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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터넷환경에서 Active-X 등 비표준 기술은 인터넷 비즈니스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이 정책적으로 요구된다. HTML5 기반 융합 기술은 특정 플랫폼이나 디바이스에 종속되지 않고 사용
자, 디바이스, 네트워크 및 응용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웹 표준으로 다양한 인증기술, 보안 및 웹 앱 게임 등 인터넷
과 기존 산업이 융합된 형태의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웹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국내 웹 개발자들의 웹표준 준수 및 웹개발 전문성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
다.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방향 및 소프트웨어 인력 자원 양성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웹 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융복합 산업의 지원 정책 수립,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웹 표준, HTML5, 웹 전문성, 웹산업 경쟁력, 디지털 융합 산업

Abstract  Recently, non-standard techniques of web like Active-X caused not only user inconvenience but also 
barriers to the business of Internet. The government recognized that the serious environmental situation of using 
Internet is needed to be improved. Especially, HTML5 convergence technology is meant to be a specific 
platform over the devices, users, and systems. It also means web standards to support more creative business 
service model and emerging market. In this paper, we performed a survey on Web standards compliance and 
web development professional level of domestic web developers. In addition, we present the basic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of software and software-positive human resources policy, that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Our study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construct policies to support digital convergence 
industry and to strengthen technical assistance and expertise to build training programs for the spread of global 
Web standards (HTM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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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웹기반 서비스는 융·복합 서비스 환경으로 진화

하고 있으며 HTML5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미래형 융·

복합 서비스 제공을 한 핵심 인 웹 표 기술이다[1]. 

특히 차세  ICT 핵심요소  하나인 HTML5 융합기술

은 특정 랫폼이나 단말 환경에 종속되지 않는 웹표  

기술을 이른다. HTML5에 기반한 다양한 인증기술, 보안 

 웹 앱 게임 등 인터넷과 기존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 모델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웹 랫폼으로, 사

용자, 디바이스, 네트워크  응용환경을 지원하기 한 

미래지향  기술로 세계 으로 큰 각 을 받고 있다[2].

HTML은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를 한 유일한 크로

스 랫폼이며 OS만큼이나 다양해진 스마트 디바이스를 

소비자 입장이나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디바이스로 속

하더라도 같은 화면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3,4].

이러한 로벌 웹 환경 트랜드에서 IT 강국인 우리나

라는 웹호환성에 있어서의 문제  인식과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5]. 특히 Active X 등 비표  기술의 만연

으로 인해 래되는 이용자불편  인터넷 비즈니스의 

장애 요인 제거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의 필요성

이 두되고 있다. [Fig. 1]은 HTML5 기반의 웹 응용추

세를 보여 다[5].

[Fig. 1] HTML5 based Web Applications

HTML5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웹 라우  사용 시 

반드시 필요한 ‘액티 X(Active X)’없이, 그리고 래시

(Flash)나 실버라이트 없이도 동 상 재생과 그래픽 등 

동일한 기능들을 구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이다. 

기존에는 웹 사이트 등에서 동 상이나 음악 등의 미디

어를 이하기 해서는 래시나 자바 등이 필수 으

로 필요하고, 이런 이유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과 같

은 애  디바이스를 통해 웹서핑을 하는 경우 많은 불편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HTML5 등장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 액티  X 등을 설치하고 제거하는 등 

웹 사용에서 오는 피로도가 격히 어들었다[6].

이처럼 HTML5의 가장 큰 장 은 ‘호환성’이라 할 수 

있는데, MS의 밥 무 라이그가 “HTML is the only true 

cross Platform solution for everything”라고 인정한 것

과 같이, 하게 된 것은 HTML5의 혜택이다[7]. 이는 동

상, 음악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등의 콘텐츠 서비스에서

도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구 의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OS를 포함

한 재 부분의 웹 라우 들은 HTML5 호환을 빠르

게 진행 이며, 인터넷 익스 로러 역시 익스 로러9부

터 이를 용하고 있다. IT산업의 랫폼화 략에 있어

서도 HTML5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통하고 있다[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웹 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융복합 산업의 지원 정책 수립을 해 국내 웹개발 문

성 수   웹 산업 황을 고찰하고 국내 웹 개발자들의 

웹 표  수  웹 개발 문성 수 에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 다.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

로 정부의 소 트웨어 정책방향  소 트웨어 인력 자

원 양성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2. 국내 웹기반 서비스 기술 수준현황

2.1 국내 기술 수준 현황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국내  해외 100  민간 사이트를 상으로 ▲멀티 라

우  지원 ▲ActiveX 사용 실태를 조사한「2013년 웹 호

환성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9,10]. 

