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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5를 이용한 모바일 웹사이트 구현

남지혁*, 서창갑**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Mobile Website Using HTML5

Chi-Hyuk, Nam*, Chang-Gab, Seo**

요  약  다양한 운영 체제 및 모바일 장치와 같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으로 인해 웹 사이트 개발 및 갱신 
과정이 복잡해졌다. HTML5는 다양한 개발 및 이용환경을 고려한 웹 사이트를 개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용자가 
다양한 OS 또는 장치 유형을 통해 접근 할 경우에도 HTML5를 사용하여 모바일 웹 사이트는 일관된 내용과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부산에 있는 사립대학의 HTML5 기반 웹 사이트의 기반지도 서비스와 의미론적 자동 
다이얼링 양식 서비스를 소개한다. HTML5를 이용한 웹사이트 구축이후 학생 및 직원은 로딩 시간과 콘텐츠 서비스
의 속도의 향상에 만족했다. 향후 HTML5의 나머지 기능은 순차적으로 구현될 예정이다.

주제어 : 대학 모바일 웹사이트, 모바일서비스, HTML5, 웹 브라우저

Abstract  Website creations and their renewal process are very difficult due to ever-changing mobile 
environments such as various operating systems and mobile devices. In this regard, HTML5 serves as the 
solution and guideline to developing well-functioning websites. Mobile websites using HTML5 can provide 
consistent contents and services even though users access them through various OS or device types.
This paper examines a possibility of the HTML5-based website for a local private college located in Busan. For 
this, location-based map service and semantic auto dialing webform service have been implemented. After 
making the website available, students and staff members were satisfied with the improvement in the speed of 
loading time and error free contents service. In the future, the rest of HTML5 functionalities are planned to be 
implemented sequentially.

Key Words : College mobile website, mobile service, HTML5, web brow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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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2년 12월 기 으로  세계 인터넷 인구는 24억 

명으로 2011년에 비해 8%가 증가하 으며 이 에서 모

바일 인구는 11억 명이다. 웹 서비스 업체들은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의 속 환경의 도래로 다양한 환경을 모

두 고려해야 하는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 웹 라우즈

별로 보면 크롬 44.9%, 이어폭스 31.8%, 인터넷 익스

로러(IE) 16.1%, 사 리 4.3%이며 기타가 2.0%이다. 

운 체제 랫폼은 도우 7이 56.8%, 도우 XP 

22.1%, Mac 9.2%, 리 스 4.8%, 비스타 3.0%, NT 1.8% 

그리고 모바일이 1.8%이다. 해상도는 1024*768이상이 

85%, 1024*768이 13%, 800*600이 1%이며 기타가 1%이

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라우즈의 운 체제는 iOS가 

74%, 안드로이드가 38%이며 기타가 11%이다[1]. 

선도하는 웹 라우  업체들은 다양한 환경과 웹 

근성을 고려한 웹 페이지 서비스의 제공을 해서 개발

환경의 변화 수용을 해  HTML5를 권고하고 있다. 

HTML5는 웹 라우 만으로 실행 가능한 환경과  

세계 표 인 기술 랫폼이라는 을 강조하면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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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탑재한 HTML의 차기 버 으

로 제안되었다. 애 과 구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

트, 모질라, 오페라 등 부분의 웹 라우  업체들이 

개발에 참여하여 진 으로 HTML5의 지원을 늘려가

고 있다[2].

