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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 표준화 개요 

1.1. 표준화의 목적 

- 표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W3C 는 공익단체가 아니다. 파트너로 참여한 500 여개의 업체들의 이해득실이 걸려있어 자사의 

기술을 표준화시키려는 각축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관계를 통해 기술이 발전되며, 인터넷이라는 

공개된 플랫폼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W3C 에는 실제로는 “Standard”라는 개념은 없으며, Draft > Working Draft(WD) > Candidate 

Recommendation(RC) > Recommendation 순으로 권고안을 만들게 된다. 

현재 Mozilla FireFox 가 Recommendation 을 가장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IE 는 MS 가 제안한 

부분만 반영하고, 심지어 자사 제안이 상위 권고안과 충돌할 경우에는 자사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브라우저간의 상이성문제가 대두된다. 

 

- 왜 강제적이지 않은 표준을 지켜야만 하는가? 

실제적으로 웹 표준화란, 결국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의 문제로 귀속되게 된다. 물론, 공개된 

플랫폼인 인터넷/웹 환경에서 표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독점적/종속적인 특정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개방성/호환성/안정성/범용성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웹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 웹 접근성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누구나 어떠한 제약을 갖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편없이 웹을 이용할 수 있게 함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설명하도록 한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접근성의 본질이 아니다!!!!) 

접근성의 예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맥사용자, 리눅스 사용자 

 광과민성 환자 

 다이얼업 모뎀을 써야하는 해외교포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는 키오스크 

 운전중인 사용자가 이용하는 모바일 브라우저 

 

접근성이란, 다양한 케이스별로 각각 그에 맞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단지 표준을 준수하는 한가지 케이스만 제대로 만들면 접근성은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1.2.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 

HTML / XHTML / CSS / XML / DOM / JavaScript -> 특별한 기술이 아닌, 이미 사용하고 있던 것들. 

제대로 사용하자. 



 3

 

현재 HTML 은 4.01 까지만 완성되어 있으며, XHTML 이 HTML 을 대신할 표준으로 권고되고 있다. 

XHTML 은 1.1 까지 나와있으며, 현재 2.0이 Working Draft 상태에 있다.  

http://www.w3.org/TR/REC-html40 

http://www.w3.org/TR/2001/REC-xhtml11-20010531 

 

CSS 는 HTML/XHTML 의 디자인 부분을 독립시켜 “의미론적 웹”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비전문가도 쉽게 웹문서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템플릿 개념으로 되어있다. CSS2 가 현재표준안이며 

CSS3 가 Working Draft 상태에 있다. 

http://www.w3.org/TR/REC-CSS2 

 

XML 에 관한 설명은 본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 

 

DOM 은 Document Object Model 의 약자로, 웹문서의 구성요소들을 객체화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문서의 물리적구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표준인 W3C DOM 과 비표준인 MS DOM 이 있으며, 

이 때문에 JavaScript 사용시 주의해야한다. 

http://www.w3.org/TR/REC-DOM-Level-1 

 

JavaScript 는 표준이 아니지만, 정적인 웹문서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한다. ECMA-

262 3rd Script 를 기준으로 삼는다. DOM 문제와 더불어, IE 전용 스크립트(VBS, JS)의 문제가 있으며, 

지원하지 않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http://www.ecma-international.org/publications/standards/Ecma-262.htm 

 

한마디 : 낯뜨거운 이야기지만, 한국인 저자가 지은 학습서들은 모두 폐기처분하세요. 여기에 언급된 

링크들만 읽어도 필요한 기술은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저자가 지은 책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나쁜 버릇을 들이게 합니다. 원서가 부담스럽다면, 번역이 

마음에 안들긴해도 차라리 번역서를 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1.3. 표준화의 효과 

1.3.1.. 비즈니스적 분석 

1) 트래픽 컨트롤 

2) 개발의 용이성/개발기간의 단축 

3) 버전관리 / 유지보수의 용이성 

4) 더 넓은 확장성 / 신기술 도입 용이 

5) 더 넓은 사용자층 확보 

1.3.2. 접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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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멀티 브라우저 

2) 멀티 플랫폼 

3) 장애인 

4) 저연령/고연령층 

5) 특정질병, 저소득층, 학습능력이 낮은 사람, 기타 특수 환경/조건 

1.3.3. 개발자지향 분석 

비즈니스적 분석의 1) ~ 4) 참고 

DHTML / AJAX / Rich Internet Application / Semantic Web 

1.3.4. 디자이너지향 분석 

1) 디자인 기간 단축 

2) 수정/변경의 자유로움 

3) 재활용 가능한 디자인 

 

1.4. 사례소개 

한국 Mozilla 포럼 웹표준화 프로젝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  

http://forums.mozilla.or.kr/viewtopic.php?t=3960 

우선, 너무나도 반갑네요. 예전부터 이 사이트에 들어와 많은 글을 읽고 많은걸 배우고 

느꼈었습니다. 특히 웹 표준화에 대해선...  

전 시각 장애인이고 그 중에서도 1 급입니다. (완전 안안보여서 스크린 리더- 화면낭독 프로그램를 

이용함)  

처음에 이 사이트를 접하게된 것이 오픈소스 불여우 때문이였죠. 오픈 소스 철학이란걸 예전에 

토발즈 리눅스에서 봤었고 참으로 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소스 프로그램만 나오면 내심 

기뻤답니다. 비록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오픈 소스관련 프로그램을 찾던 중에 

불여우를 알았고 바로 검색해서 사이트 들어갔습니다.  

사이트가 열리는 순간 너무나 상퀘했었죠.. 외냐면, 일단 한숨을 쉬지 않아도 되고, 링크의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되서  

(링크의 이름을 외운다는건, 그래픽이 덕지덕지 발라진 링크의 경우 음성 프로그램은 파일명을 

읽어준다. (예- 로그인 버튼이라면 그래픽 button login 혹은 그래픽 l01 의 형태로 읽어주게된다))  

또한 래이블링 하지 않아도 되서 기뻤습니다. (alt 테그와 흡사한 기능을 함)  

그래서 추측했었죠.  (웹 접근성을 혹시 준수하나??) 라고.. 예상은 역시 그러했습니다. 한 몇 분도 

안되어 웹 표준화 프로젝트란 걸 발견하고 열심히 글을 읽었습니다.  