웹 호환성 실태조사 결과, 국내 멀티 라우  지원 사

이트는 22개(‘12년 17개 → ’13년 22개)로 년 비 5개 

증가하 으며, ActiveX 사용 실태의 경우, 100  사이트 

 ActiveX를 사용하는 사이트는 75개로 년 비 5개 

감소(‘12년 80개 → ’13년 75개)하 다.  멀티 라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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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여부는 3종 이상의 라우 에서 웹사이트의 정상작동 

유무  화면깨짐 등을 조사하 다[11]. 

국내 웹사이트의 호환성은 년 비 개선되었으나, 해

외 100  사이트  91개가 3종 이상 라우 를 지원하

고 있는 에 비교하면 아직도 IE(Internet Explorer) 종

속성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은 국내

외 웹사이트지원 라우  황표를 나타낸 것이다.

 

support status of browsers in 100 international 

domestic websites

IE Chrome Safari firefox opera

domestic 100 24 21 21 11

international 100 93 80 90 62

<Table 1> support status of web browsers

분야별 멀티 라우  지원 사이트는 커뮤니 이션 6

개, 인터넷서비스 4개, 융·비즈니스·생활/  3개, 엔

터테인먼트 2개, 포털 1개, 쇼핑·미디어·교육 0개 등으로 

나타났다. ActiveX를 사용하는 국내사이트의 경우 차 

감소하고 있으나, 해외의 경우 동일기  용시(로그인

, 미디어재생 로그램 제외) 100  사이트  35개 사

이트만이 ActiveX를 사용하고 있어 여 히 격차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기능별 ActiveX 사용의 경우 보안(27.4%), 인증

(18.8%), 결제(15.1%) 등 융․결제 련 기능에 사용되

는 ActiveX가 약 61%를 차지하 다. 반면, 해외의 경우 

ActiveX는 주로 멀티미디어(46.9%), 자문서(32.6%)에

서 사용되며 국내와 달리 결제(0.0%), 보안(0.9%), 인증

(1.7%)에서는 사용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year

market size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market size of 

internet in USA
34,457 41,003 49,571 58,515 67,888 76,620

market size of 

social media in 

USA

1,590 2,119 2,760 3,453 4,217 4,995

market size of 

social media in 

Korea

300 500 700 800 900+ 1000+

* Forester Research Social Media Forecast, 2011 to 2016

<Table 2> Markets of HTML5 based web service
(unit: US$ millions)

  

기능별 ActiveX 사용수(국내) : 보안 477개(27.4%), 인

증 327개(18.8%), 결제 262개(15.1%), 멀티미디어 281개

(16.1%), 게임 144개(8.3%), 인터넷기술 67개(3.9%), PC

제어 54(3.1%), 일처리 46개(2.6%), 기타 82개(4.7%)등

으로 나타났으며 카테고리별 사용 황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결제  멀티미디어 기능이 많이 사용되

는 포털분야에서 ActiveX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17.9%, 

311개), 결제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쇼핑 분야가 그 뒤를

(12.8%, 223개) 이었다[10].

분야별 ActiveX 사용수(국내) 는 포털 311개(17.9%), 

쇼핑 223개(12.8%), 미디어 211개(12.1%), 엔터테인먼트 

200개(11.5%), 융 177개(10.2%), 교육 164개(9.4%), 생

활/  159개(9.1%), 비즈니스 140개(8.0%), 커뮤니 이

션 88개(5.1%), 인터넷서비스 67개(3.9%) 등으로 나타났

으며 한, 3종 이상의 멀티 라우 를 지원하여 웹 호환

성을 높인 22개 사이트  63.6%(14개)가 ActiveX를 5개 

이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ActiveX 사용과 

멀티 라우  지원은 반비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12].