개인 맞춤형 여행정보시스템의 개발[3], 모바일 OK

표 을 고려한 모바일 웹서비스 구 [4], 물류기업의 모

바일 오피스 구 에 한 연구[5], 선박 치추 시스템 

설계  구 [6], 이러닝 콘텐츠 설계  구 [7], 스마트 

폰상에서의 웹 응용 로그램 개발 환경비교연구[8], 안

드로이드 네이티  애 리 이션과 HTML5웹 애 리

이션의 개발환경 비교[9], 모바일 서비스 모니터링 도

구 설계[10] 등 HTML5의 구 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 

다양한 산업계에서 HTML5 용사례를 보고하고 있

는 데 학을 상으로 한 연구는 희박하다. 스마트 폰

을 비롯한 모바일 단말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층이 

학생이다. 어드는 입학자원의 안정  확보를 해 

학들은 재학생, 동문이나 인근 지역민은 물론 비 신

입생을 상으로 한 모바일 컨텐츠 확보가 매우 요하

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TML5를 이용한 

학의 웹 애 이 이션 개발을 방안을 제시하고 그 일부

의 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HTML5발전과정

애 과 구 과 같은 모바일 웹 환경을 선도하는 웹 

라우 업체들은 향후 웹 환경이 특정 운 체제나 소

트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라우 에서 각종 애 리

이션이 구동되는 웹 랫폼으로 환될 것으로 망한

다[11]. 선도업체들은 측된 망의 구 을 하고 지

속 인 선도를 한 경 략의 일환으로 HTML5의 도

입을 시작하 다. HTML5의 역사는 HTML5의 역사는 

웹 라우  역사와 일치한다. HTML5의 역사를 요약

하면 [그림 1]과 같으며 HTML 마크업 기술 발 과정은 

[그림 2]와 같다[12].

[그림 1] 웹 기술 진화 발전 과정[12]

[그림 2] HTML 마크업 기술의 발전과정[12]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W3C)은 웹 련 주요 기술

을 논의하고 웹 표 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하여 

1994년에 국제 표 화기구이다. W3C는 1994년  창립이

후 웹 호환성에 한 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단하고 

HTML의 2.0, 3.2, 4.0 그리고 1999년에는 4.01버 의 표

을 권고하 다. 그러나 2000년  반부터 CSS, 

AJAX, RSS 등의 최신 기술을 사용해 웹이 콘텐츠를 제

공하며 동시에 애 리 이션 랫폼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Web 2.0 개념이 출 했다. 

모바일 인터넷이 부상하면서 웹 라우 가 다양

화되어 웹 라우 만의 고유의 러그인이 사용된 웹페

이지를 정상 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용자 불편이 증

하 다. 애 사의 스티  잡스가 자사의 아이폰, 아이패

드 등을 내놓으면서 어도비사의 래시 신 HTML5를 

지원하여 사 리를 통해서는 래시로 개발된 웹사이트

를 원활이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비표  태그  

러그인이 야기하는 웹 생태계의 문제 을 해결하고자 

HTML5가 차세  웹 표 으로 검토되었다[14]. 

2.2 HTML5주요 특징과 현황

W3C는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후 2014년부터 라우

 업체들의 피드백을 받아 2014년 2분기에 최종 표 을 

발표할 정이다[2].HTML5가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으

나 주요 특징들은 <표 1>과 같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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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IE 크롬
이어

폭스
사 리 오페라

Canvas

(그래픽 효과)
○ ○ ○ ○ ○

Video

(동 상 제어)
○ ○ ○ ○ ○

SVG

(벡터그래픽)
○ ○ ○ ○ ○

지오로 이션

( 치 정보)
○ ○ ○ ○ ○

<표 2> 브라우저별 HTML5 지원 현황[14]

