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다음 HTML 문서를 결과를 쓰고 출력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오(8점).

2. 다음 HTML 문서를 결과를 쓰고 출력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오(8점).

<!DOCTYPE html>

<html>

<head>

    <title>HTML TEXT Basic Page</title>

</head>

<body>

    <h1>첫번째 출력 결과</h1>

    <ol>

        <li>Facebook</li>

        <li>Tweeter</li>

        <li>Linked In</li>

    </ol>

    <h1>두번째 출력 결과</h1>

    <ul>

        <li>Facebook</li>

        <li>Tweeter</li>

        <li>Linked In</li>

    </ul>

</body>

</html>

웹(HTML5)프로그래밍 중간고사

<!DOCTYPE html>

<html>

<head>

    <title>HTML 테스트</title>

</head>

<body>

    <h1>다음 출력 확인</h1>

    <h2>결과값 내용</h2>

    <hr>

    문서 내용 확인

    기본 문서 출력 방법

    

    인터넷는 통신 수단 중 하나    <br>

    <p>제작자는 누구일까</p>

    <p>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생성</p>

    <br><br>

     해당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ins>제출된 결과 확인</ins><br>

    <del>중간고사 결과 제출</del><br>

</body>

</html>



3. 다음 HTML 문서를 결과를 쓰고 출력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오(8점).

4. 다음 HTML 문서를 결과를 쓰고 출력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오(8점).

<head>

<title>서식 폼 만들기</title></head>

<body>

<h3> 출력 내용 만들기</h3>

<hr>

<form>

<fieldset>

<legend>도형 서식 입력</legend>

<label>선종류 

             <select size=3>

<option>선없음</option>

<option>실선</option>

<option>점선</option>

    </select>

</label><br><br>

<label>첫번째 <input type="number" min="1" max="50" step="1"></label>

<label>두번째<input type="color" value="#00bfff"></label><br><br>

<label>세번째 <input type="range" list="transparency" min="0" max="100">

<datalist id="transparency">

 <option value="0" label="투명">

 <option value="50" label="중간">

 <option value="100" label="불투명">

</datalist></label><br>

</fieldset>

</form>

</body>

</html>

5. 다음 HTML 문서를 결과를 쓰고 출력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오(14점).

<!DOCTYPE html>

<html>

  <head>

<!DOCTYPE html>

<html>

<head>

    <title>HTML5 Basic</title>

</head>

<body>

    <h1>출력 결과</h1>

    <img src=“Penguins.png” alt=“펭귄” width=“300” height=“200”/>

    <video controls=“controls”>

        <source src=“Wildlife.mp4” type=“video/mp4”/>

        <source src=“Wildlife.webm” type=“video/webm”/>

    <hr>

     다음 내용이 출력되는 방법

    <audio src="testaudio.mp3" controls autoplay>

</body>

</html>



    <title>기술 설문조사 관한 설문</title>

    <style>

        header { 

 height: 80px;

 background-color : yellow;

  overflow: hidden; /* 브라우저 크기를 작게하여 넘치게 되면 보이지 않도록 */

        }

        footer {

 height : 20%; 

 background-color: plum;

  overflow: hidden; /* 브라우저 크기를 작게하여  넘치게 되면 보이지 않도록 */

        }

       form {

 height : 80%; 

 background-color : red;

border-style : none;

border-width : 1px;

margin-left : 10px;

margin-right : 10px;

margin-top : 00px;

margin-bottom : 10px;

        }

        .formspan {

font-family : gothic;

font-weight : bold;

color : blue;

       }

     </style>

 </head>

<body>

<header>

    <h1>설문지</h1>

      <p>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p>

</header>

<section>

    <form>

       <p>학년

 <input type="radio" name="grade" value="1" checked>1학년

<input type="radio" name="grade" value="2">2학년

 <input type="radio" name="grade" value="3">3학년

       </p>

       <p>성별

 <input type="radio" name="gender" value="male">남

 <input type="radio" name="gender" value="female">여

       </p>

       <p>관심 분야

 <select>

<option value="1">모바일 소프트웨어

<option value="2">웹 서비스

<option value="3">빅데이터



6. 아래와 같은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다음 조건에 따라 HTML 문서를 완성하시오(14점).

