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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바 스크립트 개요

 1.1 개요 및 특징

• 자바 스크립트란 웹 문서를 동적으로 표현하기위해 네스케이프사와 선 마이크로시스템사가 공동으

로 개발한 웹언어 이다.

• 자바 스크립트 언어는 준객체 지향형 언어(Object Oriented Script Language) 이다.

• 웹 브라우져가 IE라면 JScript라고 하는 MS에서 만들어 배포하는 스크립트가 실행된다고 볼 수 

있다.

• 최근 기술중에는 Ajax와 같이 자바스크립트를 보다 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프레임

워크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웹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들로도 사용되어 진다.

• html5가 웹 표준의 기준점이 되어 가면서 html, css, javascript를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개

발형식들이 발표 되고 있다.

 1.2 자바와 자바 스크립트의 차이

 1.2.1 자바 스크립트

• 컴파일 언어가 아니라 인터프리터 언어이다.

• 객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객체 지향언어의 모든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다.

• 자바 스크립트 코드는 HTML 문서내에 존재한다.

• 변수형을 선언할 필요가 없다.(단, 블록안에서 var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면 지역형으로 선언

됨)

• 동적 결합이며 객체 레퍼런스는 실행시에 검사된다.

• 소스가 공개되어 보안성을 가지지 못한다.

 1.2.2 자바

• 서버에서 컴파일된 후 생성된 코드가 클라이언트에서 인터프리터에 의해 실행된다.

• 객체 지향 방식이며, 상속성을 갖는 객체 클래스로 구성된다.

• 애플릿 형태로 HTML문서에 포함된다. 애플릿은 HTML과 다르며 HTML 페이지로부터 접근된다.

• 반드시 변수형을 선언해야 한다.

• 정적 결합이며 개체 레퍼런스는 컴파일시 존재해야 한다.

• 웹 브라우저에 소스가 공개되지 않아 보안성을 갖는다.

 1.3 자바 스크립트 작성 방법

• <script/>태그 안에서 작성하기

• html 태그안에서 작성하기

• 외부 문서에 작성한 후 필요한 문서에서 가져다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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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script/>태그안에서 작성하기

•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 <script/>를 사용해야 하는데 웹 문서 어떤 곳에서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head/>안에서 <script/>를 선언하여 자바스크립트 코드 

기술한다.

HTML문서 내에 직접 자바 스크립트 작성하기

<script language="javascript">

 스크립트 코드
</script>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바 스크립트를 인식하지 못하는 브라우저를 위해서 

<script language="javascript">
<!-- 

스크립트 코드
//-->
</script>

와 같이 <!-- ... //-->를 사용하여 주석을 달아준다. <script/>안에서 사용되는 주석은 특별한 기능

을 하는데  만약 사용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스크립트를 인식하지 못하면 스크립트가 실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거의 모든 웹 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생략해도 상관없다. 

프로그램 내부에서 사용되는 주석 기호는 // or /* */ 를 사용 한다.

간단예

주석 처리 하기

<script>
//  한줄 주석

/*
  여러줄에 걸처
  주석처리 하기
 */
var score = 100.0;
document.write(score);

</script>

 1.3.2 태그안에서 자바스크립트 사용하기

• 특정 태그에 동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기술할 수 있음.

•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 대부분 사용함.

• 대부분 MVC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태그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기술하는 것을 지양함.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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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명 핸들러명 = '함수명()'/>

• 핸들러명 : 이벤트 핸들러를 뜻하며 대표적인 종류는 onclick, onfocus, onblur등이 사용된

다.

• 함수명 : 특정한 하나의 일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묶음이며, 필요할 때 반복적으로 호출하

기 위해 만든다. 모듈의 종류 중 하나이다.

간단예

태그에 스크립트 입력하기

<body>
<label onclick='javascript:alert("어라???")'>   클릭해 보세요 !!!</label>
<label onclick='javascript: a=10;b=20;document.write(a+b)'>여기도???</label>

</body>

 1.4 외부 스크립트 파일 삽입하기(공용모듈)

•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코드를 외부의 텍스트 문서로 정의한 후 필요한 프로그램 내부

에서 참조하여 사용함. MVC를 구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도 함.

•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외부 파일에 정의하고 이를 참조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  많이 사용함.

• 작성된 파일의 확장자는 "js"를 쓰는게 일반적임.

작성 방법

<script language src="스크립트파일"></script>

간단예

외부 스크립트 호출 부분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script src="extern.js"></script>
</head>
<body>
</body>
</html>

외부에 정의된 스크립트

//     외부에 정의된 스크립트 부분
document.write("hi java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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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바스크립트 표기 방법

 2.1 코딩 패턴

• 일반적으로 하나의 명령은 한줄에 기술하고 마지막에 ';'로 명령을 종결한다.

• 대소문자를 구별한다.

• 키워드 혹은 명령어들 사이에는 한칸 이상의 공백을 기술한다.

• 명령어들의 집합은 {}로 묶는다.

• 함수에는 항상 ()가 있다.

 2.2 일반적인 표기 방법

• 자바스크립트 언어 고유의 패턴으로 작성하는 방법

 2.3 JSON표기 방법

• javascript object notation의 약자로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간에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표기법으로 읽고 쓰기 쉽도록 고안해낸 방법이다.

 2.4 표기 방법 비교

방 법  배열을 표기 할때

기본 방법 var score = new Array(10,20,30);

JSON 방법 var score = [10,20,30];

 3 자료 유형 및 연산자

 3.1 자료의 유형

 3.1.1 상수(Constant)

한번 정의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는 변하지 않는 유형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수" 라고 생

각하면 쉽겠다.

 3.1.2 상수의 종류

• 정수형 상수 - 소숫점이 없는 수(10진수, 8진수, 16진수)

◦ 8진수 표현 : 010 -> 10진수로 8을 의미

◦ 16진수 표현 : 0xf -> 10진수로 15를 의미

• 실수형 상수 - 소숫점이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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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언형 상수 - 논리형 상수(결과값이 "참" 아니면 "거짓"인데 익스와 넷스는 그 값표현이 다른

다.)

• 문자열형 상수 - 큰/작은 따옴표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

• null 상수 - 아무런 값도 없는 상수

 3.2 변수

프로그램 처리시 자료의 저장이나 처리 결과가 저장되는 하나의 기억공간이다. 따라서 상수와는 반대로 그

값이 어떻게 변할지는 며느리도 모른다.

• 전역형 / 지역형

• 객체형(오브젝트형)

 3.2.1 수의 사용규칙

• 사용할수 있는 문자 : 영 대/소문자와 숫자, 밑줄

• 변수명은 반드시 영문자나 밑줄로 시작되어야 한다.

• 자바 스크립트는 대소문자를 구별한다.

• 자바 스크립트의 고유명령(예약어)는 사용할수 없다. 단 변수명내에 포함되는 것은 상관없다.

 3.2.2 변수의 사용범위

• 전역변수 : 프로그램 어디에서나 사용할수 있다. 그냥 쓰기만 하면 전역변수...

• 지역변수 : 특정 함수내에서만 사용되는 변수. 변수를 선언할 때는 반드시 var를 이용하여 선언

한다.

 3.3 연산자

 3.3.1 산술연산자

일반적으로 쓰이는 4칙연산자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고 "%"기호 하나만 보고 넘어가자.

이놈은 몫이 정수 일때 까지만 나누고나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이다. 10%3 이라고 쓰면 결과값이 바로

1이다. 왜냐구요... 왜긴, 나머지닌까 그렇지...

 3.3.2 관계 연산자

• >, <, >=, <=, ==, !=

• 일반적인 관계식과 동일함.

 3.3.3 논리연산자

 3.3.3.1 논리 연산자의 종류

• 논리곱(&&,&)

◦ 두 개의 조건이 모두 맞아야 결과가 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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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건에 따라 연산 생략 기능이 있음

◦   & : 연산 생략 기능 무

• 논리합(||,|)

◦ 두 개의 조건중 하나만 참이여도 결과가 참이됨.

◦ || : 연산생략 기능 유

◦   | : 연산 생략 기능 무

• 논리부정(!)

◦ 논리값을 반전함.

자바스크립트에서 논리연산자의 기능 중 재미있는 기능 몇 가지가 있다. 

먼저 논리곱 연산자는 논리 연산 생략이라는 의미가 있어 두 개의 조건중 앞의 조건이 거짓이면 뒤의 조건

을 계산하지 않고 넘어간다. 예를 들면 아래의 소스를 실행하면 화면에 결과 값이 20 출력된다.

