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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HTML5는 HTML의 완전한 5번째 버전으로 월드 와이
드 웹 (World Wide Web)의 핵심 마크업 언어이며, CSS
는 마크업 언어가 실제 표시되는 방법을 기술하는 언어
이다. 또한, W3C의 표준언어로 레이아웃과 스타일을 정
의할 때의 자유도가 높다. 2011년 이후로 스마트폰 판매
량이 극적으로 증가하였고, 현 시점인 2019년에는 IT시
대로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중화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 중 하나인 IoT(Internet of Thing)
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사물인터넷이
란 모든 사물을 연결해 상호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
하는 지능형 인프라로 인간중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HTML5와 CSS3 기반의 고객 개개인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중심으로 한 IoT 서비스 판매 반응형 
웹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SWOT분석과 프로토타입 
개발방법론을 사용하여 시제품을 구축하였다. 
 

2. 요구분석

2.1 동종업체 비교분석

  동종 관련업체 3개 사이트를 비교한 결과 , 코튼캔디
[1]는 디자인이 너무 화려하며, 로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사이트 이름에서 목적성을 찾기 어렵다. 홈
앤서비스[2]는 마우스를 움직일 때 마다 사이드 창이 나
온다. 위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잦은 불편함을 느끼고 
또한 사이트를 들어가면 자동으로 실시간 문의창이 나오
는데, 그것 또한 사용자에게 번거로움을 줄 수 있다. IC
뱅큐[3]는 대체적으로 너무 난잡하고 배너가 너무 많아 
다소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형성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단점을 제외한 코튼캔디[1]의 전문적 느낌이 드는 디
자인과 홈앤서비스[2]의 고객만족 중심 서비스, IC뱅큐[3]
의 다양한 고개맞춤 서비스 등 장점을 중심으로 개발하
고자 한다.

2.2 SWOT분석

  현 사회의 IoT제품을 판매하는 웹 사이트들[1][2][3]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사이트를 SWOT분석을 한 결과 전 
세계 스마트 폰 수요 증가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광범
위해진 IoT제품의 시장성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준에서 
안전성과 신뢰성, 편의성을 주는 제품을 만들어 강점을 
기회로 잡을 수 있다. 위협에서 IoT경쟁사의 증대는 곧 
유사 웹이 등장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기존 아이템과는 
다르게, 기존 단가보다는 낮게 측정하여 사용자 개개인
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차별성을 두고 강점으로 위협을 
피할 수 있으며, IoT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개개인 만족
도를 위해 시장성이 증가한 만큼 새로운 인재들을 뽑아 
주문제작이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고객을 우선 하는 차별
성 있는 웹을 제작하여 약점을 기회로 만든다. 마지막으
로 경쟁사 사이트의 위협을 개개인의 만족도를 충족하는 
제품으로 상쇄한다.

▶▶ 그림 1. SWOT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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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현재 전 세계 인구 76억명 중 스마트폰 사용자는 70%이상으로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어 집이든 밖이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HTML5와 CSS3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 중 하나인 IoT기술로 만든 제품을 주문받고 

설치해주는 반응형 서비스판매 웹을 구성하고자 한다. 기존 웹과의 차별성과 고객 개개인의 만족도를 위해 제품판매 뿐만 아니

라 주문제작 가능도 구현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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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단계

  그림 2는 IoT 제품을 주문 받고 제작 및 설치해주는 

흐름도이다. 그림3은 IoT 서비스 웹사이트의 메인화면의 

스토리보드를 나타내고 있다.

▶▶ 그림 2. 제품주문 알고리즘

4. 구축(시제품)

  그림 4는 PC환경의 메인화면 시제품을 나타내고 있으

며, 그림 5는 모바일화면의 주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 그림 4. 시제품 메인화면 ▶▶ 그림 5. 시제품 모바일화면

  그림 6은 메인화면을 구현한 소스코드이다. 메뉴는 상

단 메뉴 5개 및 하위 메뉴를 id로 연동시켰으며, 메인이

미지는 banner라는 id로 연동 시킨 후 css에서 사이즈 및 

이미지경로를 첨부하였다 그리고 상품이미지는 div로 
box크기를 조정 후 해당 이미지를 첨부하였고 위 이미지

들은 GIF형태로 상품이미지를 여러 개 보여주는 애니메

이션 효과를 가지고 있다.

메뉴
<nav id="nav">
<ul>
<li class="current">
<a href="index.html">Home</a></li>
.....(이하 생략)
</ul>
</nav>

메인이미지
<section id="banner"> </section>

#banner
{
background-image:url("../../images/banner.gif");
background-position: center center;
background-size: cover;
height: 28em;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

상품이미지
<div class="box highlight">
<h3>
<img src="file:///C|/Users/bong4/Desktop/door.gif“
width="300" height="200" alt=""/>
</h3>
<p style="text-align: center">[IoT] 스마트 안면인식 도어락
</p>
</div>

▶▶ 그림 6. 메인화면 소스코드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 수요가 기하급수적 증가하고 
있는 점과 IoT 산업시장이 활발한 점을 이용해 IoT 제품

을 주문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반응형 웹사이트 시제품를 

구축하였다. 기존의 웹과는 차별성을 두고 제품판매 뿐

만 아닌 주문제작이라는 서비스와 직접 방문해서 설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장점은 회원제가 아

닌 Email과 기본정보로 주문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편의
성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기대효과는 입소문을 

타게 되어 SNS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필요한 제

품을 고객 욕구 충족을 위해 주문받아 맞춤제작을 하여 

고객을 한 곳에 묶어둘 수 있다. 따라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더 나은 미래지향형 

쇼핑몰 사이트를 지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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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메인화면 스토리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