정말 유이한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아 기뻤습니다. 한편으론,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시각장애인 

들이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니까요. 그저 컴퓨터를 조금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야 인터넷을 잘 쓰고, 비록, 응용 프로그램들은 잘 알지만, 인터넷 항해에 미숙한 

시각 장애인들은 완전 도태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차별에 차별을 또 받는다는 얘기죠. 옆에서 

인터넷 항해에 미숙한 시각장애인 사용자를 보면 정말말 안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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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는데, 설명을 제대로 하질 못하겠고, 또는 아무리 설명하여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에 래이블 파일 공유를 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 근래에 시작해서, 아직까진 별로 있지는 않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관심있게 

보아주시는 분들이 없어 정말 슬펐습니다. 괸히 엉뚱한데 손데고나 있는건 아닌지.. 뭐 제일 

이상적인건 우리나라도 법으로 박아버리든지 여튼 억지로 표준안 준수해서 저히 사용하기 

편하도록 사이트 계편하는게 제일 좋겠지만, 현재에도 표준화가 그렇게 지켜지지도 않고, 홍보도 

제대로 않되는것 같고........  

 

뉴스 등에서 보면 뭐 접근성을 어쩌구 하는것 같긴 한데.. 전 아직 모르겠더군요.. 예전이랑 별로 

변한게 없는것 같아서요.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차라리 인터넷 같은거 때려치고 텔넷이나 

쓰자고. 그게 제일 편하다고...  

그래도, 인터넷에는 많은 정보란게 있고 여러 사람 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에 인터넷 사용을 

포기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요즘에는 인터넷 쓰는것 포기하고 싶은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요센 홈피 언어도 신 언어가 나오다보니 각종 이상한 기법(그런 기법들이 짜증나서 이렇게 

표현했음)를 사용해서 홈피를 작성하더라고요. 움직이는 텍스트라든지 특적 부분을 만났을 경우 

특정 기능 실행(아이디를 입력하는 편집박스에서 아이디 입력하고 무심결에 화살표 몇번 내리다가 

보면 중복검사 하라고 끝도없이 뜨는 것 등등 샐 수 없이 많음)를 모두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 

항상 이런것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기에.. 정말 인터넷도 긴장하고서 써야 하죠. 안그러면 잘 

쓰지도 못하는 마우스 열심히 찍어가며 페이지를 불러와야 하니깐.. 오히려 그게 벙거롭기에...  

그래서 많은 사이트를 방문하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새로운 사이트를 가기도 싫고요. 기술이란게 

발전하고, 세상이란게 발전한다드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특정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되고 

쓰여지기도 하고, 특정 사람들에게는 골치덩어리이며 아주 머리에 불이 오르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이구-- 옆길로 너무 센듯한 느낌이..)  

여튼, 앞으로 좋은글 많이 올려주시고, 저도 웹 표준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모드들 

건강 하시길...  

(PS)- 질문 하나 있는데, cyworld 의 미니홈피에서 "일촌신청", "문자 보내기", 그리고 페이지 목록 

등이 링크로 걸려 있지 않던데.. 이런 기법을 무엇이라 하죠?? (물론 저히한텐 이런것들도 당근 

머리에 열 오르게 하죠.. 엔터 열심히 쳐도 아무것도 실행도 안되는데..)  

이 기법의 장정이란게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 기법이 접근성에 맞는것인지도..  

사이월드 뿐만아니라 내이버 등의 블로그에서도 페이지 목록 등 여러가지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과연 정보의 격차는 언제쯤이나 좁혀질런지.. 그리고, 웹 표준화는 대체 언제쯤이야 빛을 보게될 

것인지......  

아참, 답변은 E-mail 로 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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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com  

그럼 어수선한 글 이만 접겠습니다. 영자님 관련 없으면 삭제하셔도 상관없어염..-_) 

 

1.5. Paradigm Shift ? 개념 개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해법은 있으나, 그 전제조건으로 웹 개발의 패러다임을 이동시켜야 한다. 

기존의 개발방법론과 기법들을 폐기/보완한 새로운 접근전략을 필요로 한다. 

1) 경영자 ? 웹 표준화 준수가 개발 cost 의 상승을 야기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선심서비스가 

아닌 표준화 준수의 당위성을 인정해야 한다. 웹 표준화 준수를 위해 실무자들이 적응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기획자 / PM  ? 서비스/사이트/페이지/컨텐츠 기획단계에서부터 웹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해야 한다. 또한 최종완성까지 꾸준히 웹 표준화가 준수되고 있는지 체크하여야 한다. 웹 표준화를 

위해 잘 구조화된 XHTML 이 생산될 수 있도록 구조화된 기획안을 만들어낸다. 변경된 개발방법론을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3)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가 아닌 “웹 디자이너”로의 변신이 필요하다. 시각적으로 화려한 

디자인보다 유의미하고 합목적적인 디자인이 더 중요하다. XHTML 과 CSS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웹 표준화를 위해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들을 잊지 않는다. CSS 를 익힌다. CSS 를 익히지 못한다면 

구조화/모듈화된 디자인과 꼼꼼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준비한다. 평면적 디자인 사고보다 입체적 

디자인 사고에 익숙해진다. 

4) 개발자 ? ECMA 스크립트 표준을 준수한다. ActiveX 를 쓰지말고, 대체할 다른 기술을 연구한다. 

가장 구조화 훈련에 익숙한 위치이므로, 기획과 디자인의 잘못을 발견하면 바로 피드백해준다. 

디자인없는 개발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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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표준화 준수를 위해서는 잘 구조화된 XHTML 문서가 필수.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잘 구조화된 XHTML 문서가 필수. 

CSS 디자인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잘 구조화된 XHTML 문서가 필수. 

시멘틱웹 / 웹 2.0 환경을 위해서는 잘 구조화된 XHTML 문서가 필수. 

 

반대로, 잘 구조화된 XHTML 문서를 만들기만 하면, 

웹표준화를 지키기 싫어도 지켜지게 되며, 

웹접근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웹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고, 

CSS 디자인을 쓰기 싫어도 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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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용 접근방법 

2.1. 기존 업무 진행 플로우 

 

순차적 진행방식 

그림이 나와야 코드를 작성… 

병목현상으로 인한 작업지연의 위험 

코더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목소리 작은 사람이 코딩… 

웹 표준화 준수를 위한 구조적 페이지 생성에는 비효율적 플로우 

구조화와 HTML 코딩을 누가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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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적용 후 진행 플로우 (type A) ? 디자이너 중심 

 

디자이너 혼자에게만 CSS/XHTML 스킬을 익히게 한 경우. 

