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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인터넷 사용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의 인터넷 망 계층 프로토콜인 에서 지원하는 인터넷 주소공간은 얼마 가지 않IPv4

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차세대 인터넷 망 계층 프로토콜인 로의 전이는 필연적으로. IPv6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 로의 동시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향후. IPv6

환경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에서 로의 효과적이고 점진적인 전이 방안에 대한 연IPv6 IPv4 IPv6

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이 방안 중에서 및 단일 구조를 지닌 호스트들로 구성된 네트워IPv4 IPv6

크간의 원활한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토콜 변환모듈을 설계 및 구현 하였으며 이를IPv4/IPv6 ,

위하여 패킷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토콜 변환모듈의 기능 구조를 정의하였다IP IP .

서론.Ⅰ

년 이 를 새로운 통신 규1983 ARPANET TCP/IP

약으로 채택함으로써 현재의 형태를 갖게 된 인터

넷은 를 기반으로 년대를 거쳐 전세계TCP/IP 1990

규모의 정보통신에 있어 핵심 기술이 되었다 그러.

나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과 함께 정보 통신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대용량의 대역폭을 요구하고 초

고속 전송 또는 실시간 전송을 필요로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인터넷 즉 규, IP

약이 가지고 있던 확장성의 제한과 구현에 있어서

의 구조적인 병목 현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세대 인터넷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기존

의 인터넷 망 계층 프로토콜인 에서 지원하는IPv4

인터넷 주소 공간이 얼마 가지 않아 고갈되고 말

것이라는 예측이 년경에 제기되자 이러한 주1990

소 공간의 제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인

터넷 망 계층 프로토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멀티미디어 응용서비스가 개발,

제공되면서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멀티미디어 응용

을 효과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

었으며 차세대 망 계층 프로토콜로서 가 채택IPv6

되었다.

는 기존 가 제공하는 기능을 그대로 제IPv6 IPv4

공하면서 여러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로 제

안되었다 의 주요 특징으로는 인터넷 주소 공. IPv6

간의 확대와 라우팅 기능의 확장 헤더 형식의 단,

순화 인증과 데이터 보호기능 제공 등이 있으며, ,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지닌 환경으로의IPv6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환경에서 차세IPv4

대 인터넷 프로토콜인 환경으로의 동시 전환IPv6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서IPv4 IPv6

로의 효과적이고 점진적인 전이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인터넷 표준화기구인 의 및IETF RFC

를 기반으로 로의 전이 방안 중Draft IPv6 IPv4



및 단일 구조를 지닌 호스트들로 구성된 망IPv6

간의 원활한 통신의 지원이 가능한 프로토콜IP

변환 방안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프IPv4 /IPv6

로토콜 변환모듈을 설계 및 구현 하였다 이를 위.

하여 및 의 프로토콜 패킷 구조를 분석IPv4 IPv6

하고 프로토콜 변환모듈의 기능 구조를 정의하IP

였다.

개요. IPⅡ

전세계에 걸친 거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인터넷은 정보 고속도로라는 차세대 정보 통신망

이 그 하부구조로 떠오르면서 일반 사용자의 관심

이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각 기업의 상용 서비스,

가 연결 되면서 발전의 기반이 더욱 튼튼히 다져

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에서의 통신을 위하여 이.

질적인 망들의 연결 및 연결된 망들을 이용한 종

단간 통신 등을 목표로 개발된 통신 프로토콜이

이며 현재까지도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TCP/IP ,

로서 사용되고 있다.

는 프로토콜의 계층에서 번째 계층IP TCP/IP 4 2

인 망 계층에 위치하고 있고 프로토콜에TCP/IP

서 가장 핵심이 되는 프로토콜이다.

가 속한 망 계층의 주요 역할은 하위 계층의IP

서비스를 이용하여 양쪽의 시스템 사이에 데이터

전송이나 중계를 하는 것이며 네트워크상에서 주,

소 지정 및 경로 설정을 담당한다.

는 신뢰성 없는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한다IP .

비연결성 특징은 패킷을 전송하거나 수신하기 전

에 상대방과 어떠한 신호 또는 제어 정보를 교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패. IP

킷을 최종 목적지의 주소만 붙여서 보내면 된IP

다 만약에 사용자가 연결성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

는 와 같은 상위 계층 프로토콜을 이용해야TCP

한다 그림 은 프로토콜군의 계층과 이를. 1 TCP/IP

구성하는 프로토콜들을 나타낸 것이다.

