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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C/S(Client/Server) 환경이 대세를 이루던 IT 환경이 웹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급속히 

이전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현재 웹은 HTML5라는 새로운 표준을 통해 가볍고, 강력하며, 플러그인 

없는 열린 표준 환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 책을 골라든 독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플래시나 ActiveX를 이용하여 

구현하던 기능들을 HTML5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아직 HTML5 명세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IT 전문가부터 일반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HTML5에 거는 기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더군다나 모바일 환경의 확산과 모바일 브라우저들의 발 빠른 HTML5 지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바일 앱의 형태로 구현되는 경지에 이르렀다. 웹 개발자라면 이미 HTML5는 피해 

갈 수 없는 대세이자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주요 기술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

HTML5에 거는 기대는 아마존이나 국내 온라인 서점 등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각종 

HTML5 도서의 수만 헤아려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미 다양한 도서들이 

HTML5의 풍부한 기능들을 활용한 화려한 예제와 기법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들 

도서를 통해 여러분은 얼마든지 HTML5의 새로운 기능들을 만끽할 수 있다.

무언가 새로운 언어를 학습할 때는 예제를 따라 하거나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 방법의 효율성은 아주 

오래전 C 언어의 Hello World 예제를 통해 익히 증명된 셈이다. 오죽하면 

일선에서는 “Hello World 예제를 구현해 봤다면 이미 그 언어를 마스터한 

것이다”라는 농담도 존재할까.

옮 긴 이 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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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책은 HTML5를 이용한 실용성 높은 예제를 제공하여 

여러분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책은 아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이제 막 HTML5에 관심을 두고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이 

책은 제자리에 내려놓고 다른 책을 살펴보기를 권한다.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HTML5와 CSS3의 명세를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는 데 있다. 즉,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HTML5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낼 수는 없겠지만, 다른 도서를 참고하며 이 속성에 대입할 수 있는 

다른 값은 무엇인지 궁금해하거나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잘 동작하는 

예제가 왜 IE에서는 동작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을 때 꺼내어 볼 

수 있는 책이라는 뜻이다. 

시중에 출간된 도서들이 공인 영어 시험에서의 고득점을 위한 지침서라면 이 책은 

영어 사전이나 영문법 도서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역자가 보기에도 

이러한 레퍼런스 스타일의 도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출간되는 듯하다. 그렇기에 더욱 

여러분의 책장 한 자리를 차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며, 모쪼록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HTML5와 CSS3를 학습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이 책을 번역하며 미처 알지 못했던 HTML5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기회를 

만들어 주신 제이펍 장성두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한여름 주말에 번역에만 매달린 

남편과 아빠 덕분에 제대로 된 피서 한 번 즐겨보지 못했음에도 아무런 불평 없이 여전히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 아내 지영과 딸 예린이, 아들 은혁이에게도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늘 바쁘다며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 못난 아들 걱정에 마음 편하실 날이 없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역자 장현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