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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에 앞서

이 책은 웹개발자이자 저술가로 널리 알려진 제레미 키스Jeremy Keith의 

명저 『HTML5 For Web Designers』를 번역한 책입니다. 제레

미 키스는 웹 표준 기술에 관한 함축적이고 명쾌한 저술로 잘 알려져 

있고 국내에도 이미 소개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 책은 웹 표준 기술

의 세계적인 선구자로 유명한 제프리 젤드먼Jeffrey Zeldman이 설립한 출판

사 A book Apart의 책입니다. Web standards Project의 설립자였

던 제프리 젤드먼은 A book Apart를 통해 지식의 사전적인 나열이 아

니라 효과적인 학습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깨우칠 수 있는 책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웹 표준 기술의 실제 

사용 사례에 있어 의문과 오류를 없애는 것입니다.

웹액츄얼리는 제프리 젤드먼의 A book Apart 한국 파트너로 이 책을 

발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HTML5 각 요

소들의 근본적인 의미와 한계에 대해 핵심을 찌르며 그 쓰임새를 적절

하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술과 HTML5 요소를 정확한 예제

를 곁들여  비교 설명하여 그동안 품었던 HTML5와 HTML 요소 전반

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도록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HTML5의 각 요소들은 다분히 의미론적이고 포괄적인 동시에 개별

적인 기술이 많기 때문에 저자의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HTML5 기술 구현에 목마른 독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한 HTML과 웹 기술 발전 이면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Css와 스크립

트, XHTML과 HTML이 상호 발전하면서 HTML5가 어떤 의미를 갖

는지, 그리고 HTML5의 사용처와 그 개방적 지향점에 대한 생각을 더

욱 견고하게 해 주어 독자 여러분의 응용력을 높여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자의 다양한 인문 지식을 배경으로 한 재치있는 사례, 함축적

이면서도 세련된 사고와 문장은 책 읽는 재미를 더합니다.

책 제목은 『웹디자이너를 위한 HTML5』입니다. 원서의 제목 『HTML5 

For Web Designers』를 그대로 살릴 것인지 아니면 국내 실정에 

맞춰 바꿀 것인지를 놓고 잠시 고민했지만 원서 제목에 따르기로 했습

니다. 그 이유는 국내 웹디자인 산업이 좀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에서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웹 분야 종사자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세

련되고 퀄리티 높은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HTML5, Css3를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 웹액츄얼리 북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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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감수자

아무리 웹애플리케이션 시대가 왔다고 하나 웹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은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웹 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HTML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매

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책은 HTML5로 웹 콘텐츠를 의미있고 효율

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이 책이 제시하는 원칙을 통해 

만들어진 웹 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윤석찬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로서 웹 표준 및 웹 애플리케이션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제주대 컴퓨터공학과에서 웹 기술 및 공개 SW를 가르치고 있다. 

오랜 기간 한국 Mozilla 커뮤니티 리더이면서 ZDNet의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channyun

이 책은 현재까지 출간된 어떤 책보다도 HTML5 표준의 역사와 원칙 

그리고 개발 방법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HTML5 마크업이 변화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으며, HTML5에

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캔버스, 비디오, 오디오 부분을 알기 쉽게 표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 당장 HTML5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여 HTML5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

도록 배려했습니다. HTML5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HTML5

의 기본적인 이해를 명확히 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

해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이원석

현재 삼성전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W3C HTML5 대한민국 관심그룹 의장, 

W3C 대한민국 사무국 코디네이터, 모바일 웹2.0 포럼 HTML5 AG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부터 웹서비스, 시맨틱 웹, 유비쿼터스 웹 등에 웹 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

구를 수행했으며, 최근에는 HTML5, 미디어 어노테이션, 디바이스 API 등 웹 애플리케이

션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Wonsuk73



서문

맨디 브라운Mandy brown, 제이슨 산타 마리아Jason santa Maria와 함께 출판

사 A book Apart를 설립했을 때, 우리 마음을 사로잡은 주제는 오직 

HTML5뿐이었습니다. 또한 이 주제를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저자는 

제레미 키스Jeremy Keith 단 한 명뿐이라고 믿었습니다.