논리적 구조화보다 시각적 구조화에 머물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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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적용 후 진행 플로우 (type B) ? 개발자 중심 

 

물리적 구조화에 최적, 표준에 대한 가장 높은 이해 

일관성있는 개발 가능 

논리적 구조화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가? 단지 프로그래밍을 위한 코드를 생산해내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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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적용 후 진행 플로우 (type C) ? 기획자 중심 

 

스토리보드의 목적은? 스토리보드는 디자인 지시서가 아니다!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을 맡기자. 

파워포인트 대신 드림위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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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적용 후 진행 플로우 (type D) ? 퍼블리셔 중심 

 

가장 중요한 역할 ? Web Publisher 

의도/목표를 어떻게 논리적 구조화로 풀어낼 것인가. 

구조화된 HTML 을 생산해낼 수 있는가. 

User Interface 전반을 책임져야한다. 

디자이너가 CSS 를 부담스러워한다면 퍼블리셔가 맡을 수 있어야 한다. 

개발자가 스크립팅을 부담스러워한다면 퍼블리셔가 맡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되도록이면 그런 상황이 안와야겠지만… 

기획자+디자이너+개발자의 능력을 모두 갖춘 key player 

 

2.5. Role 재정의 

기존의 역할 분담은 잊을 것. 

디자인이 나오고 HTML 코드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HTML 코드가 먼저 나온다. (충분히 훈련되면 

동시진행가능) 

한 명이라도 새로운 프로세스 패러다임을 거부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퍼블리셔 중심의 프로세스 플로우 권장 

안된다면, 기획자 중심으로라도 재편 필요. 

(물론 위의 예시는 예시일 뿐, 각 프로젝트, 회사사정, 개인역량, 과거의 업무분장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자신과 자신의 조직에게 최적인 프로세스 플로우는 직접 개발해야한다. 중요한 

점은, 디자인보다 코드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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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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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구조화 
- Header 
- Key Visual 
- Content 
- Footer 
 
2 단계 구조화 
- Header 
  - Logo 
  - Top Menu 
  - Main Menu Bar 
- Key Visual 
- Content 
  - Solutions 
  - Products 
  - Designer & Developer 
  - Get Support 
  - Download Player 
  - Purchase 
  - News & Events 
  - Showcase 
- Footer 
 
3 단계 구조화 … … … 

<html> 
… 
<body> 
<div id=”header”> 
  <div id=”logo”> … </div> 
  <div id=”topmenu”> … </div> 
  <div id=”mainmenu”> … </div> 
</div> 
<div id=”keyvisual”> … </div> 
<div id=”content”> 
  <div id=”solution”> … </div> 

<div id=”products ”> … </div> 
<div id=”designer_developer”> … </div> 
<div id=”support”> … </div> 
<div id=”download”> … </div> 
<div id=”purchase”> … </div> 
<div id=”news_events ”> … </div> 
<div id=”showcase”> … </div> 

</div> 
<div id=”footer”> … </div> 
</body> 
</html> 

구조화 자체가 XHTML 코드 생산이다. 이 단계에서 이미 페이지는 완성되었다. 남은 것은 디자이너가 

CSS 를 써서 디자인을 입히고,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씌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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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론 1 : 기획/시안 

3.1. 기획시 고려해야할 점 

- 의도와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 역지사지 

- keyword : 구조화 

 

3.2. 분석 /  시안 

3.2.1. 사이트 분석 ? 대상, 목표, 전략 

=>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그러나 실제로 염두에 두고 작업하는가? 혼자만의 멋진 생각, 

혼자만의 멋진 기능… 

Ex) “이번 사이트 개편의 컨셉은 원색으로 갑시다. 녹색글씨에 빨간색 링크, 화려한 

주목성이 이번 리뉴얼의 핵심!!!” -> 적녹색맹인 사용자에게는 링크가 보이지 않는다. 

=> 단 한 명의 사용자라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마음대로 가상사용자를 추측하지 말라. 

3.2.2. UI 컨셉트 스타일 가이드라인  

=> 잘짜여진 UI 컨셉트 스타일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 CSS 작업의 50%를 대체한다. 

3.2.3. 프로세스 플로우 & 스토리 보드 작성 

=> 스토리보드의 목적은 무엇인가? 파워포인트를 포토샵을 거쳐 드림위버로 옮기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 효율적인 UI, 미적 구성, 사용자동선, 접근성파악 ? 기획자가 디자이너보다 잘아는가? 

디자이너를 믿어라. (그리고 디자이너들도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3.2.4. 페이지별 구성요소 추출 

=>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중요도 순서로 나열하라. 

=> grid 개념이 아닌 group 개념. piece 가 아닌 layer 개념. 페이지는 jigsaw 퍼즐이 아니다. 

=> 과감히 모든 디자인적 요소는 디자이너에게 맡겨라. 의미론적 요소들에만 집중하라. 

3.2.5. 논리적 구조화 -> 구조적 시안  

=> 구성요소가 추출되고 중요도 순서로 트리구조가 구성되면 논리적 구조화는 끝난 셈이다. 

그대로 XHTML 로 옮기면 이미 웹문서는 완성되었다. (디자인을 입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3.2.6. 물리적 구조화 -> 디자인적 시안 

=> 때로는, 더나은 디자인을 위해 디자인을 고려한 구조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 CSS2 가 완벽한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CSS3 를 기다려라. 

=> 그러나 논리적 구조화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3.3. 코딩 

3.3.1. XHTML 핵심 설명 

(이전에 썼던 본인의 다른 글에서 발췌합니다.) 

1. XHTML - What &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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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 글의 목적은 CSS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XHTML 을 빼놓고 CSS 를 이야기하는 건 뭔가 

허전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사실 XHTML 의 핵심내용은 너무 간단해서 열줄 정도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XHTML 을 써야하는가겠지요. 

일단 XHTML 이 무언가에 대해서부터. 