미래부는 이번 웹 호환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개선 책에는 멀티 라우  환 지원, 웹 호환성  개

방성 가이드라인 마련, 오 뱅킹 확   ActiveX 체

기술 컨설 , ActiveX-Free 공인인증기반 구축, HTML5 

공통모듈 개발  웹 표  자가진단 도구 보 을 통한 웹

표  확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13].

2004년 W3C가 HTML 표 화를 요구하는 라우  

제작사들의 제안을 거 함에 따라, Apple, Mozilla, Opera

가 WHATWG(Web Hypertext Application Technology 

Working Group)를 발족하여 HTML을 진화시키는 기

를 마련하 다[14]. 이후 2007년 W3C는 HTML5 제정 

력을 발표하고, 이듬해 2008년 비로소 HTML5가 W3C 

안으로 최  공개되었고, 이에 한 세부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2009년에는 WHATWG가 HTML5 최종안을 

제안하고, 이후 W3C는 이에 한 표 화 작업을 진행 

이다[14].

향후 HTML5와 련된 국제 표 화는, 기업체의 기술 

개발 속도와 W3C의 표 화속도 간 차이를 해결하기 

해 먼  주요 라우  개발사가 주축을 이루는

WHATWG를 통해 신속한 웹 표 화를 진행하고, W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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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정 시 의 WHATWG의 결과물을 근거로 안정화 

주의 표 화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표 화 방식이 변경

될 계획이다[15].

국내에서는 TTA 웹 표 화 원회(PG605)를 심으

로 유비쿼터스 웹, 비디오 웹,모바일 웹, 리치 웹  소셜 

웹 등의 분야에서 표 화작업이 활발히 진행 이다[15]. 

W3C HTML5 Korea Interest Group이 신설되고

(2010.11), 이를 통해 국내 표 화 요구사항  향후 응용 

련 확장 표 화 논의를 본격 으로 시작하 고, 이와 

함께 ITU-T, MPEG, WAC, OMG 등을 활용한 응용분야

에서의 표 화도 함께 추진 이며, K-Apps는 국내 이

동통신사를 통해서 이미 2011년 8월에 이미 상용화를 하

다[9]. 그리고 MOIBA 산하의 모바일 웹 포럼  

K-Apps 표  포럼을 통해서도 HTML5 련 표 안이 

지속 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후 이를 TTA에 제안해 

표 으로 제정하는 차를 밟고 있다. , 모바일 웹 포럼 

산하의 소셜 네트워크 워킹 그룹이 2012년 6월에 출범하

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연동표 을 개발 에 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Web CryptoKorea Community가 모바

일 웹 포럼 산하로 출범하기도 하는 등 HTML5와 련

한 표 화 작업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

도 지난해에는 TTA 양방향 방송 표 화 원회(PG804)

에서 웹기반 스마트 TV 랫폼 표 화를 시작하 고

(2012), TTA 웹 표 화 원회(PG605) 유비쿼터스 웹 응

용 실무반(WG6052)에서는 Web과 TV와 련된 표 화 

 디바이스 API 련 표 화를 재 추진 에 있다

[17]. 이동통신사(SK텔 콤, KT, LG U+), 제조사(삼성

자, LG 자), 포털(네이버)  SW기업(안랩, 인 라웨어, 

인크로스, 투비소 트 등) 등 HTML5를 선도 으로 활

용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주요 기업과 유  공공기

(ETRI, KISA, TTA)이 함께 참여하여, HTML5를 기반

으로 하는 융합산업 진흥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ActiveX 등 비표  기술의 만연으로 인해 래되는 이용

자불편  인터넷 비즈니스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국

내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한 정부 정책을 지원

할 정이다[18].

