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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s a new multimedia service transmit 

method using IPv6.  

The IPv6 provides the address system of 128 bit and the 

address space which is infinite it provides. But it will not 

become the IPv4 and interchange not to be, it uses the DSTM 

Transition mechanism which will reach and the IPv4 center in 

the packet header the service type it will be able to support the 

service class of multi type (TOS) it secures the weak point of 

data transfer delay it puts a base in the IPv6.  

The efficiency of this proposed technique have been proven 

by MPEG-4 streaming video streaming of the IPv6 namely, 

6Xtream embodied a order form/live streaming server and the 

client which it uses to be possible in base and real-time 

decoding method.  

 

I. 서론 
 

IPv4 에 기반한 현재의 인터넷은 주소 고갈 현상과 

더불어 진보된 서비스 제공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IETF 에 의한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의 개발 및 국제표준화가 완료되었고 

이미 그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이용 

분야뿐만 아니라 Home Networking 분야, 이동통신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 분야로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IPv6 는 IPv4 와 

호환되지 않으며, IPv4 에 기반한 기존 망 및 장비들은 

막대한 소요 비용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IPv6 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IPv4/IPv6 연동기술의 필요성에 따라 DSTM 과 같은 

IPv4 in IPv6 터널링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용 분야 

중에 하나인 멀티미디어 활용 분야에 적용시켜 IPv6 

실정에 맞게 설정하여 멀티미디어 서비스 전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2-3]  

그림 1.은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시스템 전체 구성도  

IPv6 를 이용한 새로운 멀티미디어 서비스 전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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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새로운 멀티미디어 서비스 전달 방식 
 

2. 1 DSTM 개요  

 

  DSTM(Dual IP Layer Stack Transition Mechanism)은 IPv6 

기반 망에서 IPv4/IPv6 듀얼스택을 탑재한 DSTM 

단말이 IPv4 통신 요구 시에 DSTM 서버로부터 

동적으로 IPv4 주소를 할당 받아 IPv4 in IPv6 터널링을 

통하여 IPv4/IPv6 경계 라우터(DSTM TEP)로 패킷을 

전달하고 DSTM TEP 에서 IPv4 패킷으로 복원하여 IPv4 

망으로 전달함으로써 IPv4 망과의 투명한 연동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DSTM 은 IPv6 기반 

망을 구성하면서도 IPv4 in IPv6 터널링에 의한 투명한 

IPv4 망과의 연동을 제공할 수 있고, IPv6 망 내의 

단말에서 IPv4 기반 응용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신규 망을 중심으로 한 IPv6 도입 방안으로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4]  

 

그림 2.DSTM 에 기반한 IPv6/IPv4 망 연동 시나리오  

 
2.2 DSTM 설계 및 구현 

 
  DSTM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단말에 설치되며 IPv4 

응용이 동작할 경우를 감지하여 DSTM 서버로부터 

동적으로 IPv4 주소를 얻어와 주소를 설정하고 IPv4 

응용이 발생시키는 IPv4 패킷을 IPv6로 터널링 해서 

보내고 받는 동작을 수행한다. 

  DSTM 클라이언트는  크게  서버  접근  모듈(Server 

Ac ce s s  Modu le ) ,  주소  트리거 ( A d dre s s  T r i gg e r ) , 

DTI(Dynamic Tunnel Interface)와  같은  크게  3가지 

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있다.[5]  

  서버 접근 모듈은 주로 주소 트리거의 요구에 따라서 

DSTM 서버(여기서는 DHCPv6 서버)와 통신하여 IPv4 

주소를 동적으로 획득 및 반환하는 역할을 하며, TEP와 

DNS 주소 정보도 얻어 온다. 본 구현에서는 DHCPv6를 

서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표준을 따른다. 

주소 트리거 모듈은 응용이 IPv4 통신을 요구하는 

시점을 검출하여 서버 접근 모듈로 하여금 IPv4 주소를 

얻어오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주소 트리거 모듈은 

응용이 호출하는 API 중 IPv4 주소를 요구하는 

APIsendto() 혹은 connect() 등-을 가로챌 수 있으며, 

현재 DSTM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확인하여 IPv4 

주소가 할당되어 있지 않으면 서버 접근 모듈로 신호를 

보내어 IPv4 주소를 받아 오도록 한다. 서버 접근 

모듈은 이 신호를 받는 즉시 DSTM 서버와 통신하여 

주소를 받아오며, 동시에 TEP의 주소도 받아와 DTI에 

알려주어 터널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주소 트리거로 신호를 보내어 블록 시켜 두었던 API의 

수행을 재개하도록 한다. 

DTI는 서버 접근 모듈이 얻어온 IPv4 주소와 TEP의 

주소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상위 레이어에서 내려 보낸 

IPv4 패킷을 IPv6 패킷으로 캡슐화하여 TEP까지의 

터널링 및 그 반대의 동작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과 그림 4.는 각각 본 논문에서 응용한 윈도우 

기반 DSTM 클라이언트의 전체 구조와 동작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3. DSTM 클라이언트의 전체 구조 

 
그림 4. DSTM 클라이언트의 동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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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STM TEP 의 구현 
 

DSTM TEP는 크게 IPv4 in IPv6 패킷을 수신하여 

터널헤더를 제거하고 IPv4 패킷을 복원하여 IPv4 

망으로 전달하는 기능과 DSTM 영역의 단말을 

목적지로 하는 IPv4 패킷을 수신하여 IPv4 in IPv6 

터널헤더를 부과한 후 DSTM 영역으로 전달하는 

기능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러한 주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IPv4 in IPv6 터널링을 지원하기 위한 IPv4/IPv6 

주소 캐쉬의 관리, IPv4 패킷에 IPv4 in IPv6 터널 헤더 

부과 시 프레그 멘테이션 처리, 터널에러 처리, 

관리자에 의한 터널 인터페이스 관리 지원 등이 

요구된다.  