Web Socket

(양방향 통신)
X ○ X ○ X

Web Worker

(쓰 드 기능)
X ○ ○ ○ ○

Web SQL

(데이터베이스)
X ○ X ○ ○

주요기능 설명 련 W3C표

WegForm

사용자의 입력정보를 받기 

해 사용되는 입력형태 정의에 

사용되는 마크업,애트리뷰트

와 이벤트

HTML5

캔버스

웹에서 즉시모드(immediate 

mode)로 2차원 그래픽을 그

리기 한 API와 canvas 내 

각종 객체를 회 , 변환하고 

그 디언트, 이미지 생성 등 

각종 효과를 주는 기능에 

한 API

Canvas 2D 

API

HTML Canvas 

2D Context

SVG
XML 기반의 2차원 백터 그

래픽을 표 하기 한 언어
HTML5

Video

/Audio

video는 비디오 는 화를 

보여주기 해 사용되는 미디

어 엘리먼트이며,  audio는 사

운드나 오디오스트림을 표

하기 한 미디어 엘리먼트 

HTML5

지오로 이

션

디바이스의 지리  치 정보

를 제공하는 API 표  

Geolocation

API

오 라인 웹 

애 리 이

션

인터넷연결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도 웹 애 리 이션이 

정상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애 리

이션에 한 캐싱과 데이터에 

한 캐싱으로 구성

HTML5

Web SQL 

Database

웹 SQL데이

터 베 이 스

(Web SQL 

Database)

다양한 표 SQL을 사용해 

질의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능에 한 API 

Web SQL 

Database

로컬 장소

기존 쿠키의 기능개선 한 목

으로 개발된 기능으로 웹 

클라이언트에서 키와 값이 

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구

으로 장하는 기능

Web Storage

웹 소캣

웹 응용이 서버 측의 로세

스와 직 인 양방향 통신을 

한 API

The 

WebSocket 

API

웹 워커
웹 응용을 한 쓰 드

(Thread) 기능에 한 API
Web Worker

<표 1> HTML5의 주요기능 및 관련 표준[15]

라우 별로 HTML5의 지원 황은 <표 2>와 같다. 

앞 에서 살펴본 바 로 IE의 시장 유율이 하락하는 

이유와 크롬의 시장 유율이 높아지는 이유도 같이 

HTML5의 기능을 가장 많이 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모바일을 이용한 웹 속이 많아짐을 감안한

다면 모바일 웹 라우 의 HTML5지원도 요한 이슈

가 된다. 구 은 오  아키텍처인 지아드를 포기하고 

HTML을 극 지원하여 래시의 구동이 필요없는 

HTML5기반의 유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 은 

이어폭스, 크롬, 오 라, 사 리, IE9.0이상의 라우

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  속시 일부의 화

면이 제공되나 확장버튼을 르면 체 화면을 제공한

다. 애 은 아이폰으로 폭발 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모

바일 시장에서 연속 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해 

HTML5가 빠르게 확산 이다. 애 은 아이폰, 아이패

드 등의 운 체제인 iOS에서 Flash 지원을 막고 

HTML5 사용을 극 으로 장려한다. HTML5 체험사

이트(www.apple.com/html5)와 다양한 장르의 웹 애

리 이션을 직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 제공

(www.apple.com/webapps)하고 있다. 국내는 포털 업체

인 네이버가 자사의 웹 사이트에 Flash 사용을 차 으

로 여나갈 것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 7월7

일 WBS(World Best Software)기 원회에서 HTML5 

기반의 웹 랫폼 개발포함하고 있다.

3. 대학 모바일 웹 구축 사례

3.1 개발 필요성 및 개요

유비쿼터스 사회를 맞아 u-Learning시 가 도래되면 

학습의 형식이 없어지고 모든 인간을 상 로 교육이 이

루어지며 시간,장소,환경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이 가능하다. 교실이

나 장의 집단학습방법도 개인 수 별 개별맞춤으로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1호(2013.1)

168

바 다[15]. 웹에 근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원만한 학교

생활의 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모바일 환경의 확 로 

PC기반의 근과 동시에 스마트 폰이나 스마트 패드를 

통한 웹 근도 고려해야 한다[16]. 문학사를 수여하

는 동의과학 학의 모바일 웹 개발 최종 목표는 [그림 3]

과 같다. 

[그림 3] 모바일 웹 개발의 목표 

로젝트 기에 모바일 환경에 비한 사이트의 리

뉴얼 모바일 웹을 포함할 것인가에 한 고민이 많았다. 

