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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을 읽은 후 당신은 다음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의 기원에 관한 토의를 할 수 있다.

 ■  인터넷의 핵심적인 기술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  인터넷 프로토콜과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역할을 기술할 수 있다.

 ■  모바일 플랫폼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영향력을 토의할 수 있다.

 ■  현재의 인터넷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  미래의 인터넷에 대한 잠재적 역량을 설명할 수 있다.

 ■  웹 동작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  인터넷과 웹의 특징과 서비스가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모바일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의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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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터넷에 접속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이

다. 데스크톱과 랩톱 PC는 여전히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도구이지만, 흐름은 점차 모바일로 바뀌고 

있다. 모바일 장치는 인터넷의 또 다른 접속 채널이 아닌 유

일한 채널이 되어 가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의 주요 플랫폼

이 모바일로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미국

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수는 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

며, 이는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75%에 달하는 수치이다.

모바일 플랫폼은 다수의 새로운 서비스의 기본적인 토대

가 되고 있다. 이들 서비스의 가장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는 

증강현실이다. 증강현실은 인터넷 사용자의 경험의 질을 높

이기 위해 실제 영상에 콘텐츠(텍스트, 영상, 소리)를 겹쳐 

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술은 위치 정보와 주변 상

황을 결합하여 사용자가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Semico의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6년 

말까지 증강현실 산업 규모는 6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증강현실이 제공하는 풍부함의 가능

성은 구글이 주도하고 있다.

2012년에 구글은 증강현실 글라스의 시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고, 구글의 공동창업자인 Sergey 

Brin은 시험 버전을 착용하고 대중에 모습을 드러냈다. 작고 끝부분이 휘어진 구글 글라스는 눈 위를 둘러싼 선

명한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으며, 안경은 정보를 렌즈로 바로 전송한다. 구글 글라스 착용자는 안경의 기능을 사

용하기 위해 음성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화면 캡처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가장 중

요한 점은 구글 글라스는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있어서 사용자는 시야의 맨 위쪽에서 그래픽과 다른 

이미지를 겹쳐볼 수 있으며, 이는 착용자의 시야를 기준으로 조정된다.

구글이 발표한 홍보 영상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지도를 보거나, 실시간 리뷰

를 하고, 적절한 시간에 스케줄을 확인시켜 주고, 구글플러스와 같은 다른 구글 서비스와 완전히 통합될 수 있

다. 증강현실에 대한 구글의 연구 참여는 기술 진보에 한 획을 그었다. 그리고 애플은 증강현실 관련 특허 신청

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애플이 증강현실을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애플의 이러한 시도

는 증강현실의 주류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론자들은 증강현

실 기술은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것에 불과하며, 오늘날 일컬어지는 것처럼 낙관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을지

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비평가들은 증강현실 기술이 사람을 산만하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반면 구글의 엔지니어들은 증강현실 디스플레이가 사용자와 현실을 모호하게 하기보다는 더욱 가깝게 연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구글 글라스가 어떻게 사용될지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떻게 구글 글라스상에서 

당신의 비즈니스가 표출되어 사용자가 방문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하겠는가? 옐로 페이지는 광고에 증

강현실을 도입하기 위해 테스트했다. 옐로 페이지는 자사의 앱이 사용되는 스트리트 뷰에 광고비를 지불한 특

정 회사의 광고를 중첩시켰다. 다른 활용 방법으로 라이트무브에서 시험한 부동산 앱이 있다. 이 서비스는 사용

구글 글라스：
현실을 증강하라

© REUTERS/Carlo Alleg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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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거리를 다니면서 매매 또는 임대로 내놓은 집을 스마트폰으로 가리키면 이들 집들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소유주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만약 당신이라면 다음 해외여행에서 전체 온라인 가이드 비용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옐프, 트립어드바

이저 그리고 론리 플래닛은 그들의 앱을 통해 증강현실을 소개하고 있는 여행회사이다. 위키튜브는 온라인 백

과사전인 위키피디아의 온라인 증강현실 모바일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과 안드

로이드, 심비안 운영체제에서 동작한다. 위키튜브의 브라우저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찍고 있는 어떠한 

정보들도 표시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GPS, 가속도 센서, 나침반을 이용하여 브라우저는 어디에 위치하며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려준다. 브라우저는 위키튜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사용자가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한 개념이나 역사와 같은 정보를 텍스트로 제공한다.