DSTM 클라이언트가 탑재된 DSTM 단말로부터 

전달된 IPv4 in IPv6 터널링 패킷에는 터널 헤더의 

송신주소에 단말의 IPv6 주소 정보가 포함되며 IPv4 

패킷의 송신 주소에 단말의 IPv4 주소 정보가 포함된다. 

TEP는 IPv4 in IPv6 터널링 패킷을 수신 시에 터널 

헤더를 제거하면서 이러한 주소 매핑 정보를 캐쉬 

테이블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매핑 정보는 IPv4 

단말에서 해당 DSTM 단말로 향하는 IPv4 패킷을 수신 

시에 IPv4 in IPv6 터널링 헤더를 부가하기 위해서 IPv4 

패킷의 목적지 주소에 대응하는 DSTM 단말의 IPv6 

주소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림 5.에서는 IPv4 in IPv6 터널 패킷이 DSTM TEP에 

도착하면 IPv6의 프로토콜 처리 테이블에 등록된 

IPv4inIPv6Decap 핸들러로 전달되어 수신 및 처리가 

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 IPv4 in IPv6 터널 패킷의 수신 및 처리 

III. 시험 및 결과 

 

 
그림 6. DSTM 테스트 베드 구성도 

 

그림  6.은  구성된  DSTM 테스트베드를  보여준다 . 

구성된 테스트베드는 로컬 DSTM 단말에 대한 IPv4 in 

IPv6 터널링의 지원 뿐 아니라 IPv6 인터넷을 통해 연 

결 된 원격지 DSTM 단말에 대한 IPv4 in IPv6 터널링 

도 지원할 수 있다. DSTM 서버와 DSTM 단말 사이 

의 통신으로는 DHCPv6나 TSP(Tunnel Setup Protocol)가 

사용될 수 있다.  

구현된 DSTM TEP의 터널 캡슐화 및 복원 처리와 

터널링 헤더 부가로 인한 오버헤드가 실제 통신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테스트베드상의 DSTM 

Client2와 DSTM TEP 사이의 패킷 크기를 조정하며 

Ping에 의한 Round Trip Time 값을 측정하였고 같은 

실험을 동일장비 상에서 DSTM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인 IPv4 통신에 대해서도 수행하여 Ping에 의한 

RTT 값을 측정하여 그림 7.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7. 패킷 크기에 따른 IPv4 in IPv6 터널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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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STM 클라이언트 동작화면의 캡쳐 

 

그림  8 .는  윈도우  환경에서  DSTM 클라이언트를 

구동하고 있는 시스템의 동작장면을 캡쳐한 것이다. 화 

면의 오른쪽 가운데 떠있는 창이 DSTM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창으로써 현재 이 DSTM 클라이 

언트에 할당되어 있는 IPv4 주소, 할당된 IPv4 주소의 

유효기간, TEP의 주소, 그리고 만약 DNS 서버의 주소도 

DHCPv6 서버로부터  같이  할당  받았다면  해당하는 

DNS 서버의 주소 등이 표시된다. 이 DSTM 클라이언 

트의 상태창은 평상시 윈도우 작업표시줄의 트레이 영 

역에 표시되어 있다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상태창 

을 팝업시키게 된다. 기타 응용으로는 Ws-FTP, PineTerm, 

Internet Explorer, Msn messenger, OutLook Express 등 상용 

응용들을 사용하여 테스트베드 상의 DSTM 단말에서 

FTP, TELNET, WWW, STREAMING, Peer-to-Peer, PoP3 

서비스 등 다양한 기존의 IPv4 통신 응용들이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DSTM의 

동작성을 검증하였다. 표 1.은 DSTM 동작성 검증에서 

STREAMING 소프트웨어 응용 기술을 열거한 것이다. 

 

표 1. MPEG-4기반의 6Xtream 소프트웨어 응용 기술 

 

IV. 결론 
 

DSTM은 IPv6 망과 IPv4 망 사이의 투명한 연동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으로 IPv6 기반 망에서 DSTM 단말 

이 IPv4 통신 요구 발생시에 동적으로 DSTM 서버로 

부터 IPv4 주소를 할당 받아 IPv4 in IPv6 터널링을 

사용하여  D ST M  T E P로  패킷을  전달하고 ,  DST M 

TEP에서 IPv4 패킷을 복원하여 IPv4 망으로 전달하여 

IPv4 단말과  통신한다 .  이러한  DSTM은  IPv6 기반 

망을 구성하면서도 IPv4 in IPv6 터널링에 의한 투명 

한 IPv4 망과의 연동을 제공할 수 있고, IPv6 망 내의 

단말에서 IPv4 기반 응용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신규 망을 중심으로 한 IPv6 도입 방안으로 널리 이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DSTM 응용 기술을 

멀티미디어 서비스환경 구축에 접목시켜 기존 응용들을 

사용한 FTP, TELNET, WWW, STREAMING, Peer-to-Peer, 

PoP3 서비스 등 다양한 IPv4 통신 서비스들이 IPv6 

통신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검증 하였다. 

또한 DSTM에 의한 통신에서와 일반 IPv4 통신에서 

패킷 크기를 조정하며 Ping에 의한 Round Trip Time을 

측정 및 비교해본 결과, 1000바이트 이상의 패킷 크기 

사용시에 DSTM을 사용한 경우가 일반 IPv4 통신에 

비해서 3% 정도의 성능 향상 효과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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