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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서문

H

TML5가 가장 뜨는 키워드였던 것도 벌써 한두 해 전, 마치 과거의 일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HTML5는 너무나 당연한 기술이 되었고, 이제 웹에서 새

로운 웹사이트를 만든다거나 웹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HTML5를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HTML5 표준화가 진행 중이기는 하
지만, 반드시 익혀야 하는 웹 기술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여름 WWDC에서 아이폰이 처음 발표된 이후, 모바일 플랫폼의 인
기는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iOS 플랫폼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플랫폼도 비약
적으로 성장해 최근 국내에서는 iOS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
다. 비록 강력한 선두 업체에 끼지는 못했지만, MS와 RIM도 모바일 플랫폼 경쟁
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성도 Tizen 프로젝트의 핵
심은 HTML5가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HTML5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HTML5/CSS3로 발전 중 웹과 모바일 플랫폼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완
전한 웹 앱은 아니더라도 일부가 웹 플랫폼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앱을 만
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책은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동작하는 웹 앱 또는 하
이브리드 앱을 만들고자 할 때 필요한 모든 기초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1부에서
는 HTML, CSS, Javascript, PHP, MySQL 등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과 서버 프
로그래밍에 이르기까지 웹 개발의 기초를 모두 다루고 있으며, 2부에서는 iOS/안
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직접 전자책과 모바일 앱을 만드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역자 서문

이미 모바일 앱과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HTML5를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
습니다. 아직은 브라우저마다 동작도 조금 다르고 표준화가 완벽하지 않아 아쉬운
부분도 있고, 네이티브 앱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
이 지날수록 차츰 개선이 이루어지면 네이티브 앱의 수준을 많이 따라잡을 것임이
분명하고,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플랫폼까지 고려한다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지
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기초를 든든히 익히시
길 바라며, 네이티브 앱을 능가하는 멋진 웹앱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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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소개 및 후기

박세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
았다. 맥에 대한 애정으로 개발자가 되어 수년째 iOS/OS X 앱 개발자로 살아가
고 있다. 현재는 안랩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이며, 맥/iOS 개발자 커뮤
니티 OSXDEV 운영진이다.

책을 번역할 때마다 매번 많은 분의 도움을 받게되는데, 이 책도 예외는 아니었습
니다. 먼저 함께 번역하느라 수고한 김정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빈둥대는 제가 도
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성실함을 보여주셔서, 책 번역이 빨리 끝날 수 있었습니다. 오
로라 플래닛이 언제나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제가 개발자로 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선배님들께도 감사를 전합
니다. 민트 기술의 수용님, 허들북스의 성관형, 초코바지 재하형. 덕분에 많은 것들
을 배우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멋지게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진형, 민석. 늘
고맙고 함께 즐겁게 일할 날이 빨리 오길...
책이 완료되기까지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고 신뢰해준 지앤선 출판사의 모든 분께
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고마운 아내, 사랑하는 소영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역자 소개 및 후기

김정

현재 오로라플래닛 대표이며, 맥/iOS 개발자 커뮤니티 OSXDEV 운영진이다. 고려
대학교에서 전자 및 정보공학을 전공하고, 윈도, 리눅스, 솔라리스, 맥 기반 멀티
플랫폼에서코어 엔진을 설계하고 개발했다. 특히 다양한 IP 기반 멀티미디어 프로
토콜에 대한 전문 경력을 쌓아왔다. LLVM 비공식 에반젤리스트를 자청하고 다니
며, 최근에는 맥 기반 솔루션과 iOS 앱 개발 관련 번역/저술/컨설턴트/외부 강사
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 책은 해마다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는 개인 프로젝트의 세 번째 결실입
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구박을 받아가면서 묵묵히 마무리까지 함께해준 박세현 군
의 도움이 컸습니다. OSXDev 운영과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하면서 힘들었지?
책이 나오기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지앤선 출판사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멋쟁이 김지영 이사님과 든든한 후원군 김대현 대리님께 애정이 어
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율이 봐주시는 어머니와 새벽마다 고생하는 사랑하는 와이프, 장난
꾸러기 첫째 하나, 홍콩으로 이사를 간 동생 진이까지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늘 한
결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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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여

이

책 “iOS 와 안드로이드를 위한 HTML5”는 HTML5, CSS3와 같은 최신 기

술을 사용하여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위한 웹사이트나

독립 웹 앱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기존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
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책에서는 HTML5와 CSS3뿐만 아니라 JavaScript,

MySQL, PHP와 같이 함께 사용하는 기술들도 가르쳐준다. 비록 iOS용 애플리케
이션은 Objective-C로 작성되어야 하고 안드로이드는 Java를 사용해야 하지만, 필
요한 코드는 책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므로 이들 언어를 배울 필요는 없다. 대신,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처럼 돌아가는 고급 웹사이트, 웹앱,
독립 애플리케이션을 웹 기술을 사용해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제공하는 것들
1부는 책의 1장부터 8장까지다. 1장에서는 HTML 4.01의 기본원칙을 배우고, 2
장에서는 재미있고 폭넓은 튜토리얼과 함께 제공되는 넘쳐나는 예제와 스크린샷
을 통해 HTML5를 배운다. 그 다음 3장에서는 CSS를 설명하고, 4장에서 CSS의
최신 버전인 버전 3의 강점을 보여준다. HTML과 CSS 기술을 숙지한 뒤, 5장부
터 7장에서 HTML과 PHP 언어를 기초에서 시작해 언제든 필요하면 바로 프로
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배울 것이다. 마지막 8장에서는 PHP를 지원하는
MySQL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이를 통해 요즘 웹 인프라스트럭처

이 책에 대하여

의 대부분의 근간을 이루는 Ajax 통신 프로토콜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측 모두를 다
룰 수 있게 될 것이다.
2부, 9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새로 배운 지식을 사용하여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사
이트와 웹 앱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운다. 3부는 iOS와 안드로이드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소개하고, 2장의 웹 앱을 독립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애플

과 구글의 앱스토어에 배포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 책에 포함된 것들과 포함되지 않은 것들
이 책은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위한 가장 멋진 웹사이트, 웹 앱,
독립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iOS의 Objective-C와 안드로이드의 자바, 강력하고도 굉장히 복잡한 두 프로그래밍
언어의 튜토리얼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책의 웹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와 직접 소통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래퍼에 표준 HTML 웹사이트와 웹 앱을 던져넣기만 하면 된다. 물론, 속도감 넘치는
레이싱 게임과 같이 최고의 성능이 필요하다면, 네이티브 앱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
나 속도가 최우선이 아니라면, 이 책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책에서 설명한 기법이 표준 웹 기술을 사용하므로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

코드 라이선스
이 책에 있는 코드는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이 책을 언급하지 않고 수정해도 된다(물론, 책을 언급해주면 더 좋다).

웹사이트
이 책의 웹사이트(http://html5formobile.com)에서 모든 예제와 필요한 래퍼 코드
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책과 McGraw-Hill 전문 서적의 예제와 코드를 www.
mhprofessional.com/computingdownload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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