XHTML 은 eXtensible HyperText Markup Language 의 약자입니다. HTML 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HTML 4.01 규약에 "거의" 준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XHTML 은 HTML 의 XML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HTML 에 비해 좀더 명확하고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 년 1 월에 W3C 의 공식 표준으로 지정된 이후 HTML 의 표준이라하면 XHTML 1.0 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최근의 모든 HTML 브라우저는 XHTML 1.0 을 완벽히 지원하고 

있습니다.(지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일반 HTML 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게다가 HTML 문법이 상당히 

느슨하기 때문에 어쩌면 XHTML 의 딱딱한 규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HTML 대신 XHTML 을 써야 할까요? 

 

- XHTML 은 XML 의 일종입니다. 

사실 국내에서 웹 페이지 제작은 "IE 를 통해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일단 눈으로 보이는 부분만 멀쩡하면 내부적으로 HTML 문서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든 

아무도 신경쓰지 않지요.  

뭐가 문제가 되냐구요? HTML 의 재활용과 생산성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관습대로 작성된 HTML 

문서는 내용과 디자인, 문서구조가 모두 뒤범벅이 되어있습니다. 디자인을 바꾸려면 일일이 

HTML 문서를 수정해줘야 합니다. 내용이나 문서구조 역시 마찬가지. 당연히 크로스 브라우징이나 

크로스 플랫폼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HTML 문서가 반드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입력데이터로 HTML 이 사용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이한 플랫폼과 환경에서 해석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HTML 습관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힘들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모바일 환경을 위해서 따로 만들고, PDA 버전을 위해 따로 만들고, 심지어는 같은 PC 환경이라도 

브라우저 버전별로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단순한 디자인의 문제라구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PR 사이트를 만들면서 PC 와 

모바일 버전이 각각 필요할 때. 이런 경우에도 각각의 페이지를 다 따로 만들어줘야합니다. 어떤 

사이트의 페이지를 읽어와서 재가공해야할 경우 일일이 해당 페이지를 분석해서 페이지별로 

파싱해줘야합니다. 왠지 뭔가 굉장히 효율이 낮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 안드세요? 

 

XHTML 은 XML 의 HTML 버전입니다. 즉, XML 이라는 소리입니다. XML 은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 

교환을 위해 데이터의 내용과 구조, 형식을 분리 정의하는 규약입니다. 이러한 XML 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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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브라우저라면 어디에서나 XHTML 은 통용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작성된 

XHTML 문서는 크로스 브라우징이나 크로스 플랫폼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XML 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별다른 작업없이 바로 입력 데이터로 쓸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XHTML 문서만 제대로 만들어도 별도의 XML 문서를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XHTML 은 구조화된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XML 의 규격을 따르게 되니 저절로 "구조화된" 문서로 만들어집니다. 구조화된 

문서의 특징은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가독성"이란 단지 생성된 코드를 사람이 읽기 

편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나 프로그램도 읽기 수월합니다. 만약 디자인 부분을 CSS 로 

분리해낸다면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일반적인 HTML 코드를 떠올려보세요. 

아마도 실제 내용보다 디자인 요소가 차지하는 부분이 더 클 겁니다. 파일의 용량이 커짐은 물론, 

도대체 이 HTML 문서가 뭘 하는 문서인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문서인지 사람의 눈으로 

브라우저에서 띄워보기 전까지는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이 컨텐츠인지, 무엇에 대한 

컨텐츠인지, 사람이 한번 해석해서 파싱문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기계나 프로그램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XHML 과 CSS 를 사용함으로써 훨씬 가벼워진 페이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잘 구조화된 

XHTML 문서는 수정이나 재활용도 훨씬 쉬워집니다. 

 

2. XHTML - How? 

XHTML 의 규약은 매우 단순(?)합니다. 위에서 XHTML 이 무엇이며, 왜 써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것을 보면 엄청나게 거창할 것 같지만 사실, 김빠질 정도로 단순하죠. 

 

1) 모든 엘리먼트들은 반드시 완벽하게 중첩되어야 합니다. 

일반 HTML 문서라면 <b><i>테스트</b></i> 처럼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XHTML 

문서는 반드시 <b><i>테스트</i></b>처럼 중첩구조가 완벽해야합니다. HTML 에서는 가끔 닫는 

태그를 빼먹어도 별 문제없이 동작하지만, XHTML 에서는 </xxx>처럼 닫는 태그들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p>태그를 사용할 때라든가, 문서 마지막에 </html>쓰는 것 같을 때 

주의해야겠지요. 

 

2)모든 태그와 속성들은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DIV NAME="xxx"> 처럼 쓰면 안되고 반드시 <div name="xxx">처럼 써야합니다. 물론 대문자로 

쓰더라도 해석은 됩니다만 어플리케이션 호환성을 위해 반드시 소문자로 쓰는 습관을 들입시다. 

 

3)홀로 쓰이는 단독 태그들도 반드시 닫겨야 합니다. 

Empty Element 라고 불리우는 단독 태그들 - br, hr, img 등등... - 은 쌍으로 열리고 닫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구요... <br />, <hr />, <img src="xxx" />처럼 써야합니다. /앞의 공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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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주시는 쪽을 권장합니다. 

 

4)속성값을 줄 때에는 반드시 겹따옴표로 묶어줍니다. 

즉, <table width=100>은 틀린 XHTML 문법이며, <table width="100"> 처럼 써야만 합니다. 

 

5)단축형 속성값은 쓸 수 없습니다. 

즉 <option selected> 대신 <option selected="selected">처럼 써야만 합니다. 

 

6) name 속성대신 id 속성을 사용합니다. 

<input name="password" /> 대신 <input id="password" />처럼 사용합니다. name 과 id 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의 문서내에서 동일한 name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들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id 값은 같은 문서에서 동일한 id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JavaScript 에서 문서내의 객체에 접근할 때, 이런 엘리먼트의 name 을 바로 

오브젝트나 프로퍼티처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습관입니다. (IE 가 나쁜 버릇은 전부 들이게 

만든다는... -_-a) 예를 들어 password.value 처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getElementsByName 이나 getElementById 같은 메쏘드를 써서 해당 오브젝트를 반환받아 

써야합니다. 즉, getElementById('password').value 처럼 쓰는 것이 옳습니다. 

 

당분간은 옛날 브라우저와의 호환을 위해 id 와 name 을 동시에 쓰는 쪽을 권장합니다. 