2.2 해외 기술 수준 현황 및 표준화 트랜드

해외에서는 웹 랫폼에 한 심이 커지면서 EU 

심의 webinos, 모질라 재단이 주도 인 Boot2Gecko 등

의 웹 OS 형태의 모바일 S/W 랫폼 개발이 활발히 추

진 이다. 웹OS와 같은 시스템 응용은, HTML5와 RIA

랫폼을 상호보완 으로 인식하고 있어 HTML5를 포

함한 웹 기술은 다양한 응용서비스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 세계 으로 유수의 라우  업체들

이 이미 HTML5 개발에 력하고 있는 가운데, 자사의 

라우 에 HTML5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도 늘고 있다. 

우선 경쟁기술인 실버라이트를 먼  선보인 MS(마이크

로소 트)에서도 HTML5 지원에 동참하고 있으며, 래

시 개발사인 어도비(Adobe)에서도 자사의 웹 작도구

인 드림 버 신제품에 HTML5 편집기능을 포함시켰다[16].

이 외에도 HTML5에 한 업계의 심과 공식  행

보의 표 인 사례로 애 이나 구 , MS, 오페라 등을 

들 수 있다. 먼  애 은 W3C HTML WG의 공동의장으

로 활동하면서 HTML5 표 화에 극 동참하고 있는데, 

자사 제품에 래시 사용을 제외하고 HTML5사용을 

극 지원하고 있으며, 사 리 개발자 센터를 통해 HTML5 

데모  가이드를 서비스하고 있다[16]. 구 은 그동안 

연구개발을 해온 웹앱 툴킷인 구  기어스(Google 

Gears)를포기하고, HTML5에 집 할 것을 선언함과 동

시에 업계 최 로 HTML5 기반의 유투  동 상 서비스

를 시작했다. 한편 MS는 IE9에 HTML5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고 IE3의 TestDrive 사이트에 HTML5 역을 제

공하 다[18]. 오페라 한 오페라 개발자 센터를 통해 

HTML5 데모  가이드를 제공 이다[18]. [Fig .2]는 

웹 표  기술의 발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Fig. 2] Techniques of web standard

2.3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속도로 진화해가는 웹발 의 세계

인 흐름에 따라 국내 웹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 등

을 해 국내 웹 개발자들을 상으로 웹 개발 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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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 진단 설문조사를 추진하 다. 이를 하여 설

문 문항지를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웹 개발자 

문성 수 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문성 수  결정요

인을 분석하여 웹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 방향제시

를 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과거 웹 개발은 그  데스크탑 컴퓨터의 라우져에

서 보여지는 홈페이지를 한 작업이 부분이었지만, 

재 모바일 디바이스의 발 과 스마트폰의 확산에 힘입

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속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이

상 웹은 데스크탑 컴퓨터의 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국

내 웹 환경의 진화를 해서 다양한 멀티 라우 가 지

원되는 웹표 과 HTML5기술을 이용한 웹개발을 장려

하는 것이 장기 인 국내 웹 산업 경쟁력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고려된다.   해외 사례에서도 부분의 조사결과

가 모바일앱 개발시 HTML5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

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을 기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국내 웹 환경은  여 히 인터넷 익스 러러

와 액티 -X 환경의 유율이 우세하여 데스크탑 환경

에서의 HTML5 기술 용에 어려움이 많지만 차 개선

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웹 기술의 발 을 하여 우선 

모바일 환경에서 최신 웹표  기술을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국내 웹 기술 문가 양성과 세계 웹 경쟁력을 해서 

최신 W3C 웹표 의 한 화  재/보수교육 등을 정책

으로 지원하여 웹  ICT 융합 산업 활성화의 유무형

인 인 라 확산을 한 장기 인 지원 정책의 수립이 필

요하다[19]. 따라서 다음 [Fig. 3]에서 보여지는 조사단계

를 거쳐 웹표  수  웹개발 문성 수 에 한 연구

를 진행하 다. 