[예] 연산기능 생략 예

<SCRIPT LANGUAGE="JavaScript">
age=20;
gender='m';
if(gender=='m' || ++age>20){
document.write("age=" + age);
}
</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age=20;
gender='m';
if(gender=='m' | ++age>20){
document.write("age=" + age);
}
</SCRIPT>

age=20 age=21

[예] && 연산자 

<SCRIPT LANGUAGE="JavaScript">
a=18;

s = "남자";

if(a>=18 && s=="남자") alert("입장가능"); 

else alert("우유더 드시고 오세요...");
</SCRIPT>

  

 3.3.4 증감 연산자

• 종류 : ++, –-

• 변수의 값을 1씩 증가 시키거나 감소 시킨다.

• 변수 앞에 사용하거나 뒤에 사용할 수 있으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

코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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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b=0;
b = ++a;

a=11
b=11

* a값이 증가된 후 b에 대입된다.

a=10, b=0;
b = a++;

a=11
b=10

* 먼저 b에 대입된 후 a값이 나중에 증가 된다.

 3.3.5 조건 연산자(삼항 연산자)

• (조건) ? 변수1 : 변수2

• if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조건이 참이면 변수1를 수행하고 조건이 거짓이면 변수2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전달한다.

[간단예] 두수중에 큰값을 찍어 보자.

<SCRIPT LANGUAGE="JavaScript">
a=10, b=20;
result=0;
result = (a>b)? a : b;

document.write("큰값=" + result);// 결과 20
</SCRIPT>

 3.3.6 비트 연산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연산자이다. 연산자 이름 그대로 비트단위로 연산하다.

[간단예]

<SCRIPT LANGUAGE="JavaScript">
a= -7;
r1 = a>>2;

document.write(r1); // 결과 -2
</SCRIPT>

 3.3.7 대입 연산자

대표적인 대입연산자는 “=”이다. 그 외에도 산술연산자와 병합되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

한 대입 연산자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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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a += b" 의 의미는 "a=a+b" 이다.

대입 연산자의 종류

 3.3.8 연산자 우선 순위

괄호 -> 부정, 증감연산자 -> 산술연산자 -> 비트연산자 -> 관계연산자 -> 비트식 -> 논리연산자 ->

대입문

 4 조건 제어문

 4.1 if문

•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처리를 하기 위한 명령

 4.1.1 if문 1형식

• 조건이 맞으면 첫번째 문장이나 첫번째 블럭내의 명령들을 실행한다. 만약 조건이 맞지 않으면 두

번째 문장이나 첫번째 블럭 다음 문장으로 이동한다.

형     식 예
<script LANGUAGE="JavaScript">

if( 조건 ){

   조건이 참이면 실행
}
</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a = 10;
b = 5;
c = 0;
if( a>b ){

   c=a-b
}

document.write("c=" + c); // 결과 c=5;
</script>

 4.1.2 if문 2형식

• 조건에 맞았을 때와 맞지 않았을 때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처리를 할 수 있다.

형     식 예
<script LANGUAGE="Java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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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조건 ){

   조건이 참이면 실행
}else{

   조건이 거짓이면 실행
}
</script>

a=10;
b=20;
c=0;
if( a>b ){

   c=a-b
}else{

   c=a+b
}

document.write("c=" + c);// 결과 c=30;
</script>

 4.1.3 if문 3형식

• 여러 개의 조건을 비교하여 해당 조건이 만족하면 해당 블럭을 실행하고 조건문 전체를 빠져 나간다.

형     식 예
<script LANGUAGE="JavaScript">

if( 조건1 ){

   조건1이 참이면 실행

}else if (조건 2){

   조건2가 참이면 실행

}else if (조건 3){

   조건3이 참이면 실행
}[else {

   조건3이 거짓이면 실행
} ]
</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a=2;
k="";
if( a==1 ){

   k="a"
}else if (a==2){

   k="b"
}else if (a==3){

   k="c"
}

document.write("k=" + k);// 결과 k=b
</script>

 4.2 switch문

특징

• switch문에선 상수n 부분에 범위를 줄 수가 없다.

• case문안에서는 받드시 break문을 넣주어야 한다. break문을 넣주지 않으면 다음 case문이 차

례대로 처리된다.

• 해당 case문에 {}를 사용하여 블럭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default 문장의 내용은 해당 되는 case가 하나도 없을 때 실행되며, 해당 되는 내용이 없을시 

생략 가능 하다.

형     식
<script LANGUAGE="JavaScript">

switch(변수){

  case 상수1 : 처리1 ;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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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상수2 : 처리2 ; break;

  case 상수3 : 처리3 ; break;

  ...

  case 상수n : 처리n ; break;

  [ default : 기타 처리 내용 ; break; ]
}
</script>

[간단예]

<script LANGUAGE="JavaScript">
a=10;
switch (a){

case 8 : document.write("팔");break;

case 9 : document.write("구");break;

case 10 : document.write("십");break;

default : document.write("7이하");
}
</script>

 4.3 for문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을 정해진 횟수만큼 계속해서 반복 처리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이다.

구조
<script LANGUAGE="JavaScript">

for(제어변수 = 초기값 ; 실행조건 ; 제어변수 증감){

   반복처리부분
}
</script>

• 제어변수 = 초기값

◦ 제어변수=초기값, 제어변수=초기값 형태로 사용되는 제어 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 ","를 

사용하여 나열 할 수 있다.

• 실행조건

◦ 각종 연산자를 사용하여 실행 조건을 명시한다.

• 제어 변수 증감

◦ 제어 변수의 증감 부분을 사용하여 실행조건의 상태를 변경한다.

아래의 그림중 번호가 forr문의 실행 순서이다. 자세히 살펴 보자.

 

(1) 에 의해 제어변수 i에 초기값 1이 지정되고 (2)로 이동한다.

http://www.jobtc.kr                                                    11/60

http://www.jobtc.kr/


(2) 는 for문을 반복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 조건식을 수행한다. 즉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반복문

을 처리하게 되며 조건이 맞으면 (3)으로 이동한다.

(3) 실제로 처리해야할 내용을 기술하여 처리하고 for문의 마지막 블럭 }을 만나면 (4)로 이동된다.

(4) 제어 변수 i의 값을 1 증가 시키고 다시 for문을 처리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5)로 이동한다.

(5) 또다시 처리 조건에 대한 부분을 연산하게되며 조건이 맞으면 다시 (6)으로 이동되어 처리되고

(4)~(6)까지가 변수 i가 101이 될때까지 반복처리 될것이다.

[간단예] 1~10까지의 합 출력
<script LANGUAGE="JavaScript">
sum=0;
for(i=1 ; i<=10 ; ++i){

    sum = sum + i
}

document.write("sum=" + sum);// 결과 sum=55
</script>

 4.4 while

• 정해진 조건에 따라 while 문이 한번도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 블록안에서 반복 조건에 대한 가변을 해 주어야 한다.

구조

while ( 반복 조건){

조건이 만족하면 실행되는 문장.
}

[간단예] 10까지의 합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출력.

<script LANGUAGE="JavaScript">
i=1;
sum=0;
while ( i <=10){

  sum = sum + i;

  i=i+1;
}
document.write(sum);
</script>

 4.5 do ~ while

• 어떤 경우든 do~while안의 문장이 한번은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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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do{

조건이 만족하면 실행되는 문장.

}while(조건);

[간단예]

<script LANGUAGE="JavaScript">
i=1;
sum=0;
do{

  sum = sum + i;

  i=i+1;
}while( i<=10);
document.write(sum);
</script>

 4.6 for~in

• 요소 내부의 내용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찾아 나갈 수 있는 반복 제어문이다. 관련 요소가 몇 개가 

있으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구조

for(var 변수 in 객체){

   ...

}

간단예

<!DOCTYPE HTML>
<HTML>
<HEAD>
<TITLE>    배열 요소 출력하기 </TITLE>
<meta charset='utf-8'/>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func(){

var obj=['강아지','송아지','망아지','고양이'];
var str = "";
for(var x in obj){

str += obj[x] + " ";
}
result.innerHTML = str;

}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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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BODY>
<input type="button" value="VIEW" onclick="func()"><p/>
<div id="result" style="border:#FF6600 1px solid ; width:300px; 
height:80px;padding:10px"></div>
</BODY>
</HTML>

[결과] 

 

[간단예 2]

<!DOCTYPE HTML>
<HTML>
<HEAD>
<TITLE>객체속성보기(for~in) </TITLE>
<meta charset='utf-8'/>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func(obj){

obj = new ActiveXObject("Msxml2.XMLHTTP");
var str = "<table border=1>   버튼 요소들 <br>";
str += "<tr bgcolor='#CCCCFF'><td>Attribute<td>Value";
for(var x in obj){

str += "<tr><td>" + x + "<td>&nbsp;" + obj[x];
}
result.innerHTML = str;

}
</SCRIPT>
</HEAD>

<BODY>
<input type="button" value="VIEW" onclick="func(this)">
<div id="result" style="border:#FF6600 1 solid"></div>
</BODY>
</HTML>

[결과] <br>에 관한 속성들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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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배열(Array)

 5.1 배열(Array)

여러개의 변수를 동일한 이름으로 제어하려고 할때 사용하는 데이터 저장 유형임.