 

7)lang 속성의 사용 

만약 문서내에 특정 언어로 쓰여진 부분이 있다면, lang 속성을 이용해 언어를 구분해줍니다. 

<div lang="no" xml:lang="no">Heia Norge!</div> 

노르웨이어로 쓰여진 부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예입니다. 

 

8)<!DOCTYPE>의 사용. 

실제로 이 <!DOCTYPE>은 XHTML 문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석기나 브라우저로 

하여금 이후 이어지는 문서가 XHTML 이며 어떤 DTD(Document Type Definition)에 의해 

해석되어야하는 지를 지정해주는데 이용됩니다. 통상 Strict, Transitional, Frameset 의 세 종류가 

있으며, Strict 는 엄격한 XHTML 문법을 따르고 CSS 와 같이 이용될 때 쓰입니다. Transitional 은 

틀린 XHTML 문법이 있어도 HTML 문법에 준해서 오류를 허용할 때 쓰입니다. Frameset 은 

말그대로 HTML 의 frame 을 이용할 때 쓰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문서의 가장 

첫줄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왕 XHTML 을 만드는 것, 되도록이면 Strict 를 쓰도록 합시다.) 

인용: 

Strict :  

<!DOCTYPE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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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W3C//DTD XHTML 1.0 Strict//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strict.dtd">  

 

Transitional :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Transitional//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transitional.dtd"> 

 

Frameset :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Frameset//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frameset.dtd">  

 

 

다음은 이러한 XHTML 규칙에 따라 생성된 XHTML 코드의 예입니다.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HTML 과 별 차이를 못느끼실지도. ^_^; 

인용: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Strict//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strict.dtd"> 

<html> 

<head> 

<title>simple document</title> 

</head> 

<body> 

<p>a simple paragraph</p> 

</body> 

</html>  

 

 

생각보다는 간단하죠? 

 

Strict DTD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HTML 태그들이 있습니다. 

<applet> : 애플릿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object> 를 대신 쓰세요. 

<frame>, <frameset>, <noframes>: Frameset DTD로 선언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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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font>, <basefont>, <s>, <strike>, <u> :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CSS 에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iframe> : XHTML 문서에서는 iframe 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조화된 문서를 만드는데 

방해됩니다. 

<dir>, <menu> : 역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HTML 4.01 에서도 삭제되었죠. ^_^) 

 

속성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class, id, style, title 은 대부분의 태그에서 사용되는 핵심 속성입니다. class 는 클래스규칙이나 

스타일규칙을 적용하는 속성이며, id 속성은 해당 엘리먼트를 다른 엘리먼트와 구분짓게 하고, 

style 은 인라인 스타일을 적용할 때 쓰입니다. title 은 해당 엘리먼트에 대한 설명으로 보통 툴팁 

도움말을 띄울 때 쓰죠. 

보통 다음처럼 씁니다. 

인용: 

<div id="greeting" class="main_text" style="border:1px solid #F00;margin:5px" title="Hello, 

World"> 

Hello World 

</div>  

 

물론 필요없는 속성은 생략해도 되죠. 

이 밖에 텍스트 출력방향을 지정해주는 dir 속성과 사용되는 문자코드를 지정해주는 lang 속성이 

있으며, 엘리먼트에 키보드 단축키를 지정해주는 accesskey 속성과 탭 인덱스 순서를 지정해주는 

tabindex 속성이 올 수 있습니다. 

 

3.3.2. 코더? 퍼블리셔? Role 재정의 확인 

=> XHTML 문법을 안다는 것과는 별개로, 적절한 곳에 적절한 XHTML 문법을 구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함. 

=> 문서구조를 적절한 DOM 에 맞춰 XHTML 로 표현할 수 있는가. 

=> 쓰여진 각 엘리먼트들은 적절히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가. 

=> 어떻게 보일 것인지는 잊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만 생각하라. 

3.3.3. 적절한 태그의 선택 

<h1>~<h6> : 제목을 나타낼 때 

<label> : 폼 컨트롤의 레이블을 표시할 때 

<p> : 문단 단위의 컨텐츠를 표현할 때 

<em> : 특정 부분을 강조할 때 

<strong> : 특정 부분을 매우 강조할 때 

cf) <em>, <strong>, <kbd>, <samp>, <code>, <var>, <cite>, <d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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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 <i>, <b>, <big>, <small> 

<img> : “이미지 컨텐츠”를 표시할 때 

<blockquote>, <q>: 인용된 내용을 표시할 때 

<table> : “표”를 표시할 때 

<div>: 문서의 일부 영역을 정의할 때 

 

3.3.4. 논리적 구조화 = 구조화된 문서 

=> 이미 앞에서 핵심 내용들은 다 설명되었음. 

3.3.5. Direct Coding 

=> 논리적 구조화를 바로  XHTML 포맷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연습하라. 

3.3.6. XHTML Template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Strict//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strict.dtd">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head> 
<title></title> 
<!-- Meta Tags -->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application/xhtml+xml; charset=utf-8" /> 
<meta name="robots" content="index, follow" /> 
<meta name="description" content="" /> 
<meta name="keywords" content="" /> 
<meta name="author" content="" /> 
 
<!-- Favicon --> 
<link rel="shortcut icon" href="" /> 
 
<!-- CSS --> 
<link rel="stylesheet" href="" media="screen,projection" type="text/css" /> 
<link rel="stylesheet" href="" media="print" type="text/css" /> 
 
<!-- RSS --> 
<link rel="alternate" href="" title="RSS Feed" type="application/rss+xml" /> 
 
<!-- JavaScript : Include and embedded version --> 
<script src="" type="text/javascript"></script> 
 
</head> 
<body> 
<div id="container"> 

<div id="navigation"> 
</div><!-- navigation --> 
<div id="primaryContent"> 
</div><!-- primaryContent --> 
<div id="secondaryContent"> 
</div><!-- secondaryContent --> 
<div id="footer"> 
</div><!-- footer --> 

</div><!-- container --> 
 
</body> 



 22

</html> 

 

3.3.7. Naming 

=> 네이밍이란 X HTML 의 각 엘리먼트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id/class 속성에 이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된 네이밍 규칙을 사용한다. 

