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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나가 체류할 예정이라면 그 나라의 언

어를 아는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개념은 이른바 Embedded 인터넷 장

치에도 적용된다. embedded 장치를 발전시켜 

인터넷 인프라에 연결하려면 인터넷이라는 언

어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 수준에서 

이는 분명 IP(Internet Protocol)을 의미하지

만 데이터 표현 수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바로 여기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XML이 소개된 것은  

Microsoft가 첫 XML 호환 브라우저로 

Internet Explorer 5.0을 발표한 2000년 3월

이었다. XML 기능은 많은 경우 중요하게 여

겨지지 않지만 XML 개념은 embedded 연결 

장치 설계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기반한 리서치 회사인 

Aberdeen Group이 작성한 XML에 대한 백서

에 따르면 근본적인 문제는 HTML이 표현은 

전달하지만 context는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

이다. XML을 사용하면 문서 및 웹 페이지의 

데이터 필드에 표현뿐만 아니라 context를 위

한 태그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HTML

의 경우에는 사람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데이

터에 액세스하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이를 

다시 입력해야 한다. 

 

각 데이터 필드는 XML 기능이 있는 어플리

케이션이 이해할 수 있는 일련의 숫자로 정의

되어 문서 유형, 특정 필드 또는 수신 어플리

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데이터에 대

응된다. 이러한 마크업(markup) 스키마를 통

해 XML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XML이 

전송될 때 수신 데이터의 구문을 분석하고 이

를 제거 시 어플리케이션이 이해하는 형식으

로 표시하기 위해 태그를 변환하거나 순서를 

다시 지정한다. 

 

XML이 embedded 분야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XML이 인터넷 인프

라로 확산된 경위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한다. 월 스트리트만을 보더라도 폭발

적인 e-commerce 시장이 경제적 원동력이 

되는 강력한 중심임을 알 수 있다. XML은 e-

commerce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불투명한 것은 XML이 e-commerce

가 토대로 하는 4개의 매우 상이한 분야에 맞

는 공통 언어를 제공한다는 것이며, 이 4개의 

주축은 e-commerce를 수행하는 업체

(Amazon.com, LL-Bean 등), datacom 

system, telcom system 및 전력/설비 인프라

이다. 

 

현재, 이 4 분야의 컴퓨터 및 embedded 컴

퓨터에서는 매우 상이한 언어를 사용한다. 

Datacom 분야에서는 Ethernet 및 서버 측면

이라 말하며 Telcom 분야에서는 T3 라인 및 

스위치가 언어를 구성하며, 설비/산업 업계에



서는 PROFIBUS, DeviceNet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  e-commerce 업체에서는 항

상 원활히 작동하고 지원사항이 풍부한 매력

적인 웹 사이트를 원한다. 

 

웹 사이트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

이 이 3분야 중에 있을 수 있다. 문제를 확인

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Telcom, 

Datacom 및 설비업계 통신을 위한 공통된 

electronic  형식이 필요하다. 여기서 XML이 

가장 유망한 후보가 될 수 있다. XML 호환 

embedded 웹 서버는 매사추세츠 Maynard에 

소재한 Agranat Systems Inc.와 같은 공급 

업체에서, 그리고 2000년말 다른 업체에서 

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서버는 소형이며 

저렴하고 25에서 50KB의 메모리만 필요로 

하다. XML의 장점은 브라우저가 필요 없다는 

데 있다. 이는 원격 통신, 데이터 통신 및 설

비 시스템이 XML을 통해 직접 통신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XML이 데이터통신, 원격통신,  e-commerce 

및 설비 분야에 보급되기 시작하면 인터넷 

embedded 장치(PDA, 키오스크 또는 어플리

케이션별 휴대용 장치 등)가 이 XML 혁신기

술을 활용할 수 밖에 없을것이며, XML 기반 

웹 서버에 해당 장치가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XML을 수용하지 않는 장치는 통역사 

또는 수화에 의존해야 하는 외국 여행자와 같

이 인터넷 인프라와 접목하는데 어려움을 겪

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