각기 다른 모바일 단말기, 운 체제별로 각각의 앱을 개

발해야한다는 부담이 컸다. 재학생들을 상으로 한 학

교생활 만족도 제고와 학이 앞으로 닥칠 신입생 모집

에서의 어려움의 극복을 재의 웹사이트 리뉴얼이 결

정되었고 병행하여 모바일 웹을 동시 오 하게 되었다. 

모바일 웹의 추가 오 은 비용부담이 있었지만 조직 구

성원들의 요청사하에 근거하여 개발의 범 에 포함되었다. 

개발일정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이 소요되었다. 학교

요구사항 정리  구축범 의 의, 로젝트 추진계획 

도출, 실무자 미 을 통하여 1차 시안을 만들었으며 이

후 보완과정을 통해 검수  개발완료보고를 하 다.  

개발 환경은 <표 3>과 같다. 서버사이드 스크립트 언어

인 PHP, MYSQL과 JS스크립트, JQUERY, CSS을 이용

하 다. 웹 라우 는 표   디버깅, 랜더링 등을 

하여 가장 으로 사용되는 크롬, 안드로이드, 사

리, 돌핀과 익스 로어 라우 를 기반으로 하 다. 

한 사용자 요구에 맞는 지도서비스의 제공을 하여 

HTML5의 지오로 이션과 NHN사에서 제공되는 지도 

Open Api를 추가하 다. 반 인 아키텍처는 <표 4>

와 같다. 일반 HTML페이지와 PHP를 이용한 게시  등

으로 구 한다. 최  인트로 화면에서 디바이스 기종을 

체크하여 PC환경과 모바일용 환경을 구분하여 최 화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종류

개발언어 PHP 5

웹서버 Apache / Web to b

라우

Internet Explorer 9, Chrome22.0.1229.94 m, 

Android for Browser, Sapari for iOS, 

Dolphin Mobile Browser

개발도구 Eclipsphp PDK, SQL-client, Fire bug

운 체제

Windows 7 / Solaris

ICS (Ice Cream Sandwich)

iOS

<표 3> 개발환경 

메인메뉴 서 메뉴 비고

입

시

생

일

반

인

학

소개

학소개

건학정신|학훈

학특성

학연

학비

국제교류

보도자료 게시

학교소식 게시

학과안내 체학과/교육과정 소개

화번호안내 HTML5(웹폼)

찾아오시는 길

HTML5(지오로 이션) 

+ 

OPEN API

홍보

학홍보 상
사이버 홍보

DB연동
학갤러리

보도자료

입학

안내 

지원

입학공지 게시  DB연동

입학안내

수시1차( 형일정 + 

모집학과  인원)

수시2차( 형일정 + 

모집학과  인원)

정시( 형일정 + 

모집학과  인원)

편입학( 형일정 + 

모집학과  인원)

입학상담 게시  DB연동

입학자료신청 로그램 연동

재

학

생

학사

련

학사 련정보 　

장학안내 　

병무안내 　

학사일정 로그램 DB연동

학사 련문의 게시  DB연동

커뮤

니티

교내소식

식단안내

포토겔러리

자유게시

분실물센터

복덕방

장터

<표 4> 정보구조 

3.2 개발 프로세스

구축방법은 CBD SW개발 표  산출물 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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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하 다. 로젝트 계획,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

, 테스트 후 설치의 6단계로 진행하 다. 계획단계는 

[그림 4]와 같이 로젝트의 체를 조감해 보았다. 사용

자가 개발 요청한 업무에 하여 업무정의를 하며 문제

을 추출하고 개선기 을 정하여 상 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상 수 요구사항과 웹 요구사항을 만족시키

는 정보시스템 구조를 정의하 다. 요구 분석단계는 [그

림 5]와 같이 개발 역에 해 수행업무  행시스템

에 한 이해와 사용자 요구사항분석을 통한 신규 업무 

차  필요 정보를 정의, 기  서비스를 정의하 다. 

