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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정 내의 정보가전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기기,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서비스가 이
뤄지는 유비쿼터스 디지털 홈으로 진화하기 위해, 댁내 많은 수의 단말들을 수용하고 이동성을 지
원할 수 있는 IPv6 기술의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홈네트워크에서 IPv6 전환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 및 구조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사무자동화에 이어 디지털 TV 의 보급이 본격화되

면서 가정내의 모든 일을 자동화하는 영역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외부에서도 집
안일을 무선이나 인터넷으로 자동화 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기술은 지난 90 년대 후반부터 미국, 일본 등
이 앞다투어 미래기술의 하나로 꼽아 개발에 전력하

는 분야이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명기업들이 
자사의 기술을 세계의 표준 홈네트워크 기술로 인정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 통신업체와 전자업계도 이 분야의 

기술 개발에 나서 최근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 등에 
초보적인 형태의 홈네트워크를 시도하면서 기술경쟁

을 벌이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홈네트워크를 9 대 신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홈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시범

서비스들이 진행하고 있다.[1,2,3]  
본 논문에서는 홈네트워크의 진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화가 진행됨에 따라 요구가 증가하게 될
IPv6 기술 및 IPv4/IPv6 변환 기술의 적용 방안에 대
해 기술하고자 한다. 

 
2. 홈네트워크 서비스 

현재 홈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PC 에 
직접 ADSL 이나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되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한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단
말기의 수가 증가하고 이동단말이 등장함에 따라 한 

가정 내의 인터넷 단말이 한 개에서 여러 개로 증가

하게 된다. 그리고, 가정 내 가전이나 가스 등 홈 오
토메이션 기능을 인터넷과 연결하게 될 경우, 원격에

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

게 된다. 따라서 홈 내 인터넷 단말 개수의 증가 및 
단말의 이동성 증가는 홈네트워크가 진화해야 할 기
술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그림 1 은 홈네트워크의 구성이 진화하는 형태를 보
여준다. 현재는 IPv4 주소를 사용하여 홈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고, 홈 내의 네트워크는 사설 IPv4 주소를 
사용하여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점점 IPv6 단말의 증
가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IPv6 주소를 사
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홈네트워크에서 통신 및 전송의 중심이 되
는 홈게이트웨이가 현재 보급되기 시작하고 있고, 뒤
이어 댁내 다양한 미디어 전송이나 서비스의 중심역

할을 하는 홈서버 혹은 미디어 서버가 개발되고 있다. 
홈게이트웨이와 홈서버는 각각 네트워킹 기능과 미

디어 서버 역할을 하면서 따로 존재하고 있지만, 두 
가지 역할을 모두 가지는 홈서버도 개발되고 있다. 이
러한 홈서버는 다양한 유무선 네트워킹 기능을 가지

면서 댁내 이동단말 들과 연동하여 미디어센터 역할 
뿐 아니라 헬스케어, 교육, 가사도우미 등 다양한 홈
서비스의 중심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홈서

버에서 이러한 복합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더욱 각 
이동 단말이나 댁내 단말에 대한 공중 IP 주소가 필
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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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기 홈네트워크 구조 

 
(b) 현재 홈네트워크 구조 

 
(c) 미래 홈네트워크 구조 

 

(그림 1) 홈네트워크 진화 형태 

 

3. 홈네트워크 IPv6 기술 도입 

현재 인터넷 단말의 증가하고,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서비스에서 피어-투-피어(peer to peer) 서
비스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단말 간에 양방향 
통신에 대한 수용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노트북이나 
PDA 와 같은 이동 단말 사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홈네트워크에서도 내부에서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
우에도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홈네트워크에서 
IPv6 의 도입은 효율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

는 방법이다. 
또한 미래 유비쿼터스 홈네트워크 환경으로 발전할 

경우, 더 많은 장치들이 인터넷과 접속되고, 대부분의 
장치들이 식별자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과 접
속하고자 하는 장치들은 IPv6 주소를 필요로 하게 된
다. 따라서 IPv6 만을 지원하는 가전기기들이 이미 생
산되고 있고, 그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현재 백본 네트워크에서도 IPv6 서비스를 위한 준

비를 하고 있고, 현재 개발되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장
비들이 IPv6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Network Provider 나 Service Provider 와 같은 사업자들

은 적극적으로 IPv6 상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이유

를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홈네트워크와 같은 가입

자 망에서부터 IPv6 가 적용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실제로 IPv6 홈네트워크에서 다른 IPv6 망

으로의 연결을 위해 터널링 기능이나 IPv4/IPv6 간 변
환 기능들이 요구된다. 