 5.2 배열의 특징

① 배열의 개수는 가변적이다.

② 배열의 첨자는 0부터 시작된다.

③ n은 반드시 정수 이여야 한다.

④ 배열의 개수는 반드시 지정될 필요는 없다.

⑤ 배열의 길이(갯수)알아내는 메소드 : 배열명.length

⑥ 출력할 때 배열의 첨자를 쓰지 않고 배열명만 쓰면 배열에 저장된 모든 내용을 한번에 출력할 수 있다.

 5.3 배열 선언하기

//생성하기

배열명 = new Array(n)

배열명 = new Array('요소1' , '요소2' , ...);

// JSON 표기법으로

배열명 = ['요소1','요소2', …];

// 배열값을 일반변수에 대입하기

r=배열명[n]

// 2차원 배열 선언

배열명[n] = new Arra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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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관련 Method

Method 설명
c = array1.concat(array2)

array1 과 array2를 붙여 배열 c를 만든다.

a=new Array("a","b","c") ; 
b=new Array("d","e","f")
c=a.concat(b)
document.write(c) --> a,b,c,d,e,f

array.join(구분문자)

배열 array의 구분자를 구분문자로 바꿈

a=new Array(1,2,3)
document.write(a) --> 1,2,3
document.write(a.join("-")) -> 1-2-3

array.reverse()

배열의 순서를 거꾸로 다시 배열함

a=new Array(1,2,3)
document.write(a) --> 1,2,3
document.write(a.reverse()) --> 3,2,1

array.sort([함수])

함수에 따라 배열의 순서를 바꿈

함수를 부를때는 함수명만 기입하고 함수는 두 

개의 인수를 적어준다.

return -1 : swap하지 말 것.

return 1  : swap 할 것.

return 0  : swap 하지 말것.

function chk(a,b){
if(a>b) {return 1}
if(a<b) {return -1}
if(a==b){return 0}

}
a = 
new Array(234,5,234,1,341,23,5,2346,5)
document.write( a.sort(chk) )
--> 1,5,5,5,23,234,234,341,2346 

 5.5 기본예 

 5.5.1 concat

산과 강을 배열에 입력한후 두 배열을 합쳐 하나의 배열로 만들어 출력해 보자.

WebContent/array/concat_test.html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 Transitional//EN" 

            "http://www.w3.org/TR/html4/loose.dtd">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title>Concat Test</title>
</head>
<body>
<h1>Concat Test</h1>
<script type="text/javascript">

var mountain = new Array("백두산","금강산","설악산","한라산");

var river = new Array("두만강","낙동강","한강","섬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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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all = mountain.concat(river);

document.write("산 : " + mountain + "<p/>");

document.write("강 : " + river + "<p/>");

document.write("산 과 강 : " + all + "<p/>");

</script>
</body>
</html>

 

 5.5.2 join

배열의 출력값을 각각 “->”, “*” 기호를 사용하여 join해 보자.

WebContent/array/join_test.html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 Transitional//EN" 

            "http://www.w3.org/TR/html4/loose.dtd">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title>Join Test</title>
</head>
<body>
<h1>Join Test</h1>
<script type="text/javascript">

var mountain = new Array("백두산","금강산","설악산","한라산");

var river = new Array("두만강","낙동강","한강","섬진강");
var all = mountain.concat(river);

document.write("산 : " + mountain.join("->") + "<p/>");

document.write("강 : " + river.join("*") + "<p/>");

document.write("산 과 강 : " + all.join("<-->") + "<p/>");

</script>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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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 reverse

배열을 뒤집어 출력해 보자.

WebContent/array/reverse_test.html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 Transitional//EN" 
"http://www.w3.org/TR/html4/loose.dtd">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title>Reverse Test</title>
</head>
<body>
<h1>Reverse Test</h1>
<script type="text/javascript">

var mountain = new Array("백두산","금강산","설악산","한라산");

var river = new Array("두만강","낙동강","한강","섬진강");
var all = mountain.concat(river);

document.write("산 : " + mountain + "<p/>");

document.write("산(reverse) : " + mountain.reverse() + "<p/>");

document.write("강 : " + river + "<p/>");

document.write("강 (reverse): " + river.reverse() + "<p/>");

document.write("산 과 강 : " + all+ "<p/>");

document.write("산 과 강 (reverse): " + all.reverse() + "<p/>");

</script>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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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 sort

WebContent/array/sort_test.html
<HTML>
<HEAD>

<TITLE>배열 정렬하기</TITLE>
<script>
num = new Array(44,235,3246,2346,236,2457,347);

str = new Array("홍길동","일지매","이순신","문근영","최지수");

// 정렬 패턴 정의
function Ascending(a,b)
{

  if(a>b) return 1;

  if(a<b) return -1;

  if(a==b) return 0;
}

function Descending(a,b)
{

  if(a>b) return -1;

  if(a<b) return 1;

  if(a==b) return 0;
}

function numSort(flag)
{

  if(flag=="A") num.sort(Ascending) // 숫자 오름차순

  else          num.sort(Descending) // 숫자 내림차순

  document.frm.result.value = num.join("-");
}
function strSort(flag)
{

  if(flag=="A") str.sort(Ascending) // 문자 오름차순

  else          str.sort(Descending) // 문자 내림차순

  document.frm.result.value = str.join("\n");
}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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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main.css">

<BODY>

<p class="p1">

<b>[사용설명]</b><br>

배열에 저장된 숫자형 데이터와 문자형 데이터를 버튼에 따라 

오름차, 내림차 정렬하게 된다.
</p>

<center>배열 정렬 테스트<p>
<form name=frm>

<input type=button value="숫자 오름차 정렬" onclick="numSort('A')">

<input type=button value="숫자 내림차 정렬" onclick="numSort('D')">

<input type=button value="문자 오름차 정렬" onclick="strSort('A')">

<input type=button value="문자 내림차 정렬" onclick="strSort('D')">
<textarea name=result cols=45 rows=10 style="font-size:25"></textarea>
</form>
</center>

</BODY>
</HTML>

 

 6 함수(Function)

 6.1 함수(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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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함수란 ?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을 따로 묶어 호출되어 사용될수 있도록 정의하는 서브 루틴.

 6.1.2 함수의 종류

• 내장함수 : 자주 사용되어지는 기능을 미리 제작자가 특정 규칙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재공하는

함수를 내장 함수라 한다.

• 사용자 정의함수 : 사용자 임의로 정의하고 호출해서 사용하는 서브 루틴.

 6.2 수학함수

 6.2.1 eval("계산식“) 

• 계산식으로 들어온 문자열이나 숫자열을 계산한다.

r=eval("10*10")
document.write(r) --> 100

 6.2.2 parseInt(str, radix)

• 입력된 숫자나 문자를 숫자로 변경한다.

• 진수가 표기 되어 있으면 m 을 n 진수의 값이라 생각하고 m을 10진수로 변경하여 린턴한다.

document.write(parseInt("1111",2)); -> 15
document.write(parseInt("100",3)); -> 9
document.write(parseInt("100",8)); -> 64
document.write(parseInt(“ff”,16)) -> 255

 6.2.3 parseFloat("문자열“) 

• 문자열을 실수로 변환하여 리턴한다.

document.write(parseFloat(“123.123”)) -> 123.123

 6.2.4 isFinite(number)

• number 가 유한의 수인가를 체크한다. 실제로는 유/무한의 수를 판별하지 못한다. 단, 숫자로

만 이루어져있는가를 체크한다.
a="123" ; b="adc" ; c="123+123"
document.write(isFinite(a)) --> true
document.write(isFinite(b)) --> false
document.write(isFinite(c)) -->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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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isNaN(value) 

value가 문자인가를 체크한다.(isNot a Number의 약자)

a="adf" ; b=123 ; c="123"
document.writeln(isNaN(a)) --> true
document.writeln(isNaN(b)) --> false
document.writeln(isNaN(c)) --> false

[응용예] numeric_app.html

하나의 계산식을 입력받아 그 결과를 출력하시오.

 6.3 문자열 함수

String()객체는 문자열을 조작하는 객체이나, 특별히 new String(str)을 이용하여 선언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6.3.1 substr(시작위치, [길이])

• 길이가 생략되면 문자열의 끝까지
a="771212-1234567"
a1=a.substr(0,6) --> 771212
a2=a.substr(7) --> 1234567

 6.3.2 toLowerCase()

• 문자열을 모두 소문자로 변경
a="Abc";
b= a.toLowerCase();
document.write(b); -->abc

 6.3.3 toUpperCase()

• 문자열을 모두 대문자로 변경
a="abc";
b= a.toUpperCase();
document.write(b); --> ABC

 6.3.4 indexOf("문자열“) / lastIndexOf("문자열”)

• 문자열이 있는 위치를 나타냄. 문자열을 찾지 못하면 -1을 리턴한다.