FTP: File Transfer Protocol
TFTP: 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ICMP: 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UDP: User Datagrame Protocol

Telnet FTP TFTP

TCP UDP

IP & ICMP

매매매매

응용계층

수송계층

망 계층

링크계층

그림 1 프로토콜 계층 및 구성. TCP/IP

구조. IPv4/IPv6Ⅲ

헤더 구조1. IPv4

헤더 구조(1) IPv4

처리를 하는 데이터에는 반드시 헤더가 붙IP IP

어 있으며 상위 계층에서 넘겨받은 데이터를 IP

헤더에 포함시켜 하위 계층에 건네준다 반대로 하.

위 계층에서 온 데이터는 헤더의 내용을 해석IP

하여 필요하면 상위 계층에 건네준다 그림 는. 2

패킷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IPv4 .

Version IHL Type of Service Total Length

Identification Flags Fragment Offset

Time to Live Protocol Header Checksum

Source Address

Destination Address

Options + Padding

Bit 0 4 8 16 19 31

2
0
 o

c
te

ts

그림 2 헤더 구조. IPv4

(2) ICMPv4

는 라ICMP (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우터나 노드 등에서 이상이 발생하여 패킷이 목적

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송신측에 상황을 통

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프로토콜과 함께 처리, IP

된다 메시지는 메시지와 메시. ICMP Query Error

지로 구분되어 있다.

헤더 구조2. IPv6

의 개요(1) IPv6

비트 길이의 주소는 인터넷에 접속하는32 IP

호스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갈위

기에 놓여있다 이를 지연시키기 위해 임시방편으.

로 클래스의 주소만을 할당하여C CIDR(Classes

을 사용하여 주소의 고갈을Inter-Domain Routing)

지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주소의 고갈 라우팅의 어려움 및 보안,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현재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를 개선한 것이 이다IPv4 IPv6 .

패킷의 헤더 구조(2) IPv6

의 헤더는 헤더의 몇몇 필드가 생략되IPv6 IPv4

거나 선택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일반적인 경우

패킷의 처리 비용이 줄어들었고 주소 길이가, IPv4

에 비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헤더의 대역

폭 비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은. 3 IPv6

의 헤더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Version Traffic Class Flow Label

Payload Length Next Header Hop Limit

Source Address

Destination Address

Bit 0 4 12 16 3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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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b

it
s
 =

 4
0
 o

c
te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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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헤더 구조. IPv6

(3) ICMPv6

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를 수정ICMPv6 ICMPv4

및 보완하여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며 IPv6 Next

필드값으로 을 갖는다 는 패킷Header 58 . ICMPv6

처리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보고 진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메시지는 메시지와ICMPv6 Error Informational

메시지로 구분되며 메시지는 메시지의Error Type

필드값의 상위 비트에 을 삽입함으로써 인식된다0 .

변환 프로토콜의 설계. IPv4/IPv6Ⅳ

변환 프로토콜의 구성1. IPv4/IPv6

본 논문에서 설계 및 구현되는 변화IPv4/IPv6

프로토콜은 호스트와 호스트 사이의 통IPv4 IPv6

신을 위한 망계층 프로토콜이며 본 프로토콜 및

네트워크 구성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4 .

IPv4 호스트 IPv6 호스트

IPv4
네트워크

변변
모모

IPv6
네트워크

그림 4 프로토콜 변환모듈 네트워크 구성도.

그림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로토콜4 IPv4/IPv6

변환모듈은 호스트와 호스트간의 통신IPv4 IPv6

및 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와 로 이루어진IPv4 IPv6

네트워크간의 통신을 위해 프로토콜 변환을 수IP

행한다.

프로토콜 변환모듈의 기능 구조2. IPv4/IPv6

본 논문에서 설계한 프로토콜 변환모듈은 그림 5

와 같이 크게 헤더 분석 모듈과 에서IP IPv4

로의 변환모듈 에서 로의 변환모듈로IPv6 , IPv6 IPv4

나눌 수 있다.