HTML5는 웹 표준을 준수하는 디자인 커뮤니티에 웹 폰트real fonts나 

Css3가 출현했을 때보다 더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HTML5는 느

리고 다분히 정치적인 W3C에서 탈피해, 단순한 문서를 넘어 애플리케

이션으로서의 웹을 목표로 하는 웹 디자인 커뮤니티를 흥분시킨 한편 

혼란을 안겨 주었습니다. 

제레미 키스는 DoM과 자바스크립트에 관한 그의 저술에서 보여주었

던 것처럼, HTML5 주제에 관해서도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

다. HTML5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할 표준을 준

수하는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이 신경 써야 할 핵심들을 효과적으로 전

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는 꼭 필요한 만큼의 글과 그림만으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미 HTML5에 관해 다른 책들이 나와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책이 

나올 것입니다. HTML5를 이용하려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을 위해

서 5백여 페이지에 달하는 기술 서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브라우저 제작사들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담은 보다 두꺼운 

비법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도 저와 독자 여러분은 이런 것들

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책은 웹 콘텐츠를 만들고, 감각적이고 의미 있는 웹 페이지를 만들

며, 훌륭한 접근성의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여러분을 위한 책입니다. 

HTML5의 길잡이로서 이 책을 참조하십시오. 이 책의 목표는 빛처럼 

명쾌합니다. A book Apart에서 나올 모든 책들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주제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며, 최대한 빠르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일을 시

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프리 젤드먼 Jeffrey Zel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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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5의 APi는 매우 강력합니다. 완전히 저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 쓰는 것은 저보다 더 똑똑한 개발

자들의 몫으로 넘기겠습니다. APi 내용만 해도 하나의 책 분량

입니다.

그렇지만 HTML5에는 여전히 우리 웹디자이너들을 흥분시킬 

만한 새로운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음 장부터 이런 흥분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리치 
미디어3

웹의 역사는 기술의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HTML에 추가된 태그 중 하나인 <img> 태그는 웹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도입된 자바스크립트는 웹을 보다 동

적인 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Ajax의 확산은 완전한 기

능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의 웹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웹 표준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발전해서 이제는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만으로 거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게 되었

습니다.

그런데 웹 표준이 다루는 범위에는 약간의 빈틈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텍스트와 이미지만을 다룬다면 HTML과 Css만으로

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디오나 비디오를 만들려면 Flash

나 silverlight와 같은 플러그인Plug-in기술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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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이라는 말은 이런 기술들에 정확히 어울리는 용어입

니다. 이 기술들은 웹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온라인상의 게임, 영화, 음악 등에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은 개방되어 있지 않

습니다. 이 기술들은 개방된 개발자 커뮤니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별 회사들이 만든 것이어서 독점적 기술입니다.

Flash는 매우 강력한 기술임에 틀림없지만, 때로는 Flash를 사

용하는 것이 마치 악마와 거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Flash를 

이용하면 웹상에서 리치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독립성 일부를 잃게 되니까요.

HTML5도 점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Flash나 silverlight와 같은 특정 회사의 독점적인 기술들과 직

접적으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HTML5의 리치 미디어 

요소들은 플러그인 형태가 아니라 브라우저에 자체 내장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캔버스 
       

 

Mosaic 브라우저가 웹 페이지 내에 이미지를 포함하는 기능을 

추가했을 때, 이는 마치 웹에 터보 엔진을 단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들은 그때부터 계속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상태

로 남아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움직이는 gif를 만들 수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이미지의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적으로 서버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만 일단 이미지가 브라우저에 의해 처리되고 나면, 그 내용은 바

뀔 수 없습니다.

<canvas> 태그는 이와 달리 동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합니다. 이 태그는 아주 간단합니다. <canvas> 태그를 사

용하려면 다음 예와 같이 여는 태그 안에 치수만 입력하면 됩니다.

<canvas id="my-first-canvas" width="360" height="240">

</canvas>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 어떤 내용을 넣었을 때, <canvas> 

태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그 내용이 그대로 표시될 

것입니다.(그림 3.01)

<canvas id="my-first-canvas" width="360" height="240"> 

 <p>No canvas support? Have an old-fashioned image 

 instead:</p> 

 <img src="puppy.jpg" alt="a cute puppy">

</canvas> 

그림 3.01: <canvas> 태그가 지

원되지 않는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귀여운 강아지 이미지가 보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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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복잡한 모든 작업은 자바스크립트가 처리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할 일은 canvas 요소와 ‘콘텍스트context’를 참조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서 ‘콘텍스트’란 단순히 APi를 의미합니다. 현재