• indexOf() 앞에서부터 찾아 그 위치를 반환한다.

• lastIndexOf() 뒤에서부터 차자 그 위치를 반환하지만 위치값은 앞에서부터 계산한다.
a="abc";
b= a.indexOf("b");
document.write(b); --> 1
b= a.lastIndexOf("c");
document.write(b); --> 2

 6.3.5 charAt(index)

• 지정된 index 위치의 값을 가져온다.
a="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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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charAt(2);
document.write(b); --> c

 6.3.6 split("나눌문자열“)

• 지정된 문자열을 나눌 문자열로 분리하여 배열형으로 반환한다.
a="abc1abc1abc"
b= a.split("1");

document.write(b); --> abc,abc,abc(배열을 그냥 찍으면 항목사이에 “,”를 자동으로 붙여

줌)

 6.3.7 replace(정규식,바꿀문자)

• 정규 표현식 사용
<SCRIPT LANGUAGE="JavaScript">

var s = "재빠른 갈색 여우가 느린 황색 개를 덮쳤습니다. 여우같으니";

re = /여우/g; // 정규식
r = s.replace(re, "fox");

document.write(r); // 재빠른 갈색 fox가 느린 황색 개를 덮쳤습니다. fox같으니 </SCRIPT>

• 일반 문자열 사용
<SCRIPT LANGUAGE="JavaScript">
str ="abcdef";
ex="c";
result = str.replace(ex, "d");

document.write(result); // 결과 : abddef
</SCRIPT>

 6.3.8 search(정규식 또는 찾을 문자열)

• 찾은 위치값을 반환합니다.
<SCRIPT LANGUAGE="JavaScript">

var s =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는 원기입니다.";

pos = 0; // 찾은 위치값.

pos = s.search("원기");

document.write(pos); // 결과 14
</SCRIPT>

 6.3.9 match(정규식 및 찾을 문자열)

• 문자열을 찾지 못하면 null을 반환하고 찾았으면 해당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SCRIPT LANGUAGE="JavaScript">

var s =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는 원기입니다.";

pos = s.match("원기");

if(pos == null) document.write("문자열이 없습니다.");

else document.write("찾았습니다");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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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사용자 함수 정의하기

 6.4.1 구조

형 식 예

function 함수명(인수1, 인수2....인수n){

함수 내용

[return 결과]
}
…

//함수 호출

변수=함수명(인수1, 인수2....인수n)

<script>
function a(i,j){
k=i+j
return k
}
c=a(10,20);
document.write(c);
</script>

• function 안에서 return문을 이용하여 함수의 결과를 리턴할 수 있다.

• 단순한 출력을 위한 함수라면 retrun문은 없어도 상관 없다.

• 인수의 개수는 서로 동일해야 한다.

 6.4.2 사용자 정의함수 예

1) 두수와 한 개의 연산자를 전달받아 그 결과를 리턴하는 함수를 작성하시오.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a(i,j,k){
       r=eval(i+k+j)
       return r
   }
   document.write(a(10,20,"+"));
</script>

2) prn()함수를 정의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호출하도록 작성하시오.

 7 자바스크립트 객체

 7.1 자바스크립트 객체란 ?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 용어중 하나가 객체란 용어가 아닐까 합니다. 그냥 

사물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자바 스크립트는 웹 브라우저의 기능들이 하나의 객체로 정의되어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는 위치는 location이라는 객체명을 갖고 제어합니다.

객체는 사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객체를 “의자”라고 생각할 때 의자는 다양한 모양과 색상, 그

리고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있는 반면, 등받이가 없는 의자도 볼 수 있습니다. 

다리가 4개인 의자, 다리가 3개인 의자, 심지어는 다리가 없는 의자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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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프로그램에서 객체란 의미도 다양한 모양이나, 기능, 색상들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은 함

수나 변수들에 의해 구현되기도 하고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함수와 객체의 상태를 저장하는

attribute(속성) 이라고 부릅니다.

웹 브라우저를 통하여 자바 스크립트에 있는 객체의 종류 일부분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document 객체

◦ 브라우저의 <body> ~ </body> 안에 기술된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객체입니다. 

• location 객체

◦ 웹페이지의 주소와 관계된 내용을 처리하기 위한 객체입니다.

• history 객체

◦ 웹브라우저가 방문한 사이트들에 대한 관리를 위한 객체입니다.

• window 객체

◦ 웹 브라우저에 대한 객체입니다. 브라우저 창을 닫거나 크기를 조절하거나 등의 처리를 합니다.

 7.2 객체의 종류

• 내장객체

• 폼 객체

• 브라우저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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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 내장객체의 세부 종류

 7.2.2 브라우저 객체의 세부 종류

 7.2.3 폼 객체

폼 객체는 일반적으로 HTML 태그 중 form과 관계된 태그를 관리하도록 제공하는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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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폼 객체

 8.1 text 객체

주요 메서드와 속성 설명
name 텍스트 박스의 이름
value 텍스트 박스의 값

WebContent/form/text.html
<!DOCTYPE html >
<html>
<head>
<meta charset='utf-8'>
<title>text.html</title>
<script>
function copyFunc(ff){

ori = ff.ori.value;
ff.copy.value = ori;

}

</script>
</head>
<body>
<h1>text   입력상자의 값 제어</h1>
<form name='frm'>

 원본 : <input type='text' name='ori' value='park'><br>
 사본 : <input type='text' name='copy' value=''>

<p>
<input type='button' value='copy' onclick='copyFunc(this.form)'>

</form>
</body>
</html>

[실행결과]

 

 8.2 radio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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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서드와 속성 설명
form 체크 박스 입력 양식을 포함하는 폼 객체의 정보를 가져옴.

checked 체크 박스를 선택하도록함.

defaultChecked 체크 속성이 설정되었는지 확인
name 체크 박스의 이름
value 체크 박스의 값
type type속성값을 제어
blur() focus() 포커스를 제어dud

click() 체크 박스를 체크함.

WebConent/form/radio.html(라디오 버튼 제어)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title>라디오박스</title>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mclick(f){

l=f.chk.length
for(i=0 ; i < l ; ++i){
   if(f.chk[i].checked){

             f.re.style.backgroundColor=f.chk[i].value
             f.re.value=f.chk[i].value}
        }
}
</script>
</head>
<body>

<form name=ff>
<table border=0>
<th><center>Box   의 색상을 고르시요</center></th>
<tr>

<td>
<textarea name=re rows=5 cols=30 ></textarea>

</td></tr><tr>
<td>

<label><input type="radio" name=chk value="#330000">검정</label>
<label><input type="radio" name=chk value="#3300FF">파랑</label>
<label><input type="radio" name=chk value="#00FF00">녹색</label>
<label><input type="radio" name=chk value="#FF0000">빨강</label><br>
<label><input type="radio" name=chk value="#FFFF00">노랑</label>
<label><input type="radio" name=chk value="#FFFFFF">흰색</label>
<label><input type="radio" name=chk value="#FF9900">오랜지</label>
<input type=button name=bu value="click" onclick="mclick(this.form)">

</td>
</tr>
</table>
</form>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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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checkbox 객체

주요 메서드와 속성 설명
form 체크 박스 입력 양식을 포함하는 폼 객체의 정보를 가져옴.

checked 체크 박스를 선택하도록함.

defaultChecked 체크 속성이 설정되었는지 확인
name 체크 박스의 이름
value 체크 박스의 값
type type속성값을 제어
blur() focus() 포커스를 제어
click() 체크 박스를 체크함.

WebContent/form/checkbox2.html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title>Checkbox2</title>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mclick(f){

l=f.chk.length
f.re.value=""
for(i=0 ; i<l ; i++){

if(f.chk[i].checked) {f.re.value=f.re.value + f.chk[i].value + "\n"}
}

}
</script>

</head>
<body>
<form name="ff" method="post">
<table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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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마음에 드는 연예인을 고르시요</th>
<tr>

<td>
<textarea name=re rows=5 cols=30 ></textarea>

</td></tr>
<tr>
<td>

<label><input type="checkbox" name=chk value="티아라">티아라</label>
<label><input type="checkbox" name=chk value="소녀시대">소녀시대</label>
<label><input type="checkbox" name=chk value="황신혜">황신혜</label>
<label><input type="checkbox" name=chk value="김미화">김미화</label><br>
<label><input type="checkbox" name=chk value="이영자">이영자</label>
<label><input type="checkbox" name=chk value="고두심">고두심</label>
<label><input type="checkbox" name=chk value="신지">신지</label><br>
<label><input type=button name=bu value="선택" onclick="mclick(this.form)">
<input type=reset value="취소">

</td>
</tr>
</table>
</form>

</body>
</html>

 8.4 select 객체

• 객체명.selectedIndex : 선택한 항목의 번호(0번부터)

• 객체명.[객체명.options.selectedIndex].value : 선택한 항목의 값.