IPv4/IPv6 연동 기능은 홈네트워크 내 네트워크장비

인 홈게이트웨이나 홈서버가 그 기능을 가지고 홈 내 
서비스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서비스 
제공자 망에서 이러한 연동기능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차적으로는 홈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홈 내에서 제공하는 형태가 쉽게 적용 
될 것으로 생각되며, IPv6 사용자가 증가하게 될 경우

에는 서비스 제공자 망에서 변환기능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홈네트워크에서 IPv4/IPv6 전환 메커니즘 적용 

IPv4/IPv6 변환 기술은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IPv4 에서 IPv6 로 전환되는 일
정한 시기 동안에 사용되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기술

이다. 그리고 IPv4 에서 IPv6 로 완전히 전환되는데 까
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면, 전환기

간 동안 각 시기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변환기술

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홈네트워크는 댁내 단말의 수가 증가하고 이동성을 

요구하는 사용자가 증가하게 되면 가장 먼저 IPv6 를 
도입하여 적용하여야 할 망이 될 것이다. 물론 백본망 
전체가 IPv6 로 변경되지 않더라도, IPv6 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망과 연결하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또한 홈사용자는 기존의 IPv4 인너텟 서비스도 받고

자 할 것이다. 그러면 홈내 단말장치 및 홈서버/홈게

이트웨이는 IPv4/IPv6 전환기술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 
사용되는 장치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장에서는 
다양한 전환기술들이 홈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Pv4/IPv6 전환 기술에는 
크게 듀얼스택(Dual Stack), 터널링(Tunneling), 변환

(Translation) 방식으로 구분된다. 
 
4.1 듀얼스택 
듀얼스택 방식은 기존의 IPv4 장비들이 IPv6 도 지

원하도록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IPv4 주소부족에 
직면하기 전에 IPv6 도입 초기에 선호되는 방식으로 
보인다.[6] 그러나 단말에서 IPv4 및 IPv6 주소를 모두 
설정하여야 하고, 라우터 및 네트워크 장비는 IPv4 및 
IPv6 라우팅을 모두 지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망 복잡

도가 증가하고 망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가진

다. 또한 기존 IPv4 주소 부족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
다. 
홈네트워크에서는 외부 망과 직접 연결된 홈게이트

웨이는 IPv4 공용 주소를 사용하고 홈내부에서는 IPv4 
사설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홈게이트웨이는 공
용 IPv4 주소와 IPv6 주소를 가지게 되고, 홈 내부 단
말은 필요에 따라 IPv4 사설 주소와 IPv6 주소를 선택

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홈네트워크에서는 IPv4 사설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IPv4 주소 부족에 심각한 영
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홈 
내에 IPv6 가 적용되어 활발하게 사용되더라도 오랫동

안 IPv4 서비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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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홈게이트웨이/홈서버는 듀얼스택을 지원하고, 
인터넷과 연결된 인터페이스는 IPv4 공용주소를 가지

면서 홈게이트웨이/홈서버 내부 인터페이스와 내부 단
말들은 모두 IPv4 사설주소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IPv6 
주소는 댁내, 댁외에 상관없이 모두 공용 주소를 사용

하게 되므로 IPv4 에서 사설주소를 매핑하기 위한 
NAT 기능이 필요 없게 된다. 그 결과 외부에서 댁내

단말과 피어 투 피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댁
내 단말이 클라이언트-서버 형태의 서비스에서 서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홈게이트웨이/홈서버