많은 회사가 그들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증강현실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제품을 확

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Blinds.com의 윈도우 쇼퍼라는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집의 창문을 찍어서 보내면 사진에 블라인드를 겹쳐 보이게 하여 잘 어울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온라

인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이다. 

현재까지 증강현실을 이용한 다른 사례로는 이용자들이 제품을 ‘입어보기’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베이의 패션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가상

으로 선글라스를 착용해 보고 어울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시계 생산업체인 누보는 가상으로 

시계를 착용해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컨버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신발을 착용해 볼 수 있다. 

게임은 증강현실이 크게 활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이다. 무선통신 개발회사인 퀄컴은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강현실 게임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출시하였다. 많은 사람이 모바일 

장치처럼 증강현실도 궁극적으로는 모바일 경험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도전은 증강현

실이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도구로서 작용한다는 관점과 더불어 공상과학 소설이 현실이 되게끔 만들

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인터넷, 웹, 모바일 플랫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살펴본다. 이들 기술이 

어떻게 발달해 왔으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현재와 미래의 기반기술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어떻게 창출하는지 알아본다.

이 장의 도입부에 있는 사례는 사람들에게 인터넷과 관련한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것을 인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성공적인 전자상거래를 운

용하고 개인화, 맞춤서비스, 시장분할, 가격 차별화와 같은 주요 전략들을 수행하는 것은 인

터넷 기술과 웹, 모바일 플랫폼 개발의 흐름을 읽어야만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터넷과 관련 기반 기술은 정적인 현상이 아닌 계속해서 변화하는 동적

인 현상이다. 컴퓨터는 휴대전화 서비스와 합쳐졌고, 집에서의 광대역 인터넷에 대한 접근

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노트북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의 접근은 급속도로 확장되었다. 

또한,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 팟캐스트를 통한 웹상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는 수백만 

명이 하고 있고, 웹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

도 인터넷상의 비즈니스 방식에 혁명을 가져다주었다. 향후 몇 년간 미래의 비즈니스 전략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에 설명한 기술들을 이해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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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터넷：기술적 배경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웹의 성장을 어떻게 뒷받침하였는가? 인터

넷의 가장 중요한 운영 원리는 무엇인가? 인터넷의 기술에 대하여 얼마만큼 알 필요가 있는

가?

마지막 질문부터 시작해 보면 답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기술에 대한 지식의 범위는 경력

에 대한 관심사에 달려 있다. 마케팅이나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리 경력을 쌓고 싶으면 이번 

장에서 다루는 인터넷의 기초 내용만 알면 된다. 웹디자이너나 웹 기반 기술과 관련된 기술

적인 직업을 갖고 싶으면 기초를 탄탄히 다진 뒤에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이 책을 통

해 배울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1장에서 언급한 대로 인터넷은 기업, 교육기관, 정부기관, 개인 등 수천 개의 네트워크

와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은 대략 

전 세계적으로 23억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미국에서는 2억 3,900만 명) 이들은 인터넷을 통

해 전자메일, 애플리케이션, 뉴스, 쇼핑, 리서치, 메신저, 음악, 영상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어떠한 단일 조직도 인터넷이나 인터넷의 기능 구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인터넷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터넷은 상업, 과학 연구, 문화의 발전에 대한 기

술적 기반을 제공해 왔다. 인터넷이라는 단어는 인터네트워크에서 파생되었으며, 이는 2개 

이상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웹은 인터넷의 가장 유명한 서비스이고 수 

조(trillions) 개의 웹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웹페이지는 HTML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지며, 텍스트, 그래픽, 오디오, 비디오, 기타 객체들을 포함할 수 있고, ‘하이퍼링크’를 

통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웹페이지는 브라우저를 통해 탐색할 수 있다.