• 객체명.[객체명.options.selectedIndex].text : 선택한 항목의 text.
WebContent/form/select.html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title>SelectBox</title>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mclick(f,n){
   f.tt.style.backgroundColo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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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chang(f){
   f.tt.style.backgroundColor=f.sel.options[f.sel.options.selectedIndex].value
}
</script>

</head>
<body>
<b><h3>Select     를 이용하여 바탕 색상 바꾸기</h3></b><p>
<form name="ff">

<input type=text name=tt >
<select name="sel" onChange="chang(this.form)">

<option value="#000000">검은색
<option value="#006600">녹색
<option value="#00FF00">연두색
<option value="#FF0000">뻘건색
<option value="#FFFFFF">흰색

</select>
<input type="button" value="white" onClick="mclick(this.form, 'white')">

</form>

</body>
</html>

 

 8.5 reset 버튼 객체

• 각 항목의 값을 초기값으로 셋팅한다.

• 특정항목에 값이 있을때 reset 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예제임.

WebContent/form/onReset.html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TITLE>onReset.html</TITLE>
<style>
input{font-size:40;}
</style>
<script>
function fun(ff)
{

if(ff.irum.value =="") return true;
else                   return false;

}

</script>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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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h3>       이름 항목에 값이 있으면 리셋버튼의 기능 중지</h3>
<form name="frm" onReset="return fun(this)">
Name <input type="text" name="irum" value=""><br>
Address <input type="text" name="addre" value=""><br>
<input type=reset value="다시">
</form>

</BODY>
</HTML>

[실행결과]

 8.6 onSubmit 버튼

폼에 있는 정보를 서버로 전달하는 기능

 9 이벤트

 9.1 벤트란?

이벤트란 컴퓨터와 작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일종의 메시지이다. 

 9.2 이벤트 발생 이유

작업의 시작과 끝을 알리거나 컴퓨터나 작업자가 알아야할 내용이 발생할 때 이를 전달하기 위해 이벤트를 

발생 시킨다. 이때 인터럽트란 것에 의해 처리 과정에 있던 일들이 잠시 중단될 수 있다.

 9.3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를 컴퓨터와 작업자 사이에 주고 받는 메시지라 하면 이벤트 핸들러는 이 메시지를 감지하는 함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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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수 있다. 하나의 이벤트 핸들러는 하나의 이벤트와 연결되어 있다.

 9.4 이벤트 객체

브라우저 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벤트를 핸들링 할 수 있다.

function test(event){

   ev = event || window.event;

}

 9.5 이벤트와 관련된 정보

altKey alt 키를 눌렀을 때 발생 합니다.

altLeft 왼쪽 alt키를 눌렀을 때 발생 합니다.

button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 합니다. (1=왼쪽, 2=오른쪽, 3=양쪽)

clientX
윈도우에서 실제 데이터 영역을 기준으로 마우스의 x좌표의 위치를 알려줍니

다.

clientY 윈도우에서 실제 데이터 영역을 기준으로 마우스의 y좌표의 위치를 알려줍니

다.

ctrlKey ctrl키를 눌렀을 때 발생 합니다.

ctrlLeft 왼쪽 ctrl키를 눌렀을 때 발생 합니다.

shiftKey shift키를 눌렀을 때 발생 합니다.

shiftLeft 왼쪽 shift키를 눌렀을 때 발생 합니다.

srcElement 이벤트를 발생한 객체를 설정 합니다.

srcElement.name 이벤트가 발생한 객체의 이름
srcElement.value 이벤트가 발생한 객체의 값
type 이벤트 객체의 이벤트 이름을 설정 합니다.

x 선택한 객체의 x 좌표를 위치를 알려줍니다.

y 선택한 객체의 y 좌표를 위치를 알려줍니다.

 9.6 이벤트 설정 방법

• html에서 이벤트설정

• javascript에서 이벤트 설정

• 고전적 방법

• 리스너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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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 html에서 이벤트 설정하기

html의 특정 태그에서 이벤트를 설정한다.

가.설정 방법

 <태그명 이벤트핸들러명="처리내용“>

설정예1] “이곳을 클릭하세요”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alert창이 뜬다.
<BODY>

   <p onclick="alert('ok')">이곳을 클릭하세요</p>  
</BODY>

설정예2] "함수를 호출합니다“ 부분을 클릭하면 함수가 호출되고 alert창을 띄운다.
<HTML>

 <HEAD>

  <TITLE> 이벤트 테스트</TITLE>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func(){

      alert("함수가 호출됨");

  }

  </SCRIPT>

 </HEAD>

<BODY>

  <p onclick="func()">이곳을 클릭하세요</p>  
</BODY>
</HTML>

 9.6.2 고전적 방법으로 설정하기

고전적인 방법은 callback함수를 지정하는 것과 같이 이벤트를 설정한다.

설정방법

 객체명.이벤트핸들러명 = 함수명

실예] 문단을 클릭하면 메시지창을 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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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HEAD>

<TITLE> 이벤트 테스트</TITLE>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init(){

   a = document.getElementById("here");

   a.onclick=func;
}

function func(){

   alert("here");
}
</SCRIPT>
</HEAD>

<BODY onload="init()">

<p  id="here">이곳을 클릭하세요</p>  
</BODY>
</HTML>

실예2] 브라우저가 로딩되었을 때 버튼에 이벤트핸들러 지정하기

<script>

window.onload = function(){ // 브라우저가 로딩되면

    ff = document.frm;  

    

    ff.btn1.onclick = function(){ // 버튼에 이벤트 추가

        alert("button click");

    }
}

</script>

</head>
<body>
<form name="frm">
<input type="button" name="btn1" value="click1">
</form>
</body>

 9.6.3 리스너 방식으로 설정하기

리스너 방식으로 이벤트를 설정하는 방식은 브라우저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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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이벤트의 종류

 9.7.1 onFocus()/onBlur/onChange/onClick

• onfocus() : 객체가 포커스를 받았을 경우

• onblur()  : 객체가 포커스를 잃었을 경우

• onchange() : 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 onclick()  : 객체를 클릭했을 경우

[샘플예제]

<html>
<head>
<title> new document </title>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onf(f){

f.b.value="focus"
}
function onb(f){

f.b.value="blur"
}
function onc(f){

f.b.value="change"
}
function clk(f){

f.b.value="click"
}
</script>
</head>
<body>
<form name="ff">

<input type=text name="a" onfocus="onf(this.form)"

                                onblur ="onb(this.form)"><br>
<input type=text name="c" onchange="onc(this.form)"

                                onclick="clk(this.form)">
<input type=text name="b">

</form>
</body>
</html>

 9.7.2 onLoad/onUnload/onMouseMove/onMouseOver/onMouseOut/onMouseUp/onMouseD
own

• onload()      : html 문서 로딩직후 나 모든 프레임의 로딩직후

• onUnload()    : 현재 html문서 보기를 종료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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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MouseMove() : 마우스를 이동시킬 때

• onMouseOver() : 마우스 포인터가 있을때

• onMouseOut() : 마우스 포인터가 벗어났을때

• onMouseUp()   : 마우스 버튼을 놓았을 때

• onMouseDown() :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실습예제]

<html>
<head>
<title> new document </title>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load(){

   alert("반갑소. 어서어소")
}
function unload(){

   alert("반가웠소. 길조심하소.")
}
function onf(f){

   f.b.value="focus"
}
function onb(f){

   f.b.value="blur"
}
function onc(f){

   f.b.value="change"
}
function clk(f){

   f.b.value="click"
}
</script>
</head>
<body onLoad="load()" onUnload="unload()">
<form name="ff">

   <input type=text name="a" onfocus="onf(this.form)"

          onblur ="onb(this.form)"><br>

   <input type=text name="c" onchange="onc(this.form)"

          onclick="clk(this.form)">

   <input type=text name="b">
</form>
</body>
</html>

[응용예제] 바탕화면에서 마우스가 이동 될 때 바탕색 바꾸어보기

1. body에 이벤트 핸들러 추가  <body onMouseMove="mMove()">

2. mMove() 함수 정의   color = parseInt(Math.random()*255);   
document.body.style.backgroundColor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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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 onReset/onSubmit

• onReset()    사용자가 reset 버튼을 눌렀을 때

• onSubmit() : 사용자가 submit 버튼을 눌렀을 때

<html>
<head>
<title> new document </title>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rset(){

alert("reset")
return false

}
function smit(){

alert("submit")
return false

}
</script>
</head>
<body>
<form onReset="return rset()"

onSubmit="return smit()">
<input type=text name="a">
<input type=text name="c">
<input type=text name="b">
<input type="reset"><input type=submit>

</form>
</body>
</html>

onreset() 과 onsubmit()은 그 버튼의 결과를 실행 할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

에 함수에서 false 또는 true를 리턴해 주어야 한다.