=> 일반적인 구조의 예시(어디까지나 예) 

“id:container” 
“id:header” 
 “id:logo” 
 “id:tagline” 
 “id:topmenu” 
 “id:mainmenu” 
  “class:menuitem” 
  “class:menuitem” 
  “class:menuitem” 
 “id:search” 
  “id:form_search” 
“id:bodice” 
 “id:side” 
  “class:section” 
   “class:title” 
   “class:content” 
  “class:section” 
   “class:title” 
   “class:content” 
 “id:main” 
  “class:section” 
   “class:title” 
   “class:content” 
  “class:section” 
   “class:title” 
   “class:content” 
“id:footer” 
 “id:siteinfo”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름짓지 말고, 의미대로 이름을 지어라. 

위의 예에서, header, bodice, footer 가 수직으로 배열된 영역일거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이름을 생각해보자. (예:division_1, division_2, division_3), 어쩌면 역시 

header, bodice, footer 가 더 논리상 구조적일 수도 있다. 

네이밍은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첫번째 키가 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래머들에게 조언을 얻는 것도 나쁘진 않다. 프로그래머들에게도 

네이밍은 언제나 가장 골치아픈 문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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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법론 2 : 디자인 / 개발 

4.1. 디자인 

4.1.1. CSS 핵심 설명 

1. CSS? 

CSS 란 Cascading Style Sheets 의 약자입니다. HTML 4.0 이후부터 Style 을 사용하므로써 HTML 

문서와 디자인을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Style 이란 HTML 요소들이 어떻게 디스플레이될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말합니다.  

 

원래 HTML 은 문서의 구조와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규약입니다만, 브라우저가 

발달하면서 점차 디자인에 이용되는 태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주종이 바뀌어서, 

내용이나 구조는 어찌 되었건간에 디자인과 관련된 분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HTML 4.0 에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CSS 입니다. 

 

CSS 의 등장으로 인해 HTML 에서 디자인적인 요소가 분리될 수 있음으로써 얻는 이득은 매우 

많습니다. 우선 작업시간이 단축됩니다. 문서가 간결해지며 기계나 프로그램으로 문서해독이 

용이합니다. 수정시간도 단축되며 제대로 구조화된 HTML 문서와 결합된 CSS 를 사용함으로써 

문서의 구조와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면 원본 문서를 건드리지 않고 디자인 부분은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변경이나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현장에서 일할 때 이런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음... 아무리 봐도 본문에 글씨 색이 마음에 안들어. 검은색 대신 회색으로 바꿔보는 게 어떨까?" 

자,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한 두페이지로 이루어진 사이트라면 모를까, 몇 백 페이지로 된 

사이트... CSS 를 전혀 쓰지 않았다면 <font color="black">으로 된 부분을 모두 찾아서 <font 

color="gray">로 바꿔줘야 합니다.  

다행히(?) 요즘 기초적인 CSS 는 디자이너나 개발자들도 조금은 알고 있어서 CSS 변경으로 

한큐에 일괄 변경하는 꼼수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CSS 로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음.. 아무래도 상단 배너 이미지는 빼버리는 게 낫겠군.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메인 메뉴들은 

상단으로 올려서, 3 단으로 구성된 페이지를 2 단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로그인 박스는 

메뉴밑에 한줄로 표현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단, TABLE 로 페이지 레이아웃을 잡은 경우라면 대략 난감. 

TABLE 은 "표"를 표현하라고 있는 거지, 사이트 디자인하기 위해 레이아웃잡으라고 있는 태그는 

아닙니다. 만약 TABLE 을 써서 디자인을 했다면 위와 같은 요구를 받는다면 골치아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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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조하지만, 문서의 구조와 내용을 바꾸는 경우가 아니라면, 디자인은 얼마든지 CSS 만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전제 조건은 하나. 문서가 잘 구조화되어있을 것.(그래서 CSS 이야기를 

하기전에 XHTML 에 관해 먼저 썰을 풀었던 거지요.) 

 

2. 문서의 구조? 내용? 

하나의 HTML 문서를 이루는 성분으로는 구조, 내용, 디자인이 있습니다. 

구조란 이 문서의 형식, 구성요소들을 말합니다. 메인메뉴가 있고, 서브메뉴가 있고, 

네비게이션영역이 있고, 로그인박스가 있고, 헤드라인이 있고, 컨텐츠가 있고... 하는 것들이 

문서의 구조를 가리킵니다. 

내용이란 이 구조를 통해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란 이러한 구조와 내용을 가진 문서가 실제로 브라우저 등을 통해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서에 박스기사를 삽입하는 것은 문서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이 박스기사에 올림픽에 관한 글이 들어가야한다면 그것은 문서 내용에 관한 영역이됩니다. 

이 박스기사가 브라우저 출력시에 어느 위치에 어떤 식으로 보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디자인입니다. 

 

CSS 가 만능은 아닙니다.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CSS 의 전문 영역입니다. (역시 꼼수를 써서 구조와 내용조차도 

"눈속임"을 통해 건드릴 수 있기도 합니다. ^_^;) 

 

3. Cascading 

Style 은 알겠는데 Cascading? 

Cascading 은 사전적 의미로는 "다단화하기" 쯤으로 번역됩니다. 한글로는 적절히 한단어로 

표현하기 어렵네요. 폭포가 계단처럼 연결되어서 차례로 내려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좀더 풀어 설명하자면, Cascading Style Sheets 란, Style Sheets 들이 단계적으로 중첩되어 

적용됨을 뜻합니다. OO 적 개념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Style 은 크게 4 가지 층위로 Cascading 됩니다. 

1. 브라우저 디폴트 

2. External Style Sheet (<head>안에 <link> 태그로 외부에서 링크됩니다.) 

3. Internal Style Sheet(<style>이라는 태그를 써서 문서안에서 정의됩니다.) 

4. Inline Style (각 태그에 style=""이라는 속성을 이용해 정의됩니다.) 

숫자가 클 수록 우선권이 높습니다. 따라서 <table style="border:none">일 경우 Inline Style 인 

border:none 이 브라우저에서 디폴트값으로 정해진 것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서에 적용될 때는 위의 네가지 층위의 Style 이 모두 합쳐져서 한개의 "Virtual Style"로 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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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Inline Style 로 border:none 이 적용되었지만 다른 부분은 다른 

층위에서 적용된 스타일을 따르게 됩니다. 