인터넷의 진화 : 1961년부터 현재

오늘날의 인터넷은 지난 60여 년간에 걸쳐서 발전해 왔다. 이런 의미에서 인터넷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어제 발생한 일도 아니다. 저널리스트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메커니즘이 변화

하는 시대를 인터넷시대라고 칭하지만 사실 오늘날의 인터넷이 정착되기까지는 60여 년이 

걸렸다.

인터넷의 역사는 세 단계로 구분지을 수 있다(그림 3.1). 첫 번째 단계는 혁신 단계로 1961

년부터 1974년까지 인터넷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현실화되는 인

터넷의 기초가 정립되는 시기이다. 기본 구성요소는 패킷 스위칭 하드웨어와 TCP/IP라고 불

리는 통신 프로토콜,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의 원래 목적은 다른 대

학 간의 대형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대일 통신은 대형 컴퓨터 

제조사의 전화 시스템이나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두 번째 단계는 제도화 단계로 1975년부터 1995년까지 미 국방부(DoD)나 국가과학재단

(NSF)과 같은 기관들이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발명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과 

인터넷
수천 개의 네트워크와 수백
만의 컴퓨터가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로 기업, 교육기
관, 정부기관, 개인을 서로 
연결시켜 준다.

웹
인터넷의 가장 많이 쓰이는 
서비스 중 하나로 천억 개  
이상의 웹페이지에 대한 접
속을 제공한다.



76   Part 2  전자상거래를 위한 과학 기반 기술

합법화를 지원했다.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몇몇 정부지원 프로젝트에 의해 생겨났는데, 미 

국방부는 핵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군용 통신 시스템 개발에 백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이

러한 노력은 ARPANET(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etwork)이라고 불리는 것을 탄생

시켰다. 1986년에 NSF에서는 NSFNET이라 불리는 민간 인터넷 개발을 책임지게 되었고, 

10년간 2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상업화 단계로 1995년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한다. 미국 정부기관은 사기업

이 캠퍼스의 학생들뿐 아니라 미국 전 지역에서 일반 시민들도 사용 가능하도록 인터넷 백본

과 로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했다. 

인터넷 : 핵심 기술 개념

1995년에 연방 네트워킹 협의회(Federal Networking Council, FNC)는 공식적으로 인터넷이

라는 용어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서 인터넷은 IP 주소를 사용하고 전송제어 프로

토콜(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을 지원하며 음성과 데이터 전송 서비스가 가능하도

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정의는 패킷 스위칭, TCP/IP 통신 프로토콜,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이

라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이 지난 30년간 극적으로 진화되고 변화

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세 가지 개념은 인터넷이 기능하는 핵심 개념이며 인터넷 II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림 3.1 인터넷의 발전 단계

인터넷은 1961년 탄생 이후 50여 년 동안 3단계에 걸쳐 발전해 왔다. 혁신 단계에서는 기초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개발되었
고, 제도화 단계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실생활에 적용되었다. 상업화 단계에서는 아이디어와 기술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기
업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혁신 단계
1961~1974년

제도화 단계
1975~1995년

상업화 단계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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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스위칭

패킷 스위칭(Packet Switching)은 디지털 메시지를 패킷(packet)이라고 불리는 구분된 단위로 

나누는 방법으로 각기 다른 통신 경로로 패킷을 전송하며 도착지에서 재결합하는 방식을 의

미한다(그림 3.2). 패킷 스위칭 방식이 등장하기 이전의 초기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터미널 

및 다른 컴퓨터와 통신하기 위해 임대 전용 전화 회선을 사용하였다. 서킷 스위칭 기술은 전

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데 완전한 일대일 통신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런 ‘전용’ 방식

은 비용이 많이 들며, 거의 70%에 달하는 음성 통신 선로가 사용되지 못해 통신 수용량의 낭

비가 많았다. 이는 음성 데이터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지연이 발생하여 잠시 멈추는 부분

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낭비 때문에 보다 진보된 기술이 필요했다.