리턴값이 false이면 해당 버튼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true일 경우에는 해당 버튼의 기능을 수행한다.

 9.7.4 onAbort/onError/onDblClick/onDrapDrop/onMove/onResize

• onAbort() : 이미지 읽기를 중지했을 때

• onError() : 문서 또는 이미지를 읽는 도중 오류가 발생했을 때

• onDblClick() : 마우스를 더블 클릭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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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DrapDrop() : 마우스를 드래그앤 드롭 했을 때

• onMove() : 윈도우 또는 프레임이 이동하였을 때(IE에서는 안됨)

• onResize() : 윈도우 또는 프레임의 크기를 변경했을 때

[실습예제] 윈도우 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alert()창을 나타내는 예

<HTML>
<HEAD>
<TITLE> New Document </TITLE>

<SCRIPT LANGUAGE="JavaScript">
<!--

document.ondblclick= mC; // 이벤트 콜백함수 지정

function mC(){
alert("ok");

}
//-->
</SCRIPT>

 

 </HEAD>

 <BODY>

 </BODY>
</HTML>

[결과] 브라우저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

[응용예제]

배열과 이미지 객체를 사용한 앨범 만들기

[실습예제]

<html>
<head>
<title> </title>
</head>
<script language="javascript">
arry=new Array()
arry[0]=new Image()
arry[1]=new Image()
arry[2]=new Image()
arry[3]=new Image()

arry[0].src="./img/mark5_6.gif" 
arry[1].src="./img/no.gif"
arry[2].src="./img/ok.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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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y[3].src="./img/lover.jpg"

function im_over(n){
document.first.src=arry[n].src

}

</script>
<body>
<b><h3>onmouseover</h3></b><p>
<img src="./img/lover.jpg" width=400 height=300 name=first><p>
<img src="./img/mark5_6.gif" onmouseover="im_over(0)">
<img src="./img/no.gif" onmouseover="im_over(1)">
<img src="./img/ok.gif" onmouseover="im_over(2)"> 
<img src="./img/lover.jpg" width=50 height=50 onmouseover="im_over(3)" >

</body>
</html>

 9.7.5 Event 객체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객체. IE 계열과 비IE 계열의 사용법이 다르다.

IE window.event

비 IE function func(e)

주요 속성
altKey alt 키를 눌렀을 때 발생 합니다.

altLeft 왼쪽 alt키를 눌렀을 때 발생 합니다.

button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 합니다. (1=왼쪽, 2=오른쪽, 3=양쪽)
clientX 윈도우에서 실제 데이터 영역을 기준으로 마우스의 x좌표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clientY 윈도우에서 실제 데이터 영역을 기준으로 마우스의 y좌표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ctrlKey ctrl키를 눌렀을 때 발생 합니다.

ctrlLeft 왼쪽 ctrl키를 눌렀을 때 발생 합니다.

shiftKey shift키를 눌렀을 때 발생 합니다.

shiftLeft 왼쪽 shift키를 눌렀을 때 발생 합니다.

srcElement 이벤트를 발생한 객체를 설정 합니다.

type 이벤트 객체의 이벤트 이름을 설정 합니다. 

x 선택한 객체의 x 좌표를 위치를 알려줍니다.

y 선택한 객체의 y 좌표를 위치를 알려줍니다.

[간단예]
<html>

 <head>

  <title> Event </title>

  <script language="Java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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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onload = function(){
document.frm.btn.onclick=func;

 }

function func(ev){
e = ev || window.event;

document.frm.result.value = e.srcElement.name + "\n";
document.frm.result.value += e.x + "\n";
document.frm.result.value += e.y + "\n";
document.frm.result.value += e.type + "\n";

}

  </script>

 </head>

 <body>

 <form name="frm">
<input type="button" value="click" name="btn"><br>>
<textarea rows=10 cols=50 name="result"></textarea>

 </form>

 

 </body>
</html>

 10 Date 객체

 10.1 객체 생성하기

변수 = new Date()

변수 = new Date(y,m,d,ho,mi,se)

 10.1.1 주요 method

today=new Date()로 날짜 객체를 생성했을 경우
Method 설  명
today.getYear() 현재 시스템의 연도.

today.getMonth() 0~11사이의 월. 실제 월을 구하려면 today.getMonth()+1을 해야

함.

today.getDate() 날짜.
today.getDay() 요일. 0=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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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getHours() 0~23 사이의 시간
today.getMinutes() 0~59 사이의 분
today.getSeconds() 0~59 사이의 초

예)

현재일을 yy/mm/dd 로출력 : dd = today.getYear() + "/" + today.getMonth() + "/" + 
today.getDay()

Method 설  명
today.setYear(value) 현재 시스템의 연도.

today.setMonth(value) 0~11사이의 월. 실제 월을 구하려면 today.getMonth()+1을 해

야함.

today.setDate(value) 날짜.
today.setHours(value) 0~23 사이의 시간
today.setMinutes(value) 0~59 사이의 분
today.setSeconds(value) 0~59 사이의 초

예)

현재일을 10일로 바꾸기 : today.setDate(10)

 10.1.2 기본예

WebContent/date/dateTest.html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title>date_test</title>
<style>
#div1{font-size:20px; font-weight:bold;

border:2px solid #aaaaaa;
background-color:#ffeeee;
width:440px;
height:50px;
text-align:center;
padding-top:20px;

 }
</style>
<script>
var btn, div1;
var week=['일요일','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JSON  패턴 배
열
window.onload=function(){

document.getElementById('btn').onclick=createDate;
div1 = document.getElementById('div1');
setInterval(createDate,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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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 createDate(){

var now = new Date();
var str='';
str = now.getFullYear() + '  년 ';
str += (now.getMonth()+1) + '  월 ';
str += now.getDate() + '   일 ';
str += week[now.getDay()] + ' / ';
str += now.getHours() + '  시 ';
str += now.getMinutes() + '  분 ';
str += now.getSeconds() + '  초 ';

div1.innerHTML = str;
}
</script>
</head>
<body>
<input type='button' id='btn' value='날짜'>
<p/>
<div id='div1'></div>
</body>
</html>

 

 11 Math 객체

 11.1 Math 객체

가.Math.max(a,b) : a 와 b 중 큰수를 리턴한다.
a=10 ; b=20
r=Math.max(a,b) --> 20

나.Math.min(a,b) : a 와 b 중 작은수를 리턴한다.
a=10 ; b=20
r=Math.min(a,b) --> 10

다.Math.random() : 0~1 사이의 난수를 리턴한다.

a= Math.random() --> 0~1 사이의 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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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arseInt(Math.random()*100) --> 0~100 사이의 난수

c= parseInt(Math.random() * 80) + 10  --> 10 ~90 사이의 난수

라.Math.round(x) : x를 반올림한다.
a= Math.round(10.4)  --> 10
a= Math.round(-10.4) --> -10
a= Math.round(10.5)  --> 11
a= Math.round(-10.5) --> -10

마.Math.ceil(x)  : x와 같거나 큰 정수

바.Math.floor(x) : x와 같거나 작은 정수
Math.ceil(10.3)   --> 11
Math.ceil(-10.4)  --> -10
Math.floor(10.3)  --> 10
Math.floor(-10.3) --> -11

 12 Number 객체

숫자로된 문자형의 자료를 숫자형의 자료로 바꿀때 사용되는 객체.

[예] 숫자로된 문자형과 숫자를 더했을 때 결과와 숫자형으로 바꾸고 더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서 살펴 

보도록 합니다.

<HTML>

 <HEAD>

  <TITLE> New Document </TITLE>

 </HEAD>

 <BODY>

  <SCRIPT LANGUAGE="JavaScript">

  <!--

   a = "123";

   b = Number(a);

   c=a+100;

   d=b+100;

   document.write(c); // 결과 123100

   document.write("<br>");

   document.write(d); // 결과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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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

 </BODY>
</HTML>

 13 window 객체

 13.1 윈도우 객체 속성

속성 설명
innerHeight/innerWidth 윈도우에 표시되는 영역의 넓이와 높이
name 윈도우 이름
opener 윈도우를 생성한 윈도우
outerHeight/outerWidth 윈도우 밖의 테두리 
pageXOffset/pageYOffset 윈도우 페이지의 x,y
parent 계층 구조가 생길때 상위 객체
scrollbars 스크롤바를 윈도우에서 보여줄 것인지 판별
self 자기 자신
status 상태 표시바
toolbar 툴바
topwindow 객체의 계층 구조에서 상위 객체
history 히스토리 객체
menubar 메뉴바 객체
location location 객체
defautlSatus 상태 표시줄

