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활용 1 수업계획서
교과목 학습목표
데이터 통신 및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원리와 기술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하며, HTML5,
이미지제작,프레임제작,HTML에디터 활용,CSS3의 기본구조,Java Script를 통한 홈페이지 제작실습, 홈
페이지 분석 등을 학습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 html5+ css3 + javascript로 배우는 웹프로그래밍 기초,인피니티북스, 천인국, 2014
•부교재 - 모던 웹 디자인을 위한 HTML5+CSS3 입문, 한빛아카데미, 윤인성, 2012
주별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내용
WWW 와 HTML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지식을 알아보고, 개념 및 특징을 학습한다.

1

그리고 HTML5를 이해하기 위해 메모장, VS FOR WEB 등으로 HTML을 실행해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2
제 1 주

HTML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태그(TAG)와 (ELEMENT)에 대하여 이해함 으로서 웹
프로그래밍 에 대한 이해를 한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html5사용법,

3

메모장, html Tag)들을 예제소스를 참
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html5사용법, 메모장, html Tag)들을 예제소스를
참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HTML을 구성하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그(TAG) 가 필요하다.

1

이번 강의에서는 태그(TAG)에 관한 기초적인 구조를 듣고 이해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하이퍼 링크가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미지를 문서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학습

2
제 2 주

또한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테이블의 구조를 이해한다.

3

4

제 3 주

해본다.

1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HTML을 구성하는 TAG 에 관한 내용)들을 예제 소스 를
참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하이퍼 링크 생성. 이미지를 문서에 포함. 테이 블생성)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HTML5 의 가장 큰 장점은 멀티미디어기능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멀티미디어의 기능
중 하나인 오디오와 비디오를 웹페이지에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토론
IFRAME 태그에 대해 학습 한다. 또한사용자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때
2

사용 하는 입력 양식을 배워본다. 마지막으로 HTML5에 새롭게 추가된 여러 가지 입
력 필드를 살펴보도록 한다.

3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오디오와 비디오클립을 웹페이지에 불러 오는 법)들을
예제소스를 참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IFRAME, 데이터를 서버로 보낼 때 필요한
양식)들을예제소스를 참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HTML 과 CSS3 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있다. 요번 강의에서는 HTML과 CSS3 에 대한

1

관계를 이해하고,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2
제 4 주
3

4

CSS3를 이용하여 선택자를 이해하고 응용할수 있어야 하며, 색상, 폰트를 지정 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HTML 과 CSS3 의 관계및 각각의 특징)들을 예제소스를 참
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CSS3 선택자.색상.폰트 지정)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CSS3 는 모듈화로 분리가 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모듈화중 하나인 박스 모델에 대

1

해서 설명 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2
제 5 주
3

4

박스모델에는 경계선. 마진과 패딩. 배경설정.링크스타일.리스트스타일.테이블 스타일
이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한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모듈화, 박스모델 (경계선.마진과 패딩)들을 예제소스를
참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배경설정. 링크스타일.리스트 스타일. 테이블)
들을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학습 한다.
CSS3의 기능인 박스모델 중 레이아웃에 관한 기본적인 모델을 살펴보고 DIG 와

1

SPAN 태그에 관한 기능을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제 6 주
2
3

HTML 요소의 위치에 설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학습하고, HTML5 의 기능중 하나인
시맨틱 태그를 사용하여 레이아웃을 학습해 본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레이아웃 (박스모델속성), DIG 와 SPAN)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요소의 위치선정, 시맨틱태그 레이아웃) 들을 예제 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그동안 학습해왔던 HTML5 와 CSS를 이용하여 웹페이지의 콘텐츠를 작성 하는 방법

1

을 살펴본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2
제 7 주
3

4

제 8 주

HTML5 로 작성을 완료하면 CSS로 웹페이지의 스타일을 변경하여 웹페이지를 제작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HTML5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작성한 HT ML 홈페이지를 CSS로 스타일변경)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1
2
3
4

중간고사

HTML5의 공식적인 스크립트 언어인 자바스크립트의 기초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
1

해한다. 또한 자바 스크립트의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과, 연산자를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2
제 9 주
3

4

자바 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조건문과 반복문의 구조, 배열의 생성. 사용법등을 배우
고 학습한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자바스크립트기초이론, 자바의 변수 선언, 연산자)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조건문과 반복문의 구조, 배열의 생성) 들을 예제 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바스크립트인데 요

1

번 강의에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의 개념을 학습하고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2
제 10주
3

4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되어 있는 유용한 객체들에 대하여 학습하고, STRING 객체,
DATA 객체 ARRAY객체를 배우고 사용할수 있게 한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 객체 생성방법)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STRING 객체, DATA 객체 ARRAY객체)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HTML문서는 내부적으로 DOM(MOCUMENT OBJECT MODEL) 으로 표현되고, 웹브
1

라우저에서는 BOM(BROWSER OBJECT MODEL) 로 표현하는데 요번강의에서는 DOM
과 BOM 에 관해 학습 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제 11주

2

3

4

웹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이해하고 이벤트 처리를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학습한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DOM(MO CUMENT OBJECT MODEL 과 BOM (BROW SER
OBJECT MODEL) )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웹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들을 예제
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HTML5 에 추가된 기능인 캔버스를 사용해보고 이해한다. 또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

1

하여 간단한 도형을 제작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2
제 12주
3

4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인 캔버스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간단한 게임을 제작하여
학습한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웹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들을 예제
소스를 참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캔버스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간단한 게임을제작)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클라이언트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인

1

JQUERY 의 개요를 살펴보고 이해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토론

2
제 13주
3

4

HTML5 의 고급기능들인 위치정보와 드래그앤드롭, 웹스토리지.파일API, 웹소켓의 기
능들을 학습한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클라이언트 자바스크립트, JQUERY) 들을 예제소스를참고해
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위치정보와드래그앤드롭, 웹스토리지.파일API,웹 소켓) 들을
예제소스를 참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JSP 기반으로 제작한 클라이언트 - 서버 구조를 살펴보고, JSP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1
제 14주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2

모바일 웹페이지 개발에 대한 개요를 이해하고 JQUERY MOBLIE의 라이브러리를 참

조하여 간단한 모바일 웹을 제작한다.
3

4

제 15주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JSP 기반으로제작한 클라이언트 - 서버 구조)
들을예제소스를 참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JQUERY MOBLIE의 라이브러리를 응용한 모바일
웹페이지) 을 예제소스를 참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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