IP   헤헤 헤헤 모모

IPv4-to-IPv6
 프프프프 변변모모

ICMPv4-to-ICMPv6

변변모모

IPv6-to-IPv4
 프프프프 변변모모

ICMPv6-to-ICMPv4

변변모모

IPv4 패패 IPv6 패패

IPv6 패패 IPv4 패패

그림 5 프로토콜 변환모듈의 구조. IPv4/IPv6

헤더 분석 모듈(1) IP

헤더 분석모듈은 변환 모듈로 유입되는 패IP IP

킷의 버전을 검사하여 변환모듈로 보내주는 역IP

할을 담당한다 변환모듈은 유입되는 패킷을. IP IP

다른 버전의 패킷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담당IP

하며 변환모듈과 변환IPv4-to-IPv6 IPv6-to-IPv4

모듈로 구분된다 이들 모듈은 내부에 의 변. ICMP

환을 담당하는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변환 프로토콜의 설계(2) IPv4-to-IPv6

헤더 변환IP①

변환 프로토콜은 입력된 패킷IPv4-to-IPv6 IPv4

의 헤더를 헤더로 변환한다 이때 패킷의IPv6 . IP

원래의 헤더는 제거되고 의 헤더로 교체IPv4 IPv6

되며 상위 계층의 헤더와 데이터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변환ICMP②

와 은 유사한 헤더 형식을 가지ICMPv4 ICMPv6

고 있으며 대부분의 메시지들의 의미가 동일하므

로 직접적인 변환이 이루어 진다.

메시지는 메시지와 메시지ICMPv4 Query Error

로 구분되어 각각 변환된다 표 에 에서. 1 IPv4 IPv6

로 패킷이 전송될 경우 의 메시지ICMPv4 Query

들이 변환되는 내용을 나타내었다.

메시지ICMPv4 Query
변환 내용

메시지명 Type

Echo / Echo Reply 8,0 Type 128, 129→

Information Request/Reply 15,16 폐기

Timestamp /

Timestamp Reply
13,14 폐기

Address Mask
Request/Reply

17,18 폐기

ICMP Router

Advertisement
9 폐기

ICMP Router Solicitation 10 폐기

Unknown ICMPv4 Types ․ 폐기

표 메시지 변환1. ICMPv4 Query



표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변환되는 유일한1

메시지들은 와ICMP Query Echo Request Echo

메시지이며 나머지 메시지들은 모두 폐기된Reply ,

다.

다음의 표 에 메시지의 변환을2 ICMPv4 Error

나타내었다.

메시지ICMPv4 Error 변환 내용

Destination

Unreachable

(Type 3)

Code 0,1
Code 0→

(no route to destination)

Code 2
Type 4, Code 1→ →
(parameter problem)

Code 3
Code 4→

(port unreachable)

Code 4
Type 2, Code 0→ →

(packet too big)

Code 5 Code 2(not a neighbor)→

Code 6,7
Code 0→

(no route to destination)

Code 8
Code 0→

(no route to destination)

Code 9,10

Code 1→
(communication with
destination administratively

prohibited)

Code 11,12
Code 0→

(no route to destination)

Redirect(Type 5) 폐기

Source Quench(Type 4) 폐기

Time Exceeded(Type 11) Type 3→

Parameter Problem(Type 12) Type 4→

표 메시지 변환2. ICMPv4 Error

표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변환되는2 ICMP

메시지들은Error Destination Unreachable, Time

및 메시지들이다Exceeded Parameter Problem .

이들 역시 메시지의 변환과 같은ICMP Query

방식으로 변환된다.

변환 프로토콜의 설계(3) IPv6-to IPv4

헤더 변환①

변환 프로토콜은 입력된 패킷IPv6-to-IPv4 IPv6

의 헤더를 헤더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IPv4 .

이때 헤더는 제거되고 의 헤더로 교체되IPv6 IPv4

며 상위 계층의 헤더와 데이터 부분은 변하지 않,

는다 표 은 에서 로의 변환에 있어서의. 3 IPv6 IPv4

헤더 필드간 변환을 기술한 것이다IP .

표 에 따라 에서 로의 각 필드간 변환3 IPv6 IPv4

이 이루어지게 된다.

필드명 변환되는 내용

Version 의 버전IPv4 .(4)

IHL
기본값으로 설정.

들이 없을 경우(5, IPv4 Option )

TOS 헤더의 필드 값을 복사IPv6 Class .

Total Length
헤더의 필드 값에IPv6 Playload Length

의 크기를 더한 값 복사IPv4 .

Identifier 모두 으로 설정0 .

Flags
는 으로 설정More Fragment Flag 0 .

는 로 설정Dont't Fragment Flag 1 .

Fragment Offset 모두 으로 설정0 .

TTL
헤더의 필드 값에서 을 뺀IPv6 Hop Limit 1

값 복사.