 13.2 윈도우 메소드

메서드 설명
alert() 메시지를 간단히 전달하기 위한 다이얼로그 박스
back() 앞페이지로 이동
blur() 포커스 지우기
clearInterval(0 setInterval 해제
clearTimeout setTimeout 해제
close() 윈도우 창 닫기
confirm() 사용자에게 확인이 필요한 대화 상자
find() 윈도우에 포함된 텍스트 검색
focus() 포커스를 특정 객체에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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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뒤 페이지로 이동
home() 홈페이지로 지정된 페이지 이동
moveBy()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지정된 크기 만큼 페이지 이동
moveTo() 절대 좌표를 기준으로 지정된 크기 만틈 페이지 이동
open() 윈도우 열기
print() 윈도우 내용을 프린트
prompt()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받기 위한 다이얼로그 창
resizeBy() 창의 크기를 지정된 크기만큼 변경
resizeTo() 창의 크기를 지정된 크기로 변경
setInterval() 시간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명령 실행
setTimeout() 지정된 시간을 기다린후 명령 실행
scroll() 원하는 위치까지 스크롤
scrollBy() 현재를 기준으로 윈하는 크기 만큼 스크롤
scrollTo() 지정된 위치로 스크롤
stop() 문서 전송 중지

 13.3 원도우 주요 이벤트

이벤트 설명
onBlur 포커스를 브라우저가 잃었을때
onDragDrop 객체를 브라우저에 드래그-앤 드롭 시켰을때
onFocus 포커스를 브라우저가 얻었을때
onLoad 브라우저에 모든 내용을 읽었을때
onMove 브라우저의 위치를 이동하였을때
onResize 브라우저의 크기를 변경하였을때
onUnLoad 현재 문서를 브라우저에서 삭제하였을때

 13.4 창열기/닫기의 원형

변수 = window.open("url","윈도우 이름“,”옵션“) //열기

변수.close() //닫기

self.close() // 자기 자신 닫기

window.opener.document // 자신을 생성한 창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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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응용예

[실습예제] 윈도우 창끼리 값 전달

<!-- main.html -->
<html>
<head>
<script>
function open_rtn(){

    win=window.open("win_chk.html","win","width=200,height=200")
}
function close_rtn(){

    window.win.close()
}
</script>
</head>
<body>
<form name="f1">
<input text=text name="irum1" value="abc">
<input type="button" value="open"

       onclick="open_rtn()">
<input type="button" value="close"

       onclick="close_rtn()">
</form>
</body>
</html>

<!-- win_chk.html --->
<html>
<head>
<script>
function ok_rtn(f){

window.opener.document.f1.irum1.value =
document.f2.irum2.value
self.close()

}

function load_rtn(){
document.f2.irum2.value = 
window.opener.document.f1.irum1.value

}
</script>
</head>
<body onload="load_rtn()">
<form name="f2">
<input text=text name="irum2" value="abc">
<input type="button" value="o k"

       onclick="ok_rtn(this.form)">
</form>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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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3가지 대화 상자

윈도우가 지원하는 대화상자는 아래와 같이 3종류가 있다.

대화 상자 설명

alert("문자열“) 단순한 문자열을 보여주고 확인 하게 한다.

confirm("문자열“) 문자열을 보여주고 “OK", ”CANCEL" 버튼을 선택하도록 한다.

prompt(“메시지”,“초기값”) 사용자로 하여금 특정한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대화 상자를 만든다.

[실습 예제] 대화 상자 예

<HTML>

 <HEAD>

  <TITLE> 사용자 대화 상자 </TITLE>
<style>

#result{
border-style:solid;
border-width:1px;
padding:5px;
width:400px; height:300px;

}
</style>
<script>

function func1(){
r = document.getElementById("result");

r.innerHTML="<font color=red>Alert 버튼 클릭!!!</font>";

alert("확인하세요....");
}
function func2(){

r = document.getElementById("result");

su = prompt("숫자 입력", 2);
str = "";

// 구구단
red="#FF0000";
blue = "#0000FF";
for(i=1 ; i<10 ; i++){

aa = su * i;
color = (i%2==0)? red : blue;
str += "<font color=" + color + ">";
str += su + " * " + i + " = " + aa + "<br>";
str += "</font>";

}
r.innerHTML = str;

}
function func3(){

r = document.getElementById("result");

ans = confirm("승인하시겠습니까 ?");

if(ans) r.innerHTML="승인하셨군요...";

else    r.innerHTML="다음엔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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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HEAD>

 <BODY>

  <input type="button" value="ALERT" onClick="func1()">

  <input type="button" value="PROMPT" onClick="func2()">

  <input type="button" value="CONFIRM" onClick="func3()">
<div  id="result"></div>

 </BODY>
</HTML>

[실행결과] 메시지창에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들을 볼 수 있다.

 

 15 Screen 객체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객체이다.

속성

Method 설  명
availHeight / 

윈도우의 인터페이스 영역을 제외한 실제 화면 높이 와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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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Width

colorDepth 사용 가능한 컬러수
pixelDepth 한 픽셀당 비트수(브라우저에 따라 지원 불가)

height / width 화면의 높이와 넓이

[예] 현재 사용자의 다스플레이 모니터의 크기를 화면에 나타내 보자.

<html>
<head>
<SCRIPT LANGUAGE="JavaScript">
<!--
function prn(){

   document.write("aw=" + screen.width + "<br>");

   document.write("color=" + screen.colorDepth);
}
//-->
</SCRIPT>

</head>

<body onLoad="prn()">
</body>
</html>

[결과] 사용자의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16 document 객체

document 객체는 window 하위 객체이다. 그러나 웹 페이지를 제어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객체중에 

하나일것이다.

 16.1 주요 속성

속성 설명
bgColor 문서의 배경색
fgColor 문서의 전경색
linkColor 문서의 하이퍼 링크 색상
alinkColor 링크를 클릭했을때 색상
vlinkColor 이전에 방문했던 링크의 색상
cookie 쿠키에 대한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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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문서에 있는 입력 양식을 참조하는 속성
image 문서에 있는 이미지를 참조하는 속성
lastmodified 문서의 최종적으로 수정한 날짜
title 문서의 제목을 표시하는 속성

 16.2 주요 메소드

메소드 설명
write / writeln 문서에 지정된 문자를 표시
open document를 연다.

close document를 닫는다.

clear 문서에 표시된 내용을 지운다.

getElementById("id") id값에 해당하는 태그를 가져온다.

[실습예제] 버튼으로 바탕색 변경하기

<html>
<head>

   <title> 버튼으로 바탕색 변경하기</title>

<SCRIPT LANGUAGE="JavaScript">
<!--
function backColor(color){

   document.bgColor= color;

   document.fgColor="#FFFFFF";
}
//-->
</SCRIPT>

</head>
<body>
<input type="button" value="RED" onclick="backColor('#FF0000')">
<input type="button" value="BLUE" onclick="backColor('#0000FF')">

<h1> 글자색은 ...</h1>
</body>
</html>

[실습예제] 버튼으로 도큐멘트 열기

<html>
<head>

   <title> 버튼으로 도큐멘트 오픈</title>

<SCRIPT LANGUAGE="JavaScr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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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docuOpen(){

   win = window.open("","","width=100, height=100");

   win.document.open();

   win.document.write("하이...박원기");
}
//-->
</SCRIPT>

</head>
<body>
<input type="button" value="Document Open" onclick="docuOpen()">
</body>
</html>

 17 location 객체

location 객체는 열려 있는 윈도우의 URL 주소를 제어하는 객체이다. 브라우저의 주소입력란을 의미하

며, 열려져 있는 웹 문서의 프로토콜의 종류, 포트번호, 호스트명, 문서의 경로, 문서의 이름등을 얻을 

수 있다.

 17.1 주요 속성

속성 설명
href 현재 페이지를 저정된 주소로 이동
host 호스트 이름과 포트 번호 표시
hostname 호스트 이름 표시
protocol 프로토콜 종류를 표시
port 포트 번호 표시
hash URL에서 지정된 표식 이름
search 검색 엔진을 호출할 때 CGI 정보를 나타내는 속성

 17.2 주요 메서드

메서드 설명
reload() 현재 문서를 다시 읽음.

replace() 현재 문서를 지정한 문서로 교체해줌.
assign() location.href(URL)를 설정하는 메서드
toString() location.href 값을 문자열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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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예제]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기

<HTML>
<HEAD>

<TITLE> Location 객체 </TITLE>
<script>
function reloadRtn(ff){

location.reload();
}

function replaceRtn(ff){
url = ff.url.value;
location.replace(url);

}

function hrefRtn(ff){
location.href=ff.url.value;

}
</script>
</HEAD>

<BODY>
<form name="frm">
<input type="text" name="url" size=40 value="http://www.itjava.co.kr">
<input type="button" value="reload" onClick="reloadRtn(this.form)">
<input type="button" value="replace" onClick="replaceRtn(this.form)">
<input type="button" value="href" onClick="hrefRtn(this.form)">

</form>
</BODY>
</HTML>

replace()는 현재 페이지 내용을 바꾸지만, href는 지정된 주소로 이동한다. 따라서 replace()는 

history가 발생하지 않아 뒤로 갈 수 없고, href는 history가 발생하여 뒤로 갈 수 있다.

