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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
• 인터넷, 인트라넷, 엑스
트라넷
• 인터넷 주소
• HTML은 무엇인가?
• HTML의 한계
• 비표준 확장
• HTML 디자인을 위한
저작도구

HTML과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은 군사 시험용으로 시작되어 학교와 연구소 등에서 초창기를 보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컴퓨터 네트워크(인터넷으로 알려져 있다)는 최근 급속히 성장하여 다양한 컴
퓨터 사용자와 정보 제공자들 속으로 퍼져 나갔다. 이제 진지하게 삶을 고민하는 사람에
서부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장에서 비영리 단체
까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포르노 그래퍼까지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종
류의 사람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하이퍼 텍스트가 가능한 문서 제공자와 인터넷
상의 독자로 구성된 열린 공동체— 은 네트워크의 인기 상승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 또한 HTML 문서를 만들고 이를 웹에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속에서
나름대로 가치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접속할 때 누구와 무엇을 할 수 있
는지에 대하여 좀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란 나무에 올라가 보자. 인터넷의
장엄함에 대해 실감하게 될 것이다.

1.1 인터넷,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비록 대중 매체들이 인터넷의 개념에 혼동을 겪고 있으며 때로는 우리에게 혼동을 주
기도 하지만, 그 개념은 아주 간단하다. 인터넷은 네트워크들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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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집합이다. 네트워크란 공통된 네트워킹 프로토콜과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을 사용
하여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공유하는 컴퓨터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누구든지 인
터넷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고, 넷(Net) 상에 있는 다른 컴퓨터나 사용자들과 통
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컴퓨터 환경에게 있어서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디지털 텔레커뮤니케이션 링크(Digital Telecommunication link)가 세계적인 집합을
이루며 모여서 인터넷이 된 것 뿐이다. 이 집합은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 프로토콜, 애플
리케이션의 공통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98을 사용하
든지 유닉스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든지에 상관없이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컴퓨터 환경에 상관없이, 인터넷에 접속하면 같은 네트워킹 언어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멀티미디어 이미지와 사운드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환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비공개 네트워크
나 반공개(半公開)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인트라넷(Intranets)과 엑스트라
넷(Extranets)이라고 불리는 이 네트워크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소
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킹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그러나 인터넷과는 달리 인트
라넷은 비공개 네트워크이다. 비공개 네트워크는 보통 외부와 연결되지 않고, 오직 그
조직의 멤버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엑스트라넷 역시 접근을 제
한한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멤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인터넷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한을 갖고 있지 않다. 컴퓨터, 올바른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터넷 연결 라인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넷(Net)을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글이나 사운드, 이미지 등을 지구 상의 다른 사람들과 밤낮없이 교환할 수
있다. 어떠한 멤버쉽(membership)도 필요하지 않다. 이 점이 인터넷의 개념을 혼란스
럽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 인터넷은 정비되지 않은 재래 시장처럼 조직적이지 못하다. 목록에 대한 가이드
만 조금 존재할 뿐이다. 인터넷의 잠재된 힘을 느끼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과 전
문적인 기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1.1.1 인터넷의 시작
1960년대 후반, 견고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설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
구로부터 인터넷이 시작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몇몇 컴퓨터가 손실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었다. 미 국방성에서 이 연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했
었고, 이 당시 미 국방성은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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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결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적인 성공을 이끌어
내었다. 하지만 그 크기와 접근 범위에서 제한되어 있었다. 방위산업 종사자와 대학 연
구소만이 ARPAnet(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etwork)에 접근할 수 있
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반 전화 회선을 사용하여 디지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고속 모뎀이
출현하면서 주요 디지털 통신 라인에 직접적으로 묶여있지 않던 개인과 조직들이 연결
되기 시작했고, 글로벌 네트워크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과 6~7년 전(약 1993년) 이후에야 비로소 인터넷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인터넷은 몇 가지 결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첫째로 1990년
대 초, 각 개인이나 사업자들은 가장 큰 컴퓨터 네트워크인 글로벌 디지털 통신의 용이
함과 힘을 사용하고 싶어했다. 이러한 욕구는 미국 정부가 거의 무제한의 정보량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이 네트워크를 개방하도록 하였다(네
트워크는 내용 위주의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 사
건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금지되었던 상업적 목적의 메시지가 대학의 컴퓨터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것을의미한다).