[Fig. 3] Process of research 
 

1) 1단계 : 웹 개발 문성 조사를 한 사 조사  

해외 사례 분석  

2) 2단계 : 표본 추출 방법 검토  조사 상 선정

3) 3단계 : 설문수행  자료 검수 조사표 입력

4) 4단계 : 조사결과 분석  시사  도출

[Fig. 4] Process of Questionnaire development 

3. 표본 설계

3.1 표본 설계 방법

한국정보통신진흥 회의 2013년 ICT 인력동향 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ICT 소 트웨어 련 기술연

구직 종사자수는 55000명 추정되고 있다[17]. 그  웹 사

이트 구축 련 기업은 1000여개이며 웹 개발 련 직원

수는 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표본 설계를 하여 웹 개발 

련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여 ∘ ∘소규

모로 기업으로 나 어, 각 그룹별로 추정량의 정도를 높

이고 한 시간과 경비를 약하기 해 층화랜덤추출법

(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표본을 추출하 다. 

표본 설계의 층화는 기업체의 인력규모 기 이다. [Fig. 

4]는 설문문항 개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3.2 표본 추출

웹 개발 련 기업의 직원 수로 그룹을 구분하여 기

업, 기업, 소기업으로 층화, 각 그룹별로 추정량의 정도

를 높이고, 한 시간과 경비를 약하기 해 층화랜덤

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1)으로 표본을 설계

하 으며 표본 추출은 기업의 규모 그룹별로 층화하여 

각 층별 분산을 고려하지 않고 각 층내의 사  정보가 없

으므로 각 층별로 비례배분2)으로 표본 추출하 다.

1) 층화랜덤추출: 모집단을 동질적인 몇 개의 층(strata)으로 나
눈 다음, 각 층에서 단순랜덤추출법을 적용.

2) 비례배분: 각 층 내의 변동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거나 혹은 
모든층에 대하여 층내변동이 같다고 판단될 경우, 각 층의 
크기에 비례하게 표본을 배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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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표본 규모의 결정

표본 규모는 신뢰수  95%, 허용오차 5%에서 총 514

명 규모로 다음 표와 같이 결정되었으며 표본 크기 계산

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비례배분으로 결정되었다. 

<Table 3>은 표본 크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 총표본의 크기  

․ 체 모집단의 크기: 

․ 층의 모집단의 크기:   

․ 번째 층의 표본크기는

     


  ⋯  

Size of 

Enterprise

No of 

Enterprise

No. of 

Employees



rate per 

size

(

 )

No of 

sample

 

Big Enterprise

(10000～)
46 11596 0.53 265

Medium 

Enterprise

(300～10000)

50 3475 0.16 79

Small Enterprise

(300～)
465 6800 0.31 155

total 561 21871  1 514

<Table 3> Result of sample size

 

3.4 모비율 추정식과 표본오차 공식

표본 조사에 의해 나타나는 표본 평균값의 차이를 표

본 오차라 하며 모비율의 추정  표본 오차 공식은 다음

과 같다.

①  


⋯



단, 는 번째 층에서 추출한 표본의 표본비율

②  


 






 




③  





 






  




④ 95% 신뢰구간: ±


4. 설문조사 결과 분석

4.1 설문 조사 결과

웹 개발언어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Java 35.8%, 

JavaScript가 27.8%의 순이며 웹 개발시 사용하는 

JavaScript 라이 러리는 49.6%로 JQuery가 압도 인 

것으로 설문결과가 도출되었다. 웹 개발 시 상으로 하

는 단말에서 Desktop의 유율이 50.6%,, Smart Phone

은 30.09%, Tablet은 13.39%로 나타나 모바일 단말기기

를 상으로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HTML5를 극 으로 사용하는 개발자는 

20.4%이며,  사용하지 않는 개발자의 비율이 25.7%

로, 향후 극 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55.3%로 응답자의 반이상이 HTML5 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ML5 사용해야하는 이

유로 다양한 랫폼 지원(26.83%), 개방형 표 (25%), 언

어의 익숙함(20.0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요하

다고 생각되는 기능으로 Realtime Communications (18.58%),  

CSS Flexible Layout(13.6%), Web Components (12.73%), 

Data(WebSQL, IndexedDB)(11.86%)로 요약되었다. 모

바일 앱 개발시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Native code는 

불과 8.7%에 불과했고, 부분 WEB(HTML5&JavaScript) 

(33.46%), Hybrid(WEB+Native)(36.17%)를 선호한다. 