1964년에 Leonard Kleinrock는 패킷 스위칭에 관한 최초의 책을 집필하였으며, 미국과 영

국의 국방부 연구 실험실의 연구자들이 패킷 스위칭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다. 패킷 스위칭

을 사용하면 100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수용할 수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통신 수용량은 

bits per second라고 불린다.) 1갤런에 15마일을 가던 자동차가 차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은 채 

1갤런에 1,500마일을 가는 연비를 가진 자동차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보라.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에서는 메시지가 패킷으로 쪼개진다. 각각의 패킷은 출발지 주소와 

목적지 주소를 지칭하는 디지털 코드를 덧붙여서 전송되며 정보의 순서나 에러 검출을 위한 

코드도 포함한다. 패킷 네트워크에서는 목적지 주소로 바로 전송되기보다는 목적지에 도착

할 때까지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를 여행한다. 이러한 컴퓨터를 라우터라고 부른다. 라우터는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컴퓨터이고 패킷이 최종 목표 지점까

지 전송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패킷이 목적지까지 가능한 경로를 통해 전송될 수 있도록 

라우팅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패킷 스위칭
디지털 메시지를 패킷으로 
쪼개어 해당 패킷을 다른 
통신 경로를 따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후 도착지에서 
패킷을 다시 재조립하는 방
법이다.

패킷
디지털 메시지가 인터넷 전
송을 위해 구분된 단위로 
쪼개진 것

라우터
특별한 목적의 컴퓨터로 인
터넷을 구성하는 컴퓨터 네
트워크를 서로 연결시켜 주
며, 패킷이 인터넷을 여행
할 때 최종 목적지에 도달
하도록 안내한다.

라우팅 알고리즘
패킷이 최선의 경로로 목적
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
는 컴퓨터 알고리즘

그림 3.2 패킷 스위칭 방식

원본 메시지

텍스트 메시지를 0과 1의 비트로 디지털화

디지털 비트를 패킷으로 구분

패킷에 전체 패킷의 크기와 같은 다른 제어 정
보나 목적지 등을 표시해 주는 헤더 정보 추가

패킷 스위칭 방식에서는 디지털 메시지가 고정된 길이의 패킷으로 구분된다(일반적으로 1,500바이트 정도). 헤더 정보는 송수신 
주소, 메시지의 크기, 노드가 수신할 패킷의 개수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수신단 컴퓨터에서 패킷 수신에 대한 응답을 하기 때문
에, 시간의 양을 고려했을 때 네트워크는 정보를 통과시키지 않고, 단지 응답만을 하기 때문에 대기라고 불리는 지연만을 발생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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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TCP/IP)

패킷 스위칭이 통신 시 많은 이점이 있지만, 디지털 메시지를 패킷으로 전송하고 재결합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동의는 없었다. 이것은 우표 생산 시스템은 갖추었지만, 우편 전송 시스

템은 갖추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은 프로토콜(데이터 전송에 

관한 규칙과 기준의 합)을 만드는 것이었다. 프로토콜은 패킷의 포맷과 순서, 압축, 오류 검

출과 전송 속도, 네트워크상에서 어떠한 장비가 데이터를 전송, 멈춤, 수신할 것인지를 관리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송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TCP/IP)은 인터넷의 핵심 통신 규약이 되었다(Cerf 

and Kahn, 1974). TCP는 웹 컴퓨터들 사이의 송수신에 대한 연결을 정립하고 같은 시퀀스의 

패킷들이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만들었다. IP는 인터넷 주소 체계와 패킷의 실제 전송을 

책임지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TCP/IP는 4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지며 통신에서 단계별로 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그

림 3.3).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Network Interface Layer)은 네트워크 중간에서 패킷을 받아서 처

리하는 계층이며 LAN(Ethernet)이나 토큰 링 네트워크를 담당한다. TCP/IP는 로컬 네트워

크 기술에 독립적이며 로컬 수준이 변화하더라도 그에 적응할 수 있다. 인터넷 계층(Internet 

Layer)은 목적지 전달, 패키징, 경로 탐색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송 계층(Transport Layer)은 애

플리케이션으로부터 ACK와 SEQ와 관련된 패킷을 통해 통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응용 계

층(Application Layer)은 하위 계층의 서비스에 접근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잘 알려진 애플리

케이션에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ML), 파일전송 프로토콜(FTP), 단순우편전송 

프로토콜(SMTP) 등이 있으며 이번 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IP 주소 

IP 주소체계는 어떻게 수십억 대의 컴퓨터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할지에 대한 해답이 된다. 