Protocol

헤더의 필드 값을 복사IPv6 Next Header .

헤더의 필드 값이IPv6 Next Header

이면 로 대체58(ICMPv6) ,1(ICMPv4) .

Header Checksum 헤더가 생성될 때 한번 계산IPv4 .

Source Address 의 하위 비트를 복사IPv6 source Address 32 .

Destination Address
의 하위 비트IPv6 Destination Address 32

복사.

표 헤더 필드 변환3. IP (IPv6 to IPv4)

만일 패킷 내에 헤더IPv6 Hop-by-Hop Option ,

헤더 혹은 헤더가 있Destination Option Routing

다면 이들은 무시되며 변환을 위한 시도가 일어나,

지 않는다 그러나 패킷이 확장 헤. IPv6 Fragment

더를 포함하고 있다면 아래의 표 에 따라 예외4

처리된다.

필드명 변환되는 내용

Total

Length

헤더의 필드 값에서IPv6 Playload Length Fragment

헤더를 위한 비트를 뺀 다음 헤더의 크기를8 Ipv4

더한 값을 복사.

Identification
헤더의 필드 값의 하위IPv6 Fragment Identifier 16

비트를 복사.

Flags
는 헤더의 를More Fragments flags Fragment M Flag

복사하고 는 으로 설정, Dont Fragment Flag 0 .

Fragment

Offset
헤더의 필드값 복사IPv6 Fragment Fragment Offset .

Protocol 헤더의 필드 값 복사IPv6 Fragment Next Header .

표 를 포함할 경우 변환되는4. Fragment IPv4

필드값

변환ICMP②

표 는 로 패킷이 전송될 경우 의5 IPv4 ICMPv6

메시지들이 로 변환되는 내용을 기술한 것ICMPv4

이다 메시지는 메시지와. ICMPv6 Informational

메시지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각각 변환되는Error

내용을 표로 나타내었다.



메시지ICMOv6 Informational
변환되는 내용

메시지 명 Type

Echo Request and Echo Reply 128, 129
을 각각 과 로type 0 8

변환

Group Membership

Query/ Report/ Done
130~132 폐기

Neighbor Discover messages 133~137 폐기

Unknown Informational messages ․ 폐기

표 메시지의 변환5. ICMPv6 Informational

표 에 메시지들의 변환 내용을6 ICMPv6 Error

나타내었다

.

메시지ICMPv6 Error 변환되는 내용

Destination

unreachable

(type 1)

Code 0 를 로 설정Code 1 (host unreachable)

Code 1

를 로 설정Code 10 (communication

with destination host

administratively prohibited)

Code 2
를 로 설정Code 5 (source route

failed)

Code 3
를 으로 설정Code 1 (host

unreachable)

Code 4
를 으로 설정Code 3 (port

unreachable)

packet Too Big

(Type 2)

로ICMPv4 Destination unreachable

변환

Time Exceeded

(Type 3)

을 로 설정 는 변화Type 11 (Code

없음)

parameter problem

(Type 4)

가 이면Code 1 ICMPv4 Protocol

로Unreachable(Type 3, Code 2)

변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을Type

로 를 으로 설정12 , Code 0

Unknown Error

messages
폐기

표 메시지의 변환6. ICMPv6 Error

표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변환되는6 ICMPv6

메시지들은Error Destination Unreachable, Pack

및Too Big, Time Exceeded parameter problem

메시지 들이며 메시지의, ICMPv6 Informational

변환과 마찬가지로 필드 및 필드의 변Type Code

환을 통하여 메시지를 변환한다.

변환 기능부와 같이ICMPv4-to-ICMPv6 ICMP

메시지의 변환시 헤더에 대한 재변환을Error IP

고려하였다.

변환 프로토콜의 구현. IPv4/IPv6Ⅴ

본 장에서는 장에서 설계한 변환 프4 IPv4/IPv6

로토콜을 구현한다 본 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변환 프로토콜의 구현을 위한 변환 상태 및IP IP

패킷 메세지를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패, ICMP IP

킷 검사부 및 에서 와 에서 로의IPv4 IPv6 IPv6 IPv4

프로토콜 변환 기능부로 구성되는 변환 프로IP

토콜을 구현하였다.