대학의 무료 정보 교환과 정보의 공유는 공공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초기 인터넷 멤
버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전자 문서와 소프트웨어의 중요한 부분을 무료로 신출내
기들에게 제공했다. 이처럼 글로벌 통신은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무료로 공유할 수 있기
에 가치가 있다. 누가 이 정신에 저항할 것인가?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 당시만해도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실
행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인터넷은 여전히 넘기 어려운 장벽이었다. 대부분의 사용가능
한 정보는 America Online, Prodigy 또는 CompuServe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처
럼 잘 정리된 패키지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대학의 주제에 대한 평범한 ASCII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매우 어수선하고, 정부와 학계로부터 멀어져 있었
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려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
야에 대한 HTML 문서를 찾는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1.1.2 HTML과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이라는 로켓에 불을 붙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인터넷이 사업자들에게도
개방되었을 즈음에, CERN에 있는 일부 물리학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멀티미디어가
가능한 통합된 전자 문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서 저작 언어와 문서 배포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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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개발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ypertext Markup
Language, HTML),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그리고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이 탄생했다. 더 이상 이미지, 사운드, 텍스트를 따로따로 배포할 필요가 없었다.
HTML은 이 모든 요소를 통합했다. 더욱이 월드 와이드 웹 시스템은 한 문서가 전 세계
의 다른 문서를 자동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 링크(Hypertext link)를 실현
하였다. 이로 인해 문서 탐색 시간이 줄어 들었고, 더욱 생산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
게 되었다.
Illinois의 NCSA 대학에 있는 한 유능한 학생에 의해서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로켓
은 드디어 이륙하게 되었다. 그 학생은 모자익(Mosaic)이라 불리는 웹 브라우저를 만들
었다. 모자익은 비록 HTML 문서를 보기 위해서 설계되었지만, HTML뿐만 아니라
FTP나 고퍼와 같은 인터넷 상의 풍부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툴로써 사용되었다.
모자익은 사용하기 쉬운 GUI 기반이었기 때문에, 많은 컴퓨터 사용자들이 모자익에
익숙해졌다. 대부분의 인터넷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모자익도 무료로 네트워크를 통
해서 제공되었다. 백만여명의사용자들이 모자익을 다운로드 받았고,“쿨 웹 페이지(Cool
web pages)”
를 찾기 위해 모자익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항해하기 시작했다.

1.1.3 황금의시장
몇 년만에 가난뱅이에서 부자가 되어버린 월드 와이드 웹과 인터넷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 보았다. 전반적으로 인터넷은 전세계에 걸친 정보 교환 및 상업, 그리고
도전과 이익을 위한 새로운 매체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전세계에 걸쳐 있는 수백
만 명의 웹 서퍼(Web Surfer)들에게 싼 값으로 제품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블루 스웨이드 가죽 구두의 마케팅 담당자가 알았다면, 그 판매를 멈추지는 않았을 것이
다. 모자익과 웹 서버 기술 관련 개발자들은 다가올 인터넷의 황금기를 예감하고 있었
다. 그들은 NCSA를 떠났고, 인터넷 상업 활동에 유용한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
(Netscape

Navigator ) 브라우저( 지금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N e t s c a p e