모든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때 할당된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TCP 패킷을 수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dial－up, DSL, 케이블 모뎀 등으로 인터넷에 연결한

다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임시의 주소를 할당받는다. 대부분의 기업과 대학교의 컴

퓨터들은 영구적인 IP 주소를 가지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IP 주소에는 IPv4, IPv6 두 종류가 있다. IPv4 인터넷 주소(IPv4 Internet 

Address)는 32비트 숫자를 사용하는 4개로 구분된 숫자의 연속이다. 예를 들면 64.49.254.91

과 같다. 각각 4개의 숫자는 0부터 255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 로 표시된 주소체계는 약 40

억 개의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232개). Class C 네트워크에서는 처음 3개의 숫자가 네트워크

를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앞의 예시에서는 64.49.254가 LAN의 식별자가 되며 마지막 숫자

인 91이 특정한 컴퓨터를 지칭한다. 

많은 대기업이나 정부의 도메인이 수백만 개의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컴

프로토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일단의 
규칙들과 기준

TCP/IP
인터넷을 위한 핵심 통신 
프로토콜

TCP
송수신 웹 컴퓨터 간의 연
결을 수립하고 전송시점에
서 패킷의 조합을 다루고 
수신지에서 패킷을 다시 조
립한다.

IP
인터넷 주소 스킴을 제공
하는 프로토콜이며, 패킷의 
실제 전송을 책임진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패킷 배치에 책임이 있으
며, 네크워크를 통해 패킷
을 수신한다.

인터넷 계층
인터넷상의 주소 할당, 패
키징, 메시지 라우팅의 역
할을 한다.

전송 계층
애플리케이션에서 애플리
케이션으로 패킷을 인지함
으로써 애플리케이션과 통
신을 제공한다.

응용 계층
하위 계층의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애플
리케이션을 제공한다.

IPv4 인터넷 주소
32비트 숫자로 표현된 인
터넷 주소로, 64.49.254. 
91과 같이 일련의 네 가지 
구분된 번호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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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나 인터넷이 가능한 장치들은 새로운 IP 주소가 필요했다. 2011년, 7,600만 개의 IP만이 

남아 있었으며 일주일에 백만 개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IPv6가 만

들어졌다. IPv6 인터넷 주소(IPv6 Internet Address)는 128비트이며 IPv4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2128(3.4×1038)개의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 

그림 3.4는 TCP/IP와 패킷 스위칭 방식이 어떻게 같이 동작하여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전

송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도메인 이름, DNS, URL

사람들은 32비트 숫자를 기억할 수 없다. 이러한 IP 주소를 자연어로 표현한 것이 도메인 이

름(domain name)이다. 도메인 이름 시스템(Domain Name System)은 Cnet.com이라는 주소가 

216.239.113.101이라는 IP 주소를 지칭하도록 허용한다. 자원위치표시자(URL)는 도메인 이

IPv6 인터넷 주소
128비트 숫자로 표현된 인
터넷 주소

도메인 이름
자연 언어로 표현된 IP 주
소

도메인 이름 시스템
숫자 형식의 IP 주소를 자
연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시스템

자원위치표시자(URL)
웹상의 콘텐츠 위치를 확인
하기 위해 웹브라우저가 사
용하는 주소

그림 3.3 TCP/IP 구조와 프로토콜 묶음

TCP/IP는 대형 인터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들의 산업 표준 세트이다. TCP/IP의 목적은 고속 통신을 제공하는 데 
있다.