IPv6 단말

IPv4 단말

IPv4/IPv6 Home Network

Internet
IPv6

Internet
IPv4IPv4/IPv6 단말

 
(그림 2) 홈네트워크에 IPv4/IPv6 듀얼스택 적용예 

4.2 터널링 
터널링은 전송하고자 하는 프로토콜의 정보가 다른 

프로토콜 패킷 내에 캡슐화되어 전송되는 방식으로 
크게 IPv4 기반 환경에서의 IPv6 터널링과 IPv6 기반 
환경에서 IPv4 터널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IPv4 기반

의 현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IPv6 홈네트워크를 
타 IPv6 홈네트워크나 지역 IPv6 홈네트워크와 연결하

여 사용하기 위해 IPv4 기반 IPv6 터널링이 초기, 중
기에 널리 사용될 것이다. 

터널링 방식에는 크게 수동 설정 터널링(Configured 
Tunneling)과 자동 터널링(Automatic Tunneling)으로 구
분된다. 홈게이트웨이/홈서버 단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하기 용이한 터널링 방법이 수동 설정 터널링, 자동 
터널링이다. 수동 설정 터널링 방법은 터널의 종단 노
드 주소 정보를 관리자가 설정하는 방식으로 6Bone
이 그 예이다. 이와 달리 IPv4-호환(IPv4-compatible)주
소를 이용한 자동 터널링 방법과 6to4, ISATAP 등이 
있다.[13,14] 그리고 격리된 IPv6 호스트에 대해 IPv6 
통신을 지원하는 터널링기법으로는 6over4, ISATAP, 터
널브로커, DSTM 과 같은 메커니즘들이 있다.[12,15,16] 
수동 설정, 자동 설정, 6to4 터널은 그림 3 과 같은 

형태로 홈게이트웨이/홈서버 상에 구현하여 IPv6 홈네

트워크와 IPv6 지역망을 연결하여 서비스 할 수 있다.  
ISATAP 와 터널브로커는 격리된 IPv6 호스트에 대

해 IPv6 통신을 위한 터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댁내

단말이나 홈서버에 ISATAP 클라이언트 기능을 구현하

고, 홈서버나 외부에 ISATAP 라우터가 구현된다.  터
널 브로커의 클라이언트는 댁내 단말에 구현되고, 터
널브로커나 터널서버는 인터넷에 위치하게 된다. 

IPv6 기반 망에서 고립된 IPv4 통신을 지원하기 위

한 터널링 방법으로 제안된 DSTM 은 IPv4 in IPv6 터
널을 통해 IPv4/IPv6 경계라우터(DSTM TEP)로 패킷을 
전달하고 DSTM TEP 에서는 IPv4 패킷으로 복원하여 
전달한다. 홈네트워크 내의 듀얼스택 단말이 외부 
IPv4 단말과 통신하고자 할 경우, DSTM 경계라우터

(DSTM TEP)는 홈과 인접한 IPv4 인터넷 망에 존재한

다. 
Teredo 는 IPv4 네트워크의 NAT 도메인에 존재하는 

듀얼스택 호스트가 IPv4 네트워크로 통신할 수 있도

록 UDP 터널링 기법을 이용하여 지원하는 메커니즘

이다.[17] 이 메커니즘은 듀얼스택 호스트인 Teredo 클
라이언트, Teredo 서버, Teredo 릴레이로 구성되는데, 클
라이언트는 댁내 듀얼 호스트가 되고, 서버와 릴레이

는 인터넷상에 위치한다. 이 방법은 symmetric NAT 의 
경우 지원되지 않으며, 구성이 복잡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 홈네트워크에서 IPv4/IPv6 터널링 기술 적용

예 
 

IPv6 over MPLS 방식은 기존 IPv4 망에서 사용되던 
멀티프로토콜 레이블스위칭(MPLS) 가상사설망(VPN) 
방식을 약간 변형한 것으로, PE(Provider Edge) 라우터 
대신에 6PE 라우터를 사용해 IPv6 패킷에 레이블을 
붙여 전송하는데 기존 IPv4 망에 MPLS 기능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기 적합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백본망