<조건1> “Move to Alpha”를 클릭할 경우 id가 alpha인 위치로 이동하도록 하이퍼링크 설정

<조건2> “Move to Beta”를 클릭할 경우 id가 beta인 위치로 이동하도록 하이퍼링크 설정

<조건3> “Hanbit”을 클릭할 경우 “http://hanb.co.kr”로 이동하도록 하이퍼링크 설정

<조건4> “Naver”를 클릭할 경우 “https://www.naver.com/”로 이동하도록 하이퍼링크 설정

<!DOCTYPE html>

<html>

<head>

    <title>HTML5 Basic</title>

</head>

<body>

   

    <hr />

    <h1 id="alpha">Alpha</h1>

    <p>웹 프로그래밍 제작</p>

    <h1 id="beta">Beta</h1>

   <p>HTML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홈페이지 결과</p>

    

</body>

</html>

<option value="4">디지털 콘텐츠 및 가상 현실

 </select>

      </p>

      <p>진로

<label><input type="radio" name="job" value="1" checked>개발</label>

<label><input type="radio" name="job" value="2">기획</label>

<label><input type="radio" name="job" value="3">영업</label>

<label><input type="radio" name="job" value="4">창업</label>

      </p>

      <p>남기고 싶은 말

 <textarea cols="50" rows="10" placeholder="글을 남겨주세요"></textarea>

      </p>

   </form>

</section>

<footer>

<p>Copyright 2017 by Kitae</p>

</footer> 

</body>

</html>



7. 아래와 같은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다음 조건에 따라 CSS를 완성하시오(14점).

<조건1> 하이퍼링크의 밑줄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

<조건2> 하이퍼링크로 한번 이상 싸이트를 방문할 경우 하이퍼링크의 색의 “red”로 변경

<조건3> “Lorem ipsum” 부분을 글자색을 “red”로 설정하고 배경색을 “blue”로 설정

<!DOCTYPE html>

<html>

<head>

    <title>CSS3 Selector Basic</title>

    <style>

      

    </style>

</head>

<body>

    <h1><a href="http://hanb.co.kr">Hanbit Media</a></h1>

    <h1><a href="http://www.w3.org/">W3C</a></h1>

    <h1><a href="https://github.com/">Github</a></h1>

    <h1 class="item header">Lorem ipsum</h1>

</body>

</html>



8. 아래와 같은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다음 조건에 따라 CSS를 완성하시오(12점).

<조건1> h1 태그에 마우스를 올려 놓을 경우 글자색을 “red”로 변경

<조건2> input 태그 부분에 글자 입력을 위해 마우스를 올려 놓을 경우 배경색으로 “orange”로 변경

<조건3> “Lorem ipsum dolor sit amet”과 “Aenean ac erat et massa”의 첫 번째 글자를 3배 크기 출력

9 아래와 같은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다음 조건에 따라 CSS를 완성하시오(14점).

<조건1> "테스트 출력" 부분에 영역(박스)을 나누고 영역의 크기를 가로 300, 세로 200으로 설정

<조건2> "테스트 출력" 부분에 출력되는 영역의 배경색을 "red", 테두리선의 색을 "black", 선의 모양을 점선으로 출력

<조건3> 제목은 무엇인가?” 부분의 글자 모양을 이탤릭체, 글자을 굵게 표시

<조건4> 2012.04.21.” 부분을 오른쪽 정렬

<!DOCTYPE html>

<html>

<head>

    <title>CSS3 Selector Basic</title>

    <style> 

     

    </style>

</head>

<body>

    <h1>User Action Selector</h1>

    이름 : <input />

    <p>Lorem ipsum dolor sit amet</p>

    <p>Aenean ac erat et massa</p>

</body>

</html>

<!DOCTYPE html>

<html>

<head>

    <title>CSS3 Property Basic</title>

    <style>

       

    </style>

</head>

<body>



    <div class="box">

        <h1>테스트 출력</h1>

    </div>

    <p class="font">제목은 무엇인가?</p>

    <p class="font_a">2012.04.21</p>

    <p>HTML문서에 대한 예제</p>

</body>

</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