Communicator)의일부)와 웹 서버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

션(Netscape Communication)을 설립하였다.
사업자들과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의 기회는 인터넷에 활기를 불어 넣는데 도움을 주
었고 인터넷의, 특히 월드 와이드 웹의 놀랄 만한 성장의 힘이 되었다. ActivMedia.
Inc가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기업의 절반은 시작한지 1년 안에 이익을
본다고 한다. 그러나 인터넷이 사회 교류와 정보 공유를 위한 가장 으뜸의 장소라는 것
을 잊어서는 안된다. 인터넷 사용자들, 특히 오랜 시간동안 인터넷을 사용해 온 사람들
은 넷티켓(netiquette)을 중요시 한다. 예를 들어, 뉴스그룹에 주제와 관련 없는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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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혹은 우연히 넷티켓을 무시한
다면 수많은 사용자로부터 비난을 사게 된다.
확실히 HTML과 네트워크의 힘은 마켓팅과 재정 상의 이익을 뛰어 넘는다. 중요한
정보는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해 낸다. 그리고 종이에 인쇄하여 배달을 하는 전통적인 출
판 방식 대신에 이미지나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같은 다른 매체를 사용한 출판 방식
을 통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인터넷은 교육의 성
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에 접속하여 정
보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여가 생활에서도 HTML 링크의 상호 교류 능력은 텔레비젼에
중독되어 마비된 우리의 정신에 또 다른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1.2 인터넷 주소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심지어 구식 Apple II 조차)는 유일한 주소를 갖고 있다.
이 주소는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에서 정의한 특별한 형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상에서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정의
한 표준이다. IP 주소는 4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숫자는 256보다 작다. 각각
의 숫자는 192.12.248.73이나 131.58.97.254처럼 마침표(.)로 서로 묶여져 있다.
컴퓨터가 오직 숫자만을 사용하는 반면에 사람들은 이름을 사용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터넷 상에 있는 각각의 컴퓨터는 이름을 지니고 있다. 네트워크에
는 수백만 개의 컴퓨터가 물려 있기 때문에 각각의 컴퓨터가 유일한 이름을 갖도록 만들
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터넷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라는 점을 생각해 보자. 인터넷은 도메인(domain)으로 알려진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도메인은 한 개 이상의 서브도메인(subdomain)으로 나뉘어 진
다. 그래서 컴퓨터에 이름을 부여할 때, 컴퓨터의 도메인 이름과 붙이고자 하는 일반적
인 이름을 사용하여 컴퓨터 고유의 이름을 만들 수 있다.
컴퓨터에 고유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예를 들어, 완전한 도메인 이
름인 www.oreilly.com은 컴퓨터 이름“www”
와 도메인“oreilly”
, 그리고 인터넷의
상업부류인“com”
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터넷의 또 다른 부류에는 교육기간(edu), 비
영리 조직(org), 美정부(gov),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net) 등이 있다. 미국 밖에
있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는 그들의 이름 뒤에 두 자로 축약된 글자를 붙인다. 예를 들어,
한국은“kr”
, 캐나다는“ca”
, 영국은“uk”
등이 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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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 서버(Name Server)라는 특수한 컴퓨터는 컴퓨터의 이름과 그 이름과 관련된
유일한 IP 주소 테이블을 갖고 있다. 사용자나 사용자의 컴퓨터는 네임 서버를 사용하여
컴퓨터 이름과 IP 주소를 번역할 수 있다.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을 네임 서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때때로 비영리 조직인 InterNIC에 요금을 지불하기도 한다. 도
메인 이름이 한 번 등록되면, 그 도메인 이름을 관리하고 있는 도메인 서버는 그 도메인
이름과 연관된 주소를 다른 도메인 네임 서버(Domain Name Server)에 알리게 된다.
각각의 도메인과 서브도메인은 연관된 네임 서버를 갖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컴퓨
터는 유일한 이름과 IP 주소를 갖게 된다.

1.2.1 클라이언트, 서버그리고 브라우저
인터넷에는 문서를 제공하는 서버와 문서를 읽어와 보여주는 클라이언트, 이렇게 두
종류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HTML 문서를 읽고 볼
수 있다. 브라우저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 문서에 접근하거나 전자 문서를 조회하기 위
해서 웹 서버에 이를 요청한다.
각기 다른 특징을 제공하는 몇몇 웹 브라우저가 무료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링스
(Lynx)와 같은 브라우저는 텍스트 기반의 클라이언트이다. 이 브라우저는 오직 글자만
을 출력해 준다. 다른 브라우저들은 GUI 환경에서 실행되며, 문서를 특정한 폰트와 색
을 사용하여 출력한다. 이런 브라우저로는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 N e t s c a p e
Navigator),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NCSA 모자익

(Mosaic), Netcom의 웹크루저(WebCruiser), InterCon의 넷샤크(NetShark) 등이
있다. 이러한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있는 오디오와 비디오를 포함한 다양한 종
류의 전자 문서를 조회하고 볼 수 있다.