설계단계는 [그림 6]과 같이 요구사항을 컴퓨터 시스템

의 구  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시

스템 내의 단  시스템간 세부작업설계  자료 연동 체

계를 포함하 다. 구 단계는 [그림 7]과 같이 설계 명세

를 바탕으로 로그램을 원시코드로 구 하는데 연동방

안에 따른 구축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 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그림 8]과 같이 시스템에 한 모든 요구사

항과 분석, 설계 명세서의 내용들이 시스템에 정확히 반

되고 기능들이 정상 으로 수행 되는지를 시스템 개

발자 측면에서 검증하 다. 마지막 설치단계에서는 [그

림 9]와 같이 사용자 승인 테스트가 완료된 후에 기존 

운  시스템을 신규 시스템으로 환하고 시행하고 새

로운 어 리 이션에 한 사용자들의 교육을 실시하 다.

[그림 4] 프로젝트 계획수립단계

[그림 5] 요구사항 분석단계

[그림 6] 설계 단계

[그림 7] 구현 단계

[그림 8] 테스트 단계

[그림 9] 설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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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모바일 웹 평가

모바일 단말기의 정보는 [그림 10]에서와 같은 안드

로이드계열의 단말기를 이용하 다.

[그림 10] 평가용 모바일 단말기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기존의 홈 페이지 주소로 

속을 하 을 때 [그림 11]에서와 같이 화면에서 일부

의 컨텐츠가 정상 으로 서비스되지 않는다. 

이어폭스 IE

크롬 오페라

[그림 11]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기존 웹페이지 
접속

단말기의 앱 스토어에서 크롬, 사 리, 이어 폭스 

웹 라우 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 후 버  업그 이드

를 하 다. 그런 다음 모바일 웹으로 속하 다. [그림 

12]에서와 같이 여러 웹 라우 에서 동일하게 깨지는 

서비스 역없이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 다. 단말기

를 가로 혹은 세로로 바꾸었을 때 자동으로 최 의 화면

비율로 재구성해서 서비스하 다. 동 상의 재생화면에

서도 동일하 다. 다만 웹 라우 별로  사용자 인터페

이스가 조 씩 다른 은 있었다.

이어폭스 IE

크롬 오페라

[그림 12]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모바일 웹페이
지 접속

3.4 HTML5 기능평가

앞서 사용자들의 요구에서 도출된 요인을 반 하기 

해서 HTML5의 주요 기능 에서 웹폼과 지오로 이

션을 용을 확인하 다. 사용자의 입력정보를 받기

해 사용되는 입력형태를 정의하는 웹폼과 련하여 

HTML4는 정의 가능한 입력형태가 7개정도 으나 

HTML5는 자메일, URL, 숫자, 범 , 달력 등의 12개

로 늘어났다. 웹폼은 사용자가 모바일 웹 환경에서 값을 

입력할 때 자동으로 한 키보드를 보여주는 기능과 

입력된 값에 한 오류도 검한다. 

[그림 13]은 웹폼을 하여 화걸기  input type 별 

입력 키보드 처리구 을 보여 다. 학교소개에 있는 

화번호 에 손가락을 갔다 면 두 번째의 화면과 같이 

메시지나 화연결을 선택할 수 있는 폼이 제시한다. 

화를 선택하면 화면 3과 같이 자동으로 화연결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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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13] 웹폼구현 화면

HTML5는 라우 가 디바이스의 치정보를 근

할 수 있는 지오로 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디바이

스의 GPS를 활용하여 치조회를 통한 구  지도 매쉬

업을 [그림 14]처럼 구 하 다. 

[그림 14] 지오로케이션 구현화면

사용자가 라우 를 활성화하여 서비스에 근하면 해

당 웹페이지에서 지오로 이션 API를 호출하여 치 승

인 후 사용자의 치 정보 제공에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 단말기의 GPS 련 모듈에 

근하여 X,Y 좌표를 획득하여 네이버 API에 치 표시한

다. 개발 목표로 하 던 웹폼과 지오로 이션은 원만하

게 잘 구 되었음을 확인하 다.