 

가끔 include 를 써서 외부 html 문서를 현재 문서안에 불러왔을 때 디자인이 바뀐다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External Style Sheet 만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CSS 기초문법 

CSS 의 문법은 selector, property, value 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인용: 

selector { 

property:value; 

}  

 

selector 는 CSS 의 스타일을 지정하는 이름입니다. selector 는 일반적으로 HTML 태그, class 이름, 

id 이름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인용: 

p { /* HTML 태그의 예 */  

text-align:left; 

} 

.paragraph { /* class 속성으로 쓸 경우의 예. 앞에 dot(.)가 붙음. */  

text-align:right; 

} 

#main_contents { /* id 속성으로 쓸 경우의 예. 앞에 #이 붙음. */ 

text-align:center; 

}  

 

실제 HTML 에서 사용할 때는 다음 처럼... 

인용: 

<p> 

Test 

</p>  

<p class="paragraph"> 

Test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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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d="main_contents"> 

Test3 

</p>  

 

 

원래 class selector 는 앞에 적용되는 HTML 태그를 붙여 표현하는게 맞지만 생략해도 됩니다. 

위의 .paragraph 는 p.paragraph 에서 p 태그가 생략된 예입니다. 왜 생략을 하냐하면 이 스타일이 

반드시 <p>에서만 쓰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div class="paragraph">처럼 

써도 통용되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HTML 태그는 생략하여 정의합니다. 반대로 HTML 태그를 

붙여서 정의한다면 각각의 HTML 태그별로 같은 class 이름이지만 다른 형태의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id selector 도 역시 앞에 HTML 태그를 붙여야 하지만 생략가능합니다. class 와의 차이라면, id 로 

정의된 스타일은 오직 한 엘리먼트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용: 

<div id="main_contents"> 

어쩌구저쩌구.. 

</div> 

... 

<div id="main_contents"> 

궁시렁 궁시렁... 

</div>  

 

처럼 쓰면 안됩니다. (div#main_contents 처럼 써봤자 안통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class 를 

써야겠지요?) 

 

만약 여러개의 selector 에 동일한 스타일을 부여하고 싶다면 (,)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용: 

h1, h2, h3, h4, h5, p.title, #subject { /* 여러개의 style 을 한꺼번에 정의할 경우의 예. */  

text-decoration:underline; 

}  

 

 

property 와 value 는 항상 쌍으로 쓰이며, 각 쌍간의 구분은 세미콜론[;]로 구분합니다. 하나의 

property 에 value 값은 여러개가 올 수 있으며 value 값간의 구분은 컴마[,]로 구분합니다. 또 

value 값이 두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졌다면 겹따옴표["]로 묶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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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body { 

font-size:10px; 

font-family:tahoma, 굴림, "Courier New"; 

line-height:150%; 

}  

 

 

하위 selector 에 대한 스타일 정의시에는 공백(빈칸)으로 나열합니다. 

인용: 

.main p { /* .main 이라는 클래스 안쪽에서 쓰인 <p> 의 경우라는 뜻입니다. */  

font-color:red; 

}  

 

 

이 경우에.. 

인용: 

<div class="main"> 

<p> 

여기에 쓰인 글은 붉은 색으로 나올테지만... 

</p>  

</div> 

<p> 

main 클래스 밖에 쓰인 이곳은 붉은 색이 아니랍니다. ^_^; 

</p>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주석은 /* ~ */로 처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CSS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다면 각 property 와 허용되는 

value 값, 그에 따른 효과등을 일일이 설명해야겠지만 거듭 밝히듯이 강좌가 아닌 관계로 이 

정도만 정리합니다. w3c.org 등에서 좀 더 자세한 CSS 규칙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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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CSS Template  

/* ----- CSS ----- */ 
*{ 
}  
html{ 
}  
body{ 
} 
 
/* ----- Basic HTML Element ----- */ 
div { 
} 
span { 
} 
ul { 
} 
li { 
} 
ul li { 
} 
h1, h2, h3, h4, h5, h6 { 
} 
h1 { 
} 
 
/* ----- class ----- */ 
.title { 
} 
.content { 
} 
.content p { 
} 
 
/* ---- Id ----- */ 
#container { 
} 
#header { 
} 
#header img { 
} 
#header .menuitem { 
} 
#side .content ul { 
} 

 

4.1.3. CSS layout : postion 

CSS 를 이용하여 레이아웃을 잡는 방법으로는 position 과 float 두가지가 있다. 두가지는 각기 용도가 

다르므로,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한다. CSS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레이아웃 

포지셔닝임을 인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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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static; 

특별한 포지션 이동없이 “원래 나와야할 위치”에 나온다. 

postion:absolute; 

상위 엘리먼트의 좌표기준점을 기준으로 top,left 만큼 이동하여 나온다. 

postion:relative; 

“원래 나와야할 위치”를 기준으로 top, left 만큼 이동하여 나온다. 

position:fixed; 신경쓰지 마세요. ^_  ̂

 

샘플. 

<div id=”cyan”> 

CYAN 

</div> 

<div id=”yellow”> 

YELLOW 

  <div id=”green”> 

  GREEN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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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CSS layout : float 

다른 한가지 중요한 포지셔닝 방법은 float을 이용하는 것이다. 

 

float:left;  

지정된 엘리먼트를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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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right;  

지정된 엘리먼트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float:none; 

이미 앞에서 적용된 엘리먼트의 float 속성을 해지한다. 

 

 
 
<div id="container"> 
 <div id="wrapper"> 
  <div id="blue"> 
  </div> 
  <div id="pink"> 
  </div> 
 </div> 
 <div id="yellow"> 
 </div> 
</div> 
#container { 
 width:250px; 
 height:100px; 
 background-color:lightgray; 
} 
#wrapper { 
 width:100px; 
 height:100px; 
 float:right; 
 border:1px solid red; 
} 
#yellow { 
 width:100px; 
 height:100px; 
 float:right; 
 background-color:yellow; 
} 
#green { 
 width:100px; 
 height:100px; 
 floa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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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color:green; 
} 
#blue { 
 width:50px; 
 height:100px; 
 float:left; 
 background-color:blue; 
} 
#pink { 
 width:50px; 
 height:100px; 
 float:right; 
 background-color:pink; 
} 

 

CSS 에서 position 과 float 은 상당히 까다롭고 쓰임새가 많으므로 다양한 경우에 대해 부단한 연습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레이아웃을 설계하고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4.1.5. CSS properties 

이 자리에서 모든 CSS 프로퍼티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레퍼런스 사이트를 참고하여 각 프로퍼티의 

값과 적용효과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http://www.w3schools.com/css/default.asp (웹 관련 기술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음.) 