1.2.2 정보의흐름
사용자들이 브라우저를 시작할 때부터 모든 웹 활동이 시작된다. 즉 클라이언트측에
서부터 웹 활동이 시작된다. 브라우저는 로컬이나, 인터넷, 인트라넷, 엑스트라넷과 같
은 네트워크 상의 서버로부터 홈페이지의 HTML 문서를 읽어 들이기 시작한다. 네트워
크 상에서 읽어 들일 경우,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는 그 서버에 요청 메시지를 보내기 전
에 DNS(Domain Name System) 서버에 홈페이지 문서를 담고 있는 서버의 이름 —
예를 들어, www.hanbitbook.co.kr— 을 보내서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아낸다. 이
때 하이퍼텍스트 수송 프로토콜(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 표준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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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버에 요청 메시지를 보낸다.
서버는 대부분의 시간을 문서 요청 메시지를 기다리는데 보낸다. 문서 요청이 발생하
면, 서버는 요청한 브라우저가 서버로부터 문서를 읽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그렇다면, 요청한 문서가 존재하는지 검사한다. 존재할 경우, 서버는 문서를 브라우저에
보낸다. 서버는 보통 요청 메시지,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이름, 요청된 문서, 그리고 시간
등을 기록한다.
이제 브라우저는 요청한 문서를 받았다. 만약 문서가 평범한 ASCII 텍스트 파일이라
면,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 문서를 보여 준다. GUI 환경의 브라우
저는 디렉토리를 폴더 아이콘으로 표시할 것이며 평범한 문서와 비슷하게 디렉토리를
처리한다. 보통 폴더 아이콘을 클릭함으로써 서브디렉토리를 볼 수 있다.
또한, 브라우저는 서버로부터 바이너리 파일을 읽어올 수 있다. 만약 애플릿이나 플러
그인(Plug-in) 소프트웨어와 같이 이미지나 비디오를 보여 주거나 오디오 파일을 연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브라우저는 로컬 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은 바이너리 파일
을 저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브라우저는 평범한 텍스트 파일보다는 텍스트와 태그라고 불리
는 특수한 마크업 코드를 가진 문서를 읽어 들인다. 브라우저는 태그나 이미지와 같은
특수한 파일을 사용하여 HTML 문서를 처리한다.
사용자들은 문서를 읽고, 다른 문서를 보기 위해서 하이퍼링크(hyperlink)를 선택하
게 된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전체 과정이 다시 반복된다.

1.2.3 월드 와이드 웹의 이면
브라우저와 HTTP 서버가 반드시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의 일부로서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자. 사실 HTML 문서를 작성하거나 브라우저를 다루기 위해
서 인터넷이나,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혹은 그 외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할 필요는 없다.
독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HTML 문서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직접 읽고 볼 수 있
다. 이렇게 웹과 로컬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가장 최후의 배포를 위해 문서의 편
집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부지런한 HTML 저작자는 인터넷을 통해 문서를 배포
하기 이전에 로컬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
용자들이 잘못된 하이퍼링크나 깨진 이미지 파일 때문에 겪는 고충을 없앨 수 있다.
조직 역시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에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조직 내부의 비공개 웹과
로컬 네트워크 혹은 인트라넷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배포하는 HTML 문서를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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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사실 비공개 웹은 종이 없는(paperless) 사무실을 만드는 기술로 빠르게 자
리잡아 가고 있다. 사업체나 기업체는 HTML 문서를 이용해서 사용자 및 로컬 컴퓨터
의 화면 등을 제어하며 사진을 입력한 인사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핸드북, 청사진 모음,
부품 및 조립 안내서 등을 관리할 수 있다.

1.3 HTML은 무엇인가
H T M L은 문서의 레이아웃과 하이퍼링크를 명세화한 언어이다. 그것은 구문
(syntax)과 명령어를 정의하고 있다. 명령어는 브라우저가 출력하지는 않지만, 문서의
내용을 어떻게 표시할지를 말해 준다. 또한 HTML은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어떻게 문
서들이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지를 말해 준다. 하이퍼링크를 사용하면 당신의 문서를
당신의 컴퓨터 혹은 다른 컴퓨터에 있는 문서와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FTP와 같
은 다른 인터넷 자원에도 연결할 수 있다.