4. 결론

4.1 요약 및 시사점

모바일 인터넷이 부상하면서 웹 라우 가 다양

화되어 웹 라우 만의 고유의 러그인이 사용된 웹페

이지를 정상 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낀다. 아

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는 래시로 만든 컨텐츠를 볼 

수가 없다. 다양한 운 체제와 모바일 단말기별로 따로

따로 구축할 수 없어서 웹사이트에 주로 방문하는 사용

자의 환경(단말기 유형, 운 체제)에 최 화시키다 보니 

다른 사양의 사용자는 웹사이트의 훌륭한 기능을 이용

할 수 없거나 이용을 해서는 웹사이트의 사양에 맞는 

사용자 환경을 구축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한

다. 비표  태그  러그인이 야기하는 웹 생태계의 

문제 을 해결하고ㅂ자 HTML5가 차세  웹 표 이 되

어가고 있다.

부산지역의 2년제 사립 학의 신규 웹사이트 개발

로젝트에서 HTML5을 도입한 과정과 결과물을 소개하

다. 학의 웹사이트를 모바일환경으로 구 하는 것

이 주는 의미는 상당하다. 웹 페이지 속을 한 도구

가 기존의 PC에서 모바일로 환되는 과정에서 학의 

모바일 웹 개발은 재학생을 상으로 한 학사지원시스

템의 역할과 동시에 입시 홍보, 산학연계를 한 속의 

도구가 된다. 구축후 사 리, 이어폭스, 크롬 그리고 

IE환경에서 이미지나 링크의 손상없이 라우징하 다. 

자동양식 제공의 웹폼과 치기반 지오로 이션도 잘 

구 되었다. 구 이후 실질 인 응답시간이 크롬 스피

드 페이지를 이용한 평가결과 85 으로 기존보다 10

을 상회하 다. 한  교직원 선생님 48명을 상으로 

한 설문에서 동작속도, 사용편의성, 속횟수에 한 만

족도가 5 척도기 으로 모두 4.1을 상회하 다. 그리고 

모바일 웹 비스에 한 만족도는 4.1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 은 HTML5기반의 학 웹사이트 

개발에 한 효과를 직  증명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 학이 HTML5기반의 웹사이트 

개발에서 고려해야할 요인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다. 

개발이 에 HTML5에 한 정확한 이해가 요하 다. 

그리고 한꺼번에 모두 수용하는 것보다는 조 씩 기능

을 확장하는 것이 좋은 근임을 알 수 있었다. 

4.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HTML5기반하여 학 모바일 웹사이트의 구축에 

로젝트 수행의 필요성과 구 과정 그리고 구 이후의 

효과를 제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실무와 학문측면에

서 HTML5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한계 도 

있다.

첫째, HTML5의 모든 기능을 망라하지는 않았다. 

체 으로는 HTML5의 기본정신인 다양한 기기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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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그리고 라우 에서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구축을 완료했지만 HTML5의 9개 주요 기능

에서 2가지만을 용하 다. 둘째, 구 효과의 검증에서 

재의 모든 모바일기기와 운 체제를 통해 수로 확

인하지는 못했다. 만약 그러한 과정을 수행할 수 있었다

면 각 환경별로 응답속도나 화면 구성의 차이를 추가 분

석할 수 있다. 셋째, 구축에 한 효과측정에서 개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개인  차이에 따라 HTML5

기반의 모바일 웹사이트에 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한계 을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추

가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HTML5의 모든 기능을 포함

하여 완벽한 모바일 웹 구 을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

하다. 둘째,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와 운 체제를 이용하

여 각각의 모바일 라우 에서 응답속도, 화면 구성 그

리고 내비게이션을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

막으로 사용자 상 평가에서 다양한 설문을 포함하여 

개인  특성에 따른 모바일 웹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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