 

4.1.6. 접근전략 A : out->in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며 CSS 를 상세화한다. 가장 상위 오브젝트들의 포지셔닝을 한 후, 각각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패딩속성, 마진등의 프로퍼티를 상세화 한다. 대략의 배치가 끝나면, 각각의 

오브젝트들의 차하위 오브젝트로 포커스를 옮겨, 마찬가지로 상세화를 진행한다. (position 을 이용한 

포지셔닝에 유리. 선배치/후구체화) 

 

4.1.7. 접근전략 B : in ->out 

반대로, 세부적인 엘리먼트 요소들에 대한 프로퍼티를 채워넣어 구체화한 후, 그것을 감싸고 있는 

상위 오브젝트내에서의 배치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구체화하며 배치를 

진행한다. (float을 이용한 포지셔닝에 유리. 선구체화/후배치) 

 

4.1.8. 물리적 구조화 = 디자인 

이상 살펴본 것처럼, 구조화된 문서를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CSS 디자인이다. 기존의 방식처럼 

디자인을 먼저하고 그에 맞춰 HTML 코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HTML 코드를 먼저 생성 후, CSS 를 

이용하여 디자인을 입힌다는 개념임을 유의하자. 만약 디자이너가 코딩작업까지 맡는다면, 머리속의 

디자인 때문에 올바르게 구조화되지 않은 HTML 코드를 생성할 지도 모른다. 디자이너가 코딩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4.1.9. 동일한 외관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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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하는 오해중 하나는, 웹표준 준수 ? 접근성 확보를 위한 cross-browsing 을 고려한 개발시, 

브라우저의 종류에 상관없이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다. 이 때문에 CSS 

Hack 이나 HTML Hack 등이 남발되는 경우 정작 애초 목표인 웹표준 준수를 위한 접근성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크로스 브라우징을 고려한 웹페이지란,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페이지가 아니라, 동등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페이지를 말함을 명심하자. 

적당히, IE 는 IE 대로 깔끔하고 예쁘게, FF 는 FF 대로 깔끔하고 예쁘게 보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부담없이 작업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4.2. 개발 

4.2.1. Coding -> Direct Programming 

기존 프로젝트 프로세스 진행 방식으로는, 디자인까지 포함된 HTML 코드까지 나와야 실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했다. 물론 2tier/3tier 방식의 개발등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었으나, 엔드유저단의 HTML 페이지생성부분은 HTML 코드를 넘겨받지 않는 한 작업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새로운 프로세스 진행 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디자인과 HTML 코드가 분리되어 디자인 작업이 

끝나지 않더라도 HTML 문서만 가지고 개발의 동시진행이 가능해진다. 

 

4.2.2. 디자인 없이 개발하기 

디자인을 모두 디자이너에게 일임해야 하므로, HTML 소스코드를 받아 프로그램을 씌워 생성되는 

최종 결과물에서도 디자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출력결과에 

디자이너가 모르는 임의의 HTML Raw Coding 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과정에서 주의해야한다. 

 

4.2.3. 템플릿 활용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템플릿 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Java/JSP 개발이라면, 빈을 이용하여 

템플릿화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템플릿 솔루션이 있으며, 기타 PHP 나 ASP 등에서도 

여러가지 템플릿들이 나와있다. 

다음은 본인이 자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템플릿 엔진을 이용한 XML 형태의 HTML 템플릿의 일례이다. 

(자작 블로그 CMS 의 중첩 커멘트 표시부분) 

<ERThreadedComments order_dir="ASC"> 

<div class="comment"> 

<h3><ERCommentTitle /></h3> 

  <ERCommentBody no_html="no_html" max_size="255"/> 

<div class="comment_footer"> 

  <div class="lineblock"> 

<a href="<ERCommentAuthorURL />"><ERCommentAuthorName /></a>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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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ommentDate format="%Y 년 %m 월 %d 일 %H:%M" /> 에 남기셨습니다. 

</div> 

  <div class="lineblock"> 

  <a href="<ERCommentCGIURL mode="add" />">커멘트 쓰기</a> 

</div> 

</div> 

<ERInclude module="중첩 커멘트" /> 

</div> 

</ERThreadedComments>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이용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해 전혀 모르는 디자이너나 코더라도 출력된 

결과물의 디자인에 대해 CSS 를 완전히 적용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것이 좋다. 

 

4.2.4. DOM 

JavaScript 개발을 담당하는 개발자라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현재 IE 에서 사용하는 MS DOM 과 

기타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W3C DOM 이 있다. 되도록이면 W3C DOM 을 이용해 문서의 

오브젝트들을 제어하는 것을 권장하며, 특별히 MS DOM 만을 이용한 제작은 지양해야한다. 

또한, DOM 구조에 대한 접근 역시 MS only 방식의 비표준 스크립팅을 피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할 경우에는 브라우저 타입을 체크하여 크로스 브라우징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 

예) getElementById()에 의한 접근. 

 

4.2.5. ECMA Scripting 

현재 de facto 표준으로 인정받는 ECMA-262 3rd Script 만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IE 와 OS 종속적인 

VBScript/Jscript 를 사용하지 않는다. 

접근성 확보를 위해, <script>~</script>는 반드시 <head>~</head>안쪽에 위치하며, 주석기호를 

이용하여 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도 문제없이 표시될 수 있어야 한다. 

Onmouseover 같은 장치종속적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며, 엘리먼트에 직접 코딩해넣지 않도록 한다. 

예) <img src=”…” id=”img_logo” onmouseover=”animate()” /> <= 나쁜 경우. 

이런 경우, <img src=”…” id=”img_logo” /> 처럼 순수 HTML 요소만 두고, 스크립트는 바인딩을 

통해 처리하도록 한다. 

document.getElementById(“img_logo”).onmouseover = animate; 

기타 스크립트 작성시 주의할 점은 다음 시간의 체크리스트 부분에서 다루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