1.3.1 HTML의표준과 확장
HTML의 기본 구문(syntax)과 의미(semantic)는 현재 버전 4.01까지 나와 있는
HTML 표준에 정의되어 있다. HTML은 이제 겨우 6~7년 밖에 안 된 젊은 언어이지
만, 이미 4번의 발전을 하였다. 이 책을 읽어나가는 동안에 다른 버전이 나오더라도 놀
라지 마라. 왜냐하면 새로운 표준은 언제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브라우저 개발자들은 HTML 표준에 따라서 HTML 문서를 보여 주고 구성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한다. HTML 문서 저작자들 역시 표준을 사용하여 효과적이고
올바른 HTML 문서를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우저 개발자들은 상업적인 이유
에서 그들의 브라우저 —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 에 HTML
언어를 개선하기 위한 비표준 확장 태그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확장 태그들은 표준기관
의 검토를 거쳐 보통 다음 표준에 추가된다. 많은 사람들이 확장 태그를 사용한다면 이
를 통해서 다음 표준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도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HTML의 구문과 의미, 어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또
한 많이 사용되는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확장 태그들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관심 있는 HTML 저작자는 누구라도 최소한의 노력으로 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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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문서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1.3.2 표준 기구
많은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HTML 역시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사용된 비정형적인 명
세서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HTML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누구나
쉽게 문서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도록 더욱 정형적인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고, HTML
의 특징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1.3.2.1 W3C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는 HTML의 표준 버전을 정의하고 있다.
W3C의 멤버들은 표준을 도안하고 표준을 배포할 책임이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기반으로 표준을 수정할 책임이 있다.
HTML 외에, W3C는 월드 와이드 웹과 관련된 기술을 표준화하는 좀더 넓은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웹에 발표되는 문서에 대한 표준화를 할 뿐만 아니라, HTTP 표준
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HTML 표준의 국제화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웹 기
술에 대한 표준 초안을 권고한다.
만약 HTML 개발과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면, http://www.w3c.
o r g 사이트를 통해서 W 3 C에 연락하면 된다. 몇몇 인터넷 뉴스그룹들은 각각
comp.infosystems .www 계층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계층에는
comp.infosystems.www.authoring.html과 comp.infosystems.www.author
ing.images 등이 포함된다.

1.3.2.2 IETF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는 인터넷 기술의 모든 면을 관리하고 정
의하고 있다. 월드 와이드 웹은 IETF의 영역에 있는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IETF는 Requests For Comment 또는 RFC로 알려진 사무 문서를 통해 인터넷
기술의 모든 것을 정의한다. 쉽게 RFC를 참조할 수 있도록 각각의 RFC에는 번호가 붙
어 있다. RFC는 도메인 네임과 IP주소 할당 구문으로부터 전자 우편 메시지 형식에 이
르기까지 특정한 인터넷 기술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IETF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거나 다양한 RFC의 과정을 따르고 싶다면,
IETF 홈페이지인 http://www.ietf.org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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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HTML의 한계
HTML의 멀티미디어 기능, 새로운 페이지 레이아웃 특징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여
HTML 문서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는 기술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HTML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HTML은 출판하기 위해 사용되는 워드프로세서가
아니며 프로그래밍 언어는 더욱 아니다. 왜냐하면 HTML의 근본 목적은 문서의 모양과
구조 및 문서 계통을 정의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다양한 출력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에게 문서를 빠르고 쉽게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4.1 내용과모양
충분히 HTML의 힘을 인지하고 인상적인 HTML 문서를 만들기 이전에, 반드시 지
켜야 하는 한가지 기본 규칙이 있다. 그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문서를 구조화하기 위
해서 HTML을 설계해야 하고 좀더 접근하기 쉽도록 내용을 만들어야 하며, 출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에 형식을 주어서는 안된다.
HTML은 문서의 모양을 정의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폰트 특
징, 라인 브레이크(line break), 다단(multicolumn) 텍스트 등을 사용하여 문서의 모양
을 정의할 수 있다. 물론, 문서의 모양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서의 모양에 따라서,
HTML 문서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이 좋거나 나쁜 영
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HTML에서는 내용을 우선한다. 모양은 그 다음이다. 왜냐하면 모양에 있어
서는 다소 범용성이 떨어져 브라우저에 따라 같은 문서를 서로 다른 그래픽과 텍스트 형
식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종 모양과 상관없이 문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HTML에 존재한다. 섹션 헤더, 구조화된 리스트, 문단, 선, 제목, 이
미지 등은 모두 브라우저가 보여 주는 결과에 상관없이 HTML에 정의되어 있다.
만약 HTML을 문서 저작 도구로 사용할 경우, 문서 형식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정
할 수 없다는 점에 다소 실망할 수도 있다. FrameMaker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와
같은 도구를 이겨낼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HTML에는
없다. 특정한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HTML에서 제공하는 구조 원소를 파괴한다면, 모
든 브라우저에서 동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HTML로 할 수 없는 것을
설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HTML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한 것을 하면 된다. 문서의 구조를 지정함으로
써 브라우저는 문서의 내용을 알맞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HTML 표준에는 문서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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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태그들이 많이 정의되어 있다. 이런 태그를 사용하여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공되는 의미 중에는 FrameMaker나 워드 같은 도구에서는 지원하
지 않는 것들도 있다. 문서를 이런 의미 부여 태그를 사용하여 만들어라. 그러면 더 만족
스럽고 좋은 문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4.2 HTML의명확한 한계
HTML이 제공하는 문서의 구조와 형식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새로운 HTML 표준을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그 수가 적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1997
년에 표준이 발표된 이후, 브라우저 공급자들은 몇몇 개의 HTML 특징들을 구현하여
왔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구현되었다.
• 프레임을 사용한 문서의 레이아웃
• 스크립트를 사용한 동적인 문서
• 움직일 수 있고 레이어를 가진 텍스트
• 문서와 이미지의 절대 위치 지정
다음과 같은 것들은 HTML 표준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 각주, 주, 내용과 인덱스의 자동화된 테이블
• 헤더와 풋터(footer, 반복 문구)
• 탭과 다른 자동 문자 스페이스의 처리
• 번호가 붙은 중첩 리스트
• 수식 조판

