기

var actor1= new myPerson(‘Jack’, ‘42’);

alert(actor1.name);

배열의 사용. 
var my_arr1 = new Array();

var my_arr2 = new Array(‘USA’, ‘Japan’);
var my_arr3 = [‘USA’,’China’,’Korea’];

my_arr3[0] = “Spain”;



Loop 돌기.
for(var i = 0; i<my_arr2.length;i++)

{ alert(my_arr2[i]);}

비교 연산자 / 논리 연산자

ex1. A==b, a!=b,a<b …

ex2. !=, a || b , a&& b



레이아웃과 위치를 잡아야 한다

컨테이너

프레임

머리영역

눈 영역

코영역

입영역



레이아웃과 위치를 잡아야 한다 – 코드



구조와 스타일을 잡자.



Fade effect + 이펙트에 메소드체인적용



함수에 타이머 적용하기.



.animate()로 이펙트

이동효과!!

크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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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목차.

- Web과 HTML5

- HTML5 특징

- 자바스크립의 사용

- 상호작용 구현하기

- Canvas란!

- <video>

- 웹 저장소



bmwe3@naver.com

Facebook - bmwe3@naver.com

예제코드 필요하면 얘기하고.

전화번호는 직접~ ^O^

이젠 뒤푸리로~헷

mailto:bmwe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