 18 navigator 객체

navigator 객체는 일반 브라우저의 내장 객체의 계층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객체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브라우저의 종류를 알아보거나,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의 정보를 알

아볼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18.1 속성

속성 설명
appName 브라우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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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Version 브라우저의 버전
platform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의 종류
language 브라우저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browserLanguage 브라우저의 언어판
systemLanguage 시스템의 언어
userLanguage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

[실습예제] 속성을 사용하여 브라우저 정보 보기
<html>
<head>
<title> </title>
</head>
<script language="javascript">

document.write("<b>종류 : </b> " + navigator.appName + "<br>");

document.write("<b>버전 : </b> " + navigator.appVersion+ "<br>");
document.write("<b>Flat Form : </b> " + navigator.platform+ "<br>");
document.write("<b>systemLanguage :</b> " + navigator.systemLanguage+ "<br>");
document.write("<b>userLanguage :</b> " + navigator.userLanguage+ "<br>");
</script>
<body>
</body>
</html>

[실행결과]

 19 history 객체

브라우저의 [이전][다음] 그리고 주소입력줄에 나타난 항목들을 접근하려고 할때 사용되는 객체

 19.1 주요 메서드/필드

메서드 설명
back() 현재 페이지의 이전 페이지로 이동. history에 항목이 없으면 반응없음.

forward() 형재 페이지의 이후 페ㅣ지로 이동.history에 항목이 없으면 반응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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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 지정된 항목으로 이동. 음수는 이전, 양수는 이후 페이지를 의미.

length history 항목수.

  

버튼을 클릭하여 history에 저장된 목록으로 이동하기

<input type='button' value='back' onclick='history.back()'>
<input type='button' value='forward' onclick='history.forward()'>

 20 객체

자바스크립트도 c++ 이나 자바 언어 처럼 객체를 생성하고 멤버변수(프로퍼티), 멤버함수(메서드,함수)

등을 선언하여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

• 내부 변수를 참조할 때는 항상 ‘this’를 사용해야 한다.

• 내부 요소를 참조할 때는 ‘.’을 찍어 접근 한다.

• 클래스 메서드와 인스턴스 메서드를 만들 수 있다.

• 클래스 메서드 : 클래스명.메서드명 으로 접근할 수 있는 메서드.

• 인스턴스 메서드 : 객체명.메서드명 으로 접근할 수 있는 메서드.

 20.1 객체 생성방법

• 객체 리터럴 사용하기

• new 연산자와 함수를 사용하여 객체 생성하기

• prototype 사용하기(인스턴스 메서드 생성)

 20.2 객체 리터럴 사용 객체 생성

[방법1] 프로퍼티를 갖지 않는 객체 생성하고 사용하기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 charset=UTF-8"
    pageEncoding="UTF-8"%>
<!DOCTYPE html>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title>OOP Test</title>
</head>
<body>
<script>
var obj = {};
obj.x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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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y = 200;
obj.sum = obj.x + obj.y;
document.write("sum=", obj.sum);
document.write("<hr/>");

var obj2 = {};
obj2.x =200;
obj2.y =200;
obj2.sum=function(){

return this.x + this.y;
}

document.write("sum2=" + obj2.sum());
document.write("<hr/>");
var obj3 = {};
obj3.setName=function(n){this.name=n;}
obj3.setAge=function(a){this.age=a;}
obj3.getName = function(){return this.name;}
obj3.getAge = function(){ return this.age;};
obj3.setName('park');
obj3.setAge(10);
document.write("name=" + obj3.getName(), " , age="+obj3.getAge());
document.write("<hr/>");
</script>
</body>
</html>

 20.3 new 연산자와 함수로 객체 생성하기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 charset=UTF-8"
    pageEncoding="UTF-8"%>
<!DOCTYPE html>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title>oop_test2</title>
</head>
<body>
<script>
// type1 --------------------------
var obj1 = new Object();
obj1.x = 10;
obj1.y = 10;
document.write(obj1.x , ", " , obj1.y);

// type2 --------------------------
var obj2 = new Object();
obj2.setName=function(n){ this.name = n;}
obj2.setAge=function(a){ this.age = a;}
obj2.output=function(){

document.write("<hr/>");
document.write("name=" + this.name, ", age=" + thi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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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2.setName('hong');
obj2.setAge(18);
obj2.output();

//type3 --------------------------
function OBJ(n, a){

this.name = n;
this.age = a;
this.setName=function(n){ this.name = n;}
this.setAge=function(a){ this.age = a;}
this.output=function(){ 

document.write("<hr/>");
document.write("name=" + this.name, ", age=" + this.age);

}
}

var o1 = new OBJ('lee',20);
o1.output();

o1.setName('kim');
o1.setAge(15);
o1.output();

var o2 = new OBJ('choi',22);
o2.output();
</script>
</body>
</html>

 20.4 prototype 사용하기

• 인스턴스 메서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됨.

• 인스턴스 메서드는 객체명.메서드명으로 호출됨.

구조

클래스명.prototype.메서드명 = function(인수값 [,...]){ 처리내용; [return 값 ] }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 charset=UTF-8"
    pageEncoding="UTF-8"%>
<!DOCTYPE html>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title>oop_test3</title>
</head>
<body>
<h3>  인스턴스 메서드</h3>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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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정의
function OBJ(n, a){

this.name = n;
this.age = a;
this.setName=function(n){ this.name = n;}
this.setAge=function(a){ this.age = a;}

}

//   인스턴스 메서드 추가
OBJ.prototype.setAddress=function(a){ this.address = a;}

OBJ.prototype.output=function(){ 
document.write("<hr/>");
document.write("name=" + this.name, ", age=" + this.age, ", address=" + 

this.address);
}
// 실행
var o1 = new OBJ('lee',20);
o1.setAddress("서울");
o1.output();

</script>
</body>
</html>

 20.5 Class 메서드 만들기

• 클래스 메서드는 클래스명.메서드명 으로 호출됨.

구조

클래스명.메서드명 = function(인수값 [,...]){ 처리내용; [return 값 ] }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 charset=UTF-8"
    pageEncoding="UTF-8"%>
<!DOCTYPE html>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title>oop_test4(Class Method)</title>
</head>
<body>
<h3>  클래스 메서드</h3>
<script>
// 객체정의
function OB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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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 메서드 추가
OBJ.output=function(){ 

document.write("<hr/>");
document.write("  하이 방가");

}

var o = new OBJ();
// o.output(); //   메서드를 찾지 못함.
// 실행
OBJ.output();

</script>
</body>
</html>

 20.6 객체 상속 및 메서드 재정의

• 객체 상속시 자식 객체 생성자(함수)에서 부모클래스명.call(this, 인수값[,...])을 호출.

• 메서드 재정의시 부모 객체의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부모클래스명.prototype.메서드

명.apply(this) 를 사용.

• 자식 객체를 생성하려면 자식 객체를 생성하기전에 

◦ 자식클래스명.prototype = new 부모클래스명() 

◦ 자식클래스명.prototype.constructor = 자식 클래스명();

◦ 을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자식 객체를 다시 생성해 주어야 함.

• 객체 상속 절차

◦ 부모클래스 정의

◦ 자식 클래스 정의

◦ 자식 클래스 명시적 생성

◦ 함수재정의 및 필요함수 추가

◦ 자식 객체 생성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 charset=UTF-8"
    pageEncoding="UTF-8"%>
<!DOCTYPE html>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title>oop_test5(Class 상속)</title>
</head>
<body>
<h3>  클래스 메서드</h3>
<script>
//  부모 객체정의
function Member(n, a){

this.irum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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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age = a;
this.setAge=function(a){ this.age = a;}

}
Member.prototype.setIrum = function(n){

this.irum = n;
}
Member.prototype.output=function(){

document.write("<hr/>");
document.write("irum=" + this.irum, ", age=" + this.age);

}

var m = new Member('parent',100);
m.output();

//1)   자식 객체 생성
function Student(n,a){

this.address='';
Member.call(this,n,a); // a)   부모 생성자를 호출

}

//2)        자식 클래스화 하려면 부모 클래스를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생성해주어야함
Student.prototype = new Member();
Student.prototype.contructor = Student();

//3)   자식객체에 메서드 추가(필요하면)
Student.prototype.setAddress = function(a){

this.address = a;
}
//4)  자식이 재정의함.(필요하면)
Student.prototype.output = function(){

document.write("<hr/>Child ------------------<br/>");
//b)   부모객체의 함수 호출
Member.prototype.output.apply(this);
document.write(", address=" + this.address);

}
var s = new Student('zzz',100);
s.setIrum('박원기');
s.setAddress('제주');
s.output();

</script>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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