1.4.3 브라우저를 포기해라
브라우저는 저마다 태그의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초보 HTML 저작
자들은 이런 브라우저의 특성을 이용하여 HTML 표준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한계를 극
복하려 한다. 예를 들어, 들여쓰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특정 종류의 리스트를 몇몇 단계
로 중첩시키기도 한다.

이 책을 번역하는 시점에서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 4.7과 인터넷 익스플로러 5.01이 나와 있으며 이들은
모두 HTML4.0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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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종류의 브라우저가 여러 종류의 컴퓨터에서 실행되며, 각각의 브라우저들은 모
든 HTML 문서를 서로 다르게 실행한다. 심지어 서로 다른 두 명의 사용자가 같은 브라
우저를 사용하더라도, HTML 문서를 다르게 보여 줄 때가 있다. 어떤 브라우저에서 멋
지게 보이는 HTML 문서가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끔찍하게 보일 수도 있다.
브라우저를 포기해라. 가장 최선이라고 간주되는 방법에 상관없이 문서의 형식을 만
들어야 한다. 브라우저의 목적이 사용자에게 문서를 일관되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방법
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즉 저작자가 해야 할 일은 문서를 더욱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브라우저가 효과적으로 그 문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하는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는 안된다. 대신, 실제
문서의 데이터와 효율적으로 내용을 구조화할 수 있는 HTML 태그를 추가하는 데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1.5 비표준 확장
HTML의 한계를 인지하기도 전에 HTML로 장시간 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HTML의 한계를 인지하는 것, 이것이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가 배포된 지 1년도 안 되
어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은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브라우저가 HTML 표준만을 구현한
반면에, 넷스케이프에 있는 개발자들은 HTML 언어와 브라우저를확장시키는 일에 노력
을기울였고, 웹상에서잠재적으로존재하던상업적시장에대한지배권을잡게되었다.
이런 노력때문에 인터넷 시장의 출현과 함께 넷스케이프는 시장 뿐만 아니라 표준도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HTML의 표준은 아니지만 넷스케이프가 제공한 특징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특징들은 빠른 속도로 표준이 되어 갔다. 이런 상황이
HTML 저작자들에게는 악몽으로 다가왔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최근의 멋진
트릭을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고, 심지어 유용한 HTML 확장을 사용해 줄 것을 요구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표준의 일부가 아니었고, 모든 브라우저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었다. 사실 인기 있는 브라우저들은 HTML의 같은 요소를 서로 다
른 방법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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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확장의 장점과 단점
모든 소프트웨어 제공업자들은 표준을 따른다. 왜냐하면 표준과 호환성이 없을 경우
에는 매우 곤란을 겪게 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선택하지 않은 구매자들이 경쟁자의 제품
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동시에 제공업자는 그들의 제품을 경쟁사의
제품과는 다르게 그리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시장 경쟁의 예로써, 넷스
케이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표준 HTML에 대한 확장을 들 수 있다.
많은 HTML 문서 저작자들은 이러한 브라우저의 비표준 확장을 사용하면서 불안함
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그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넷스케이프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계속해서 이런
HTML 확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이런 HTML 확장은 즉각적으로 HTML의 길
거리 버전(street version)의 일부가 되어 간다.
다행스럽게도, HTML 4.0에서 W3C 표준은 브라우저 제조업자들을 따라 잡았다.
사실 테이블은 표준에서 먼저 나타났었다.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가 만들어낸 많은 HTML 확장들은 이제 HTML 4.0과 4.01 표준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표준의 일부는 이들 브라우저에서도 아직 지원되지 않고 있다.