변환 프로토콜은 프로토콜과IPv4/IPv6 IPv4

프로토콜 사이의 상호 매핑을 지원하여야 한IPv6

다 또한 인터넷 망상의 다양한 환경 및 전송 오류.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장에서. 4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설계 및 구현하는

변환 프로토콜은 헤더 분석 모듈과IPv4/IPv6 IP

프로토콜 변환 기능부 및IPv4-to-IPv6

프로토콜 변환 기능부로 구성되어IPv6-to-IPv4

있다.

헤더 분석 모듈은 입력되는 패킷의 버전- IP IP

을 검사한 후 각 버전에 따라 패킷을 프IP IP

로토콜 변환 기능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프로토콜 변환 기능부는 입력되는- IPv4-to-IPv6

패킷을 패킷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담IPv4 IPv6

당하며 내부에 변환 기능ICMPv4-to-ICMPv6

부를 포함하고 있어 발생되는 메시지를ICMPv4

메시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ICMPv6 .

프로토콜 변환 기능부는 입력되는- IPv6-to-IPv4

패킷을 패킷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담IPv6 IPv4

당하며 내부에 변환 기능ICMPv6-to-ICMPv4

부를 포함하고 있어 발생되는 메시지를ICMPv6

메시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ICMPv4 .

본 논문에서의 변환 프로토콜에 대한IPv4/Ipv6

실제 구현은 기존에 정의된 와Winsock winsock2

에 정의된 데이터 구조 및 들과의 효과적인API

연계를 고려하여 언어를 이용하였다C .

[링크 계층 프프프프 
매매 매매]

ICMPv4-to-ICMPv6
메시지 변변 모모 

ICMPv6-to-ICMPv4
메시지 변변 모모 

IP
 패패  
검사
모모

IPv6패패
전처리 모모

IPv4패패 
전처리 모모

Ipv4-to-Ipv6
프프프프 변변 모모

IPv6-to-IPv4
프프프프 변화 모모

[망 계층 프프프프]
IPv4/IPv6 

변변 프프프프

[수송계층 프프프프]
TCP/UDP 프프프프

그림 6 변환 프로토콜의 기능 모듈구조. IPv4/IPv6

본 논문에서는 변환 프로토콜을 구현IPv4/IPv6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정의된 기본 클래스들을 사

용하였고 그 외에 의 및 필드ICMP Type Code

값 상위 프로토콜 및 확장 헤더 등을 정, IP IPv6



의한 부가 클래스들을 사용하였다 장에서 정의한. 4

메시지 변환 동작 절차에 따라 본 장에서는 변환

모듈의 알고리즘을 생략하였으며 그림 은 본 논, 6

문에서 구현한 변환 프로토콜의 기능IPv4/IPv6

모듈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결론.Ⅵ

기존의 인터넷 망 계층 프로토콜인 는 기술IPv4

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차세대,

인터넷이 추구하는 응용서비스 관점에서 볼 때 가

용한 주소가 부족하며 보안 문제 등은 기존, QoS,

프로토콜로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IPv4

태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인 로의 전이가 필수적이다IPv6 .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 환경으로의IPv6

동시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향후 환IPv6

경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에서 로IPv4 IPv6

의 효과적이고 점진적인 전이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전이 방안 중 프로토콜. IP

변환은 및 단일 구조로 구성된 호스트IPv4 IPv6

들간에 효과적이고 원활한 상호통신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기존의 수많은 호스트들에 대한 프IP

로토콜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

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및 단일 구조로 구성된IPv4 IPv6

호스트들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의 표준IETF

문서 및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프IPv4/IPv6

로토콜 변환모듈을 설계하였다 프로토. IPv4/IPv6

콜 변환모듈의 설계를 위해 의 및IETF IPv4 IPv6

관련 표준 문서에 따라 프로토콜 헤더를 분석하고

헤더 필드간 변환 상태를 정의하였으며 이를 토대

로 프로토콜 변환모듈의 기능 구조와 변환 동작

절차를 에서 로의 변환과 에서IPv4 IPv6 IPv6 IPv4

로의 변환으로 구분하여 각각 설계하고 구현을 하

였다.

본 논문의 프로토콜 변환모듈은 프IPv4/IPv6 IP

로토콜의 기본 동작 절차만을 토대로 설계하였으

며 보다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주소 변환의 경우. IP DNS

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Domain Name Service)

으로 주소변환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

려 역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망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인터넷 전이

방안에 대한 연구 역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설계된 변환모듈은. IPv4/IPv6

향후 차세대 인터넷 환경으로의 전이를 위한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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