Hybrid 앱 방식을 통해 상되는 비용 감소로 부분 

10~40% 정도가 될 것으로 응답하 으며 해외 설문조사

(Telerik 2014 Survey)에서 조사된 개발자들에 비하면 

기 치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웹 개발과 련해서 주기

인 재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응답자가  69.5% 으며 재교육

을 받는데 있어서 시간 문제(48.43%), 산 문제(25.67%), 

교육과정의 부재(21.79%)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설

문결과가 요약되며 ‘재교육의 어려움이 해결된다면 응답

자의 94.2%가 극 으로 재교육을 받겠다고 응답하여 

교육과정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 개발시 표  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발자

는 무려 90.86%로 다수의 웹 개발자들은 웹표  수

의 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W3C에서 발간된 웹 표

문서  기술동향에 해서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

자는 약 30%정도에 이에 한 국내버 의 문서지원에 

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 표  정착을 

해 정부 차원에서 가장 시 한 것은 웹표  문서 한 화 

 교육지원이라고 응답자의 47.2% 가 답하 다.

4.2 설문결과 분석 및 시사점

국내 웹 개발자들의 웹 기술의 수 은 다양성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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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두드러지게 제한되어 재 Java와 Jscript 주의 

개발을 하고 있고 라이 러리의 활용도 JQuery에 큰 비

으로 국한되는 상을 보이고 있다. 지속 으로 새로

운 라이 러리가 등장하고 개선되고 있지만 국내의 웹 

개발 실은 JQuery 하나에만 치 되고 있어 보다 다양

한 라이 러리를 직  개발하고, 개선하여 웹 기술 경쟁

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한 국내 웹 개발자들의 제한된 웹개발 문성 수

은 웹개발과 련된 재교육 혹은 보수교육의 부재로 웹

시장 활성화  ICT산업 수  향상이라는 정책 인 차원

에서 지원제도가 필요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웹 표  수에 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W3C에서 발간된 웹 표 문서  기술동향에 한 정보

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웹 개발 문성 

수 의 향상을 해서는 웹 표 문서  기술동향에 

한 한 화된 문서의 작성  제공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빠르게 변해가는 다양한 랫폼의 웹 환경에 한 기

술을 극 으로 발 시키기 해서는 HTML5의 극

인 확산이 필요하며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 비율이 더

욱 증가할 것으로 기 되는 국내 모바일 환경에서는 

재 익숙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다양한 랫폼을 지원한다

는 장 으로 HTML5의 치는 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설문 분석 결과 알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 웹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로 순수 HTML5 기술로 개발된 

앱이고, 두 번째로 하이 리드(HTML5+ Native) 앱으로 

순수 Native 앱의 상은 차 작아지는 추세이며, 많은 

개발자들이 모바일 앱 개발시 HTML5 기술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 인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어진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 웹 개발자들의 웹 표  수 실정

과 웹 개발자의 웹 표  련  문성 수 에 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 다. 설문조사 분석 결

과, 국내 웹 환경은 특정 라우 에 한 종속률이 높은 

편이며, 부분의 웹 개발자들은 웹표  수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있으나 개발에서의 용과 HTML 5기술 도

입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력양

성 정책에 웹표  련 기술이 포함되지 않고 있음이 드

러났다.

따라서 정부와 정보통신 유 기 들은 향후 정책 수

립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수요기술 기반을 로벌 웹표

 트랜드에 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한 정부의 

웹 융합 산업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웹과 웹

앱 기술 선 을 하여 국내 웹 개발자들의 보수교육과 

인력양성 정책의 을 HTML5 에 기반하는 웹 표 기

술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웹 앱 랫폼의 경

제성, 네트워크 가치성을 고려했을 때 웹표  기술 수 

 웹표  기술 인력 양성이 4차 산업 명에 응하는 

략  정책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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