1.5.2 확장 사용의 자제
일반적으로 HTML 확장을 사용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확장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HTML 확장을 사용하게 되면, 특히 문서의 핵심 부분에서 사
용하게 될 경우, 잠정적인 독자의 일부를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넷스케이프
공동체는 이런 점을 논쟁할 정도로 충분히 규모가 있지만, 비록 그렇더라도 넷스케이프
확장을 사용한 페이지는 넷스케이프를사용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몰아낼 것이다.
물론 HTML 확장에는 다양한 정도의 의존 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수평선 규칙 확장을 사용한다면, 대부분의 다른 브라우저는 그 확장된 속성을 무시하고
표준 수평선을 사용할 것이다. 반면에 폰트 크기 변화 확장이나 문자 정렬 확장을 사용
하여 문서의 모양을 조절한 경우,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그 문서를 매우 이상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 확장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표시조차 안될 수도 있다.
HTML 확장 사용을 비난하는 것이 약간은 부적절한 것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인터
넷의 전반적인 철학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신의 목을 매달거나, 자신의 발등에 총을 겨
누는 대신에, 모두가 관심있는 분야에 총을 겨누거나 로프를 당기는 일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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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확장이 필요하거나 혹은 매우 이로운 점이 있어서 그리고 독자의 일부 권리를 박
탈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확장을 사용하겠다 할지라도, 위의 충고는 여전히 적용된다. 이
런 점 때문에, 다른 브라우저 사용자를 위해서 표준을 따르는 문서를 저작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

1.5.3 버그의특수 효과
HTML 확장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알려진 브라우저의 버그를 사용하여 특수 효과
를 낼 수 있다. 좋은 예로,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 버전 1.1에 있는 다중 BODY 버그
(multiple body bug)를 들 수 있다. HTML 표준의 경우, 문서에 정확하게 한 개의
<body> 태그만을 갖는다고 정의되어 있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이전의 브라우저들은
여러 개의 <body> 태그가 하나의 문서에 오는 것을 허락하였고, 각각의 <body> 태그를
차례대로 표시하였다. 저작자는 문서에 여러 개의 <body> 태그를 삽입하여 브라우저가
문서를 처음 로딩할 때 어느 정도 에니메이션 효과를 낼 수 있었다. 배경색을 점차적으
로 바꾸는 효과를 낼 때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트릭을 사용하면 페이드-인(fade-in) 효
과도 만들어 낼 수 있다.
넷스케이프 1.2 버전에서는 이 버그를 고쳤고, 이 버그를 사용하여 효과를 냈던 수천
개의 문서에서 페이드-인 효과가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게 되었다. 넷스케이프사는 그들
의 신용도에 다소 맹렬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표준을 따르기로 한 그들의 결정을 고
수하였다.
이 시점에서 명백하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할 수 있다. 당신의 문서에 특수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브라우저에 있는 버그를 결코 사용하지 마라!