TCP/IP 프로토콜 묶음
프로토콜
구조 계층

응용 계층 HTTP Telnet SMTPFTP

전송 계층

인터넷 계층

이더넷

IP

TCP

프레임
중계

ATM토큰 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80   Part 2  전자상거래를 위한 과학 기반 기술

름의 일부분으로 웹페이지의 위치를 식별하는 데 사용한다. 전형적인 URL은 주소에 접근

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http://www.azimuth－interactive.com/

flash_test라는 URL은 azimuth－interactive.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가진 208.148.84.1이라

고 하는 IP 주소가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flash_test’는 서버 디렉터

리에 /flash_test라는 경로를 가리킨다. URL은 2개에서 4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name1.name2.name3.org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3.4절에서 다룰 것이다. 그림 3.5는 도

메인 이름 시스템을 표현하고 있으며 표 3.1은 인터넷 주소체계를 정리한 표이다.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패킷 스위칭의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TCP/IP가 통신을 위한 규칙을 제공함에 따라, 오늘날

의 인터넷과 웹을 실현할 수 있는 컴퓨팅 방식에 혁명적 변화가 생겨났다. 이러한 변화를 클

라이언트/서버 컴퓨팅이라고 부르며,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이 없었다면 웹 또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Client/Server Computing)은 클라이언트라고 불리

는 PC나 인터넷 장치들이 하나 이상의 서버 컴퓨터에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클라이

언트들은 하나의 디바이스 안에서 풍부한 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대용량 파일을 

저장하거나 영상, 음성 파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서버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클

라이언트의 파일들을 저장하거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웹 연결 요청, 인쇄 등의 요구사

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그림 3.6).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수백만 개의 웹서버가 또

한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수백만 개의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인터넷은 클라이어트/서버 컴퓨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이전의 시대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컴퓨터가 동작하였는지에 대

그림 3.4 인터넷 메시지 라우팅：TCP/IP와 패킷 스위칭

인터넷은 패킷 스위칭 방식을 사용하고 메시지를 전송, 라우팅, 재결합하기 위해 TCP/IP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메시지는 
패킷으로 나누어지며 동일한 메시지로부터 출발한 패킷이라도 다른 경로로 전송될 수 있다.

TCP/IP는 데이터를 
패킷으로 나눈다. 

패킷은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를 이동한다.

TCP/IP는 패킷을 모
아 원래의 메시지로 
재결합한다.

라우터 라우터 

라우터 라우터 

라우터 

라우터 

수신자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강력한 개인 컴퓨터가 하나 
이상의 서버로 구성된 네트
워크에 연결된 컴퓨팅 모델

클라이언트
네트워크의 일부인 강력한 
개인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상의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필요로 하는 공
통 기능을 갖는 네트워크 
컴퓨터

전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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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알 필요가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메인프레임 컴퓨팅 환경에서 컴퓨터 파워는 아

주 비싸며 성능에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의 대형 상용 컴퓨터는 128k의 RAM과 

10MB의 저장소를 갖추고 있었으며 수백 평방피트의 크기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문서

의 그래픽이나 색을 표현하거나 음성, 동영상 파일의 실행, 하이퍼링크 등의 동작을 수행하

기에는 컴퓨팅 사양이 부족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PC와 LAN이 개발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클라이언트/서버 컴

퓨팅이 가능해졌다.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은 중앙 메인프레임 컴퓨팅 방식보다 장점이 많

다. 예를 들어,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용량 추가가 쉽다. 또한 클라이언트/서버 네트워크는 

그림 3.5 계층적 DNS 구조

도메인 이름 시스템은 가장 상위에 루트 서버가 있는 계층적 네임 스페이스 구조이다. 최상위 도메인은 루트 서버 다음에 표시
되며 조직의 종류나 지리적 위치를 표시한다. 두 번째 상위 도메인은 최상위 도메인으로부터 할당받은 도메인 이름에 조직이나 
개인 등의 이름을 넣을 수 있다. 예를 들면, IBM.com, Microsoft.com, Standford.edu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 도메인은 
조직 내의 특정 컴퓨터나 그룹을 지칭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www.finance.nyu.org로 표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표 3.1 인터넷 퍼즐 조각：이름과 주소  

인터넷에 연결되는 장치는 IP 주소라고 불리는 유일한 숫자로 된 주소가 있어야 한다.

도메인 이름 시스템은 IP 주소를 식별이 편리한 문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며 
Pearsoned.com(Pearson education의 웹사이트)과 같이 표기한다.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뜻한다.

모든 도메인 네임의 메인 디렉터리 역할을 한다. DNS 서버는 처음 접속하는 도메인에 
대하여 루트 서버에 질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