에 아주 의존적이며, 홈을 하나의 사설망으로 구성하

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홈게이트웨이/홈서버가 
CE(Customer Edge) 라우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IPv6 를 위한 터널링 뿐아니라 여러 개의 홈을 연결하

는 하나의 사설망을 구성하는 서비스도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3 변환메커니즘 
터널링 방법으로는 IPv6 전용단말과 IPv4 전용 단말 

사이의 통신을 지원 할 수 없다. 이러한 이 기종 프로

토콜 간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변환(Translation)에 
기반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헤더 변환 방식의 메커니즘으로 SIIT, NAT-PT 가 있
다.[7,8] IPv6 패킷 헤더와 IPv4 패킷 헤더 사이의 변환

과 그에 따르는 채크섬의 조정을 가리킨다. 또한 
ICMPv6 와 ICMPv4 사이의 변환도 요구되며 이러한 
변환규칙을 SIIT 에서 정의하고 있다. 

NAT-PT 는 SIIT 에 기반을 둔 헤더 변환 방식의 예
이다. SIIT 의 프로토콜 변환 방법과 NAT 의 동적 주소 
변환 기술과 응용 프로토콜 변환 기술들을 통합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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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즘으로, 종단 단말들의 수정 없이 IPv6 호스트와 
IPv4 호스트 사이의 통신을 지원한다. 

NAT-PT 변환기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백본 내에 
IPv4 망과 IPv6 망의 경계에 위치한다. 홈네트워크에

서 IPv6 망을 구축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망
에서 NAT-PT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고, 홈게이트웨이

/홈서버에서 NAT-PT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말에서 구현하는 변환 방법으로 BIS(Bump in the 

Stack), BIA(Bump in the API)가 있으며, 전송계층 릴레

이 방식으로 TRT, SOCKS 게이트웨이 방식은 UDP 나 
TCP 에 의한 통신이 가능하다[9,10,11]. 

TRT(Transport Relay Translator) 방법은 IPv6-only 호스

트가 IPv4-only 호스트와 TCP 나 UDP 로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IPv4/IPv6 듀얼스택을 지원하는

TRT 변환기가 사이트 내에 하나 존재하면서 클라이

언트 및 응용 서버와 통신한다. 양방향 트래픽에 대해

서만 지원 가능한 특징이 있으면, DNS-ALG 기능이 
같이 요구한다. TRT 변환기는 홈게이트웨이/홈서버에 
구현가능하다. 

SOCKS 또한 전송계층 변환방식으로, 클라이언트/서
버 응용에 적합하다. SOCKS 프록시는 응용서버와 클
라이언트에 미리 지정되어 있고, 프록시는 둘 간의 트
래픽에 대한 변환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4) 홈네트워크에서 변환 메커니즘 적용예 

응용계층 게이트웨이(ALG)방식은 응용 클라이언트

의 요구를 응용서버 대신 ALG 에세 보내고 ALG 를 
통해 응용서버로 릴레이 한다.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변환 기술들이 

홈네트워크의 단말과 홈게이트웨이/홈서버에 구현되어 
서비스 될 수 있다. 백본이 아닌 홈네트워크 내에서 
변환기능을 제공할 경우, 그림 4 와 같이 홈내 IPv4 단

말과 IPv6 단말간의 변환을 쉽게 제공할 수 있고, 서
비스제공자 망에 의존하지 않고 변환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홈네트워크가 진화하여 다양한 IPv6  
인터넷 가전들이 연결되고, 다양한 이동 단말들이 홈
에 접속되는 때를 대비하여, 현재의 홈 내 IPv4 서비

스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IPv6 단말을 수용하여 서비

스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홈네트워크의 구조의 미래의 구조에 대
해 고려하고 있으며, 이 구조에서 IPv4/IPv6 전환 메
카니즘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서비스될 수 있는지에 
알아보기 위해, 서비스 구조와 각 구성요소들의 역할

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으로 홈게이트웨이/홈서버에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하고, 시험 운용 등을 통
해 검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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