1.6 HTML 디자인을 위한 저작도구
HTML 문서를 만들려면 특별한 기능이 없는 일반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할 수도 있
지만, 대부분의 HTML 저작자들은 단순한 워드 프로세서보다 더욱 정교한 기능을 제공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적어도 당신이 만든 문서를 테스트하고 개량하기 위해서
는 브라우저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저작도구 이외에, HTML 문서를 만들고 편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히 제작된 저작도구(HTML 에디터)가 존재하고, 그 외에 멀티미디
어 파일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저작도구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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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기본적인 저작도구
적어도, 일반 텍스트 에디터와 문서를 검사하기 위한 브라우저가 필요할 것이다. 인터
넷에 연결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1.6.1.1 워드 프로세서로 할 것인가, HTML 에디터로 할 것인가?
어떤 저작자들은 특별한 HTML 편집 기능이 들어가 있는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한
다. 또 어떤 저작자들은 위지윅(WYSIWYG) 기능이 제공되는 저작도구를 사용한다.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일반 워드 프로세서에서 작업을 한 뒤, 나중에 HTML 태그와 속성을
삽입한다. 마지막으로, 작업하면서HTML 태그를 삽입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단계씩 저작해 나아가는 것 —문서를 만들고, 다음 마크업을 추가하는 것— 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 번 문서의 내용을 정의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겨서
HTML 태그를 사용하여 그 문서를 형식화하는 것이 쉽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마크업 때문에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특별히 훈련받지 않는 한,
(만약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스펠링 검사나 사전을 사용하여 마크업 태그와 다양한 파
라미터를 검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HTML의 구문이나
스펠링을 검사하는데 보낼 수도 있다.
필요한 저작도구에 따라, HTML 태그를 언제 어떻게 문서에 넣을지가 달라진다. 간
단한 텍스트 에디터나 브라우저 기반의 HTML 에디터보다는 워드퍼펙트나 워드와 같
이 더 좋은 도구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 Outliner, 스펠링 체크 도구 혹은 사
전을 이용하여 문서의 흐름이나 내용 등을 기교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이다. 가장 최근의 워드 프로세서는 일반 문서를 HTML 형식으로 변환시켜 준다. 하지
만 기적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아마도 모형 문서를 제외하면, 자동으로 생성된 HTML
문서는 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다.
HTML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저작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구입하기 이전에, 그 저작도구가 HTML 4.0을 지원하는지의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한
다. 더욱이, 어떤 위지윅(WYSIWYG) HTML 에디터들은 기존의 브라우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잘못된 HTML 태그를 사용하여 올바르지 못한 출력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1.6.1.2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새로 만든 HTML 문서를 배포하기 이전에, 그 문서를 검사해 보아야 한다. HTML
저작자들은, 특히 HTML 표준이 아닌 것을 사용하는 저작자들의 경우 여러 종류의 컴
퓨터에서 서로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HTML 문서를 테스트할 것을 권한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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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특정 브라우저에서는 멋지게 보이는 문서가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끔찍하게 보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그래서 가장 중요한) 브라우저는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F T P 서버( f t p . n e t s c a p e . c o m와
f t p . m i c r o s o f t . c o m )나 그들의 홈페이지 (h t t p : / / w w w . n e t s c a p e . c o m 과
http://www.microsoft.com)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혹은 상업용 버전을 소프트웨어

판매상을 통해서 구입할 수도 있다.

1.6.1.3 인터넷 연결
만약 HTML 문서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연마하기 원한다면, 인터넷에 연결된 환
경이 필요하다. 물론 HTML 문서를 로컬에서 만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
인 진리는 아니다. 또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 있
는 좋거나 나쁜 HTML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
하여 다양한 예제를 통해 배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 문서에 하이퍼링크를 포함시켰다면, 문서의 개발과
테스트를 위한 인터넷 연결은 필수적이다. 또한 인터넷에 연결됨으로써, HTML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뉴스그룹
을 통해서 언어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팁도 구할 수 있다.

1.6.2 확장된저작도구
문서를 만들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좀더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저작도구를 알아두면 훨씬 편리하다. 매일 같이 프리웨어, 쉐어웨어, 상
업용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제품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
다고 생각된다. 사실, 이 점이 인터넷에 연결할 필요성이 있는 또 다른 이유이다. 웹 상
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룹들이 HTML 자원 목록을 매일 매일 수정해 준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HTML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면, 당신은 그런 사이트를 방문하게 될 것
이고 언어, 저작도구, 경향 등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그 사이트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다음의 HTML 저작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사이트들이다. 각각의 사이트는 HTML
저작자들을 위한 자세한 제품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하이퍼링크를 포함하고
있다(추가 사이트 목록은 WWW.hanbitbook.co,kr의인터넷 페이지를 참고하자).

1장. HTML과 월드와이드 웹

http://www.stars.com
http://union.ncsa.uiuc.edu/HyperNews/get/www.html
http://www.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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