까지 콘텍스트는 2차원만 있습니다.

var canvas = document.getElementById('my-first-canvas');

var context = canvas.getContext('2d'); 

이제는 http://bkaprt.com/html5/11의 HTML5 규격에 정의

된 APi를 이용해 <canvas> 태그의 2차원 평면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2차원 APi는 illustrator와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

는 선 굵기strokes, 채우기fills, 색상 변화gradients, 그림자shadows, 도형

shapes, 그리고 베지에 곡선bezier curves 2 등과 같은 수많은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차이점이라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를 이용하

는 대신에 모든 것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갖고 놀기 : 코드로 그림 그리기

선을 빨간색으로 지정하는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text.strokeStyle = '#990000'; 

이제 이후에 여러분이 그리는 모든 것들은 빨간 외곽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을 그리려면 다음 문법을 사용

하면 됩니다.

strokeRect ( left, top, width, height ) 

canvas의 왼쪽 경계로부터 20 픽셀만큼, 위쪽 경계로부터 30 픽

셀만큼 떨어진 위치에 가로 100 픽셀, 세로 50 픽셀 크기의 직사

각형을 그리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그

림 3.02)

context.strokeRect(20, 30, 100, 50); 

이것은 아주 간단한 예에 불과합니다. 2차원 APi는 fillStyle, 

fillRect, lineWidth, shadowColor 등과 같은 수많은 방법를 제공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illustrator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릴 수 있는 모

든 이미지들은 <canvas> 태그 안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정

말 그렇게 실천하려면 엄청난 수고와 함께 굉장히 긴 자바스크

립트 코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canvas가 진짜 초점을 두

고 있는 부분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림 3.02: 위의 <canvas> 태

그로 그린 직사각형.

1   전체 URL은 http://www.whatwg.org/specs/web-apps/current-work/multipage/ 

the-canvas-element.html이다.

2   벡터 그래픽 이론에서 곡선 부분을 나타내는 방식 중 한 가지. Adobe Illustrator가 대표적

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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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에 관하여

제레미 키스Jeremy Keith는 영국 브라이튼에 

거주하는 아일랜드 국적의 웹개발자입니

다. 현재 Clearleft라는 웹 컨설팅 회사

에 근무하고 있으며 『DoM scripting』과 

『bulletproof Ajax』라는 두 권의 책을 저

술했습니다. 그의 홈페이지는 adactio.

com이며 최근에 수행한 프로젝트는 검색한 음악을 팟캐스트podcast로 만

들어 주는 서비스인 ‘Huffduffer’입니다. 제레미는 웹사이트를 만들지 

않을 때에는 salter Cane이라는 밴드에서 부주키를 연주하곤 합니다. 

His loony bun is fine benny lava!1

 

A Book Apart에 관하여

웹 디자인은 다방면에 관한 넓은 지식과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출판사 A 

book Apart의 새로운 시리즈 총서에 담긴 정신입니다.

A book Apart는 오직 하나의 주제에 대해 자세하면서도 세심하게 편

집된 내용만을 출판합니다. 이번에 제레미 키스Jeremy Keith와 함께 『웹디자

이너를 위한 HTML5』를 출간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1  인도의 마이클 잭슨이라 불리는 베니 라바(Benny Lava)의 노래 중에 ‘My loony bun is fine benny 

lava!’라는 곡이 있다.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영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의미 없는 문장인데 이 제

목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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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매싱 매거진이 세계 유명 웹디자이너, 웹개발자와 공동 집필

글로벌 웹 리더들의 9가지 특강

웹기획자,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 필독서

<스매싱 북>은 글로벌 웹디자인 커뮤니티 ‘스매싱 매거진’이 세계 유명 웹디자

이너, 웹개발자와 함께 집필한 모던 웹디자인에 관한 최고의 실용서이다. 코딩 

분야의 테크니컬 팁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Css레이아웃, 웹 타이포그

래피, 컬러 사용 가이드, 웹사이트 성능 최적화, 전환율 높이기, 주목받는 웹사

이트를 만드는 웹디자인 브랜딩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지

막 챕터에서는 ‘스매싱 매거진’이 글로벌 웹디자인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회사로 성장하기까지의 히스토리를 들려준다.

글로벌 모던 웹디자인 트렌드 한방에!! 

스매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