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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유무선 통합서비스 제공  모바일 단말기의 격한 보  확산 등 인터넷주소(IP) 수용의 증

으로 인한 IPv4 주소가 고갈되는 상황에서 IPv6기반 서비스 환경을 시범 구축하고 향후 안정 인 서비

스를 제공하고 IPv6의 주소할당  리를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한 시범망 구축을 하 다. 
본 논문에서는 IPv6 기반 유무선망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DNS서버, DHCP서버, 방화벽 등의 연동시스

템을 구축하고 이를 테스트하여 IPv6 주소체계 리를 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 다.

1. 서론

   최근 유무선 통합 서비스의 제공  모바일 단말기의 

격한 보 , M2M등의 새로운 네트워크 융합 환경의 스

마트 서비스 등의 새로운 서비스의 격한 증가로 인하여 

인터넷주소(IP)의 수요가 증할 것으로 보여진다. 차세  

인터넷주소체계 환 정책을 세운 것은 10년 이며 기존 

체계(IPv4)로는 인터넷 주소자원이 고갈될 수 밖에 없으

니 서둘러 차세  체계로 가자는 단이 으나 재까지 

통신사업자 백본망의 환율은 91%, 가입자망은 19% 수

이다. 본 논문에서는 IPv6기반 유무선망을 구축하고 이

에 따른 DNS, DHCP, 방화벽, IPv6 기반 연동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범 테스트를 하 으며 이를 통하여 IPv6 주소

체계 리  가이드 방안을 제시하 다.

2. 련연구

   IPv6 환을 한 변환 기술은 IPv4와 IPv6를 동시에 

운 하는 Dual-Stack 방식, IPv4기반의 터 과 IPv6기반

의 터 로 구분되는 터 링 방식, IPv4주소와 IPv6주소를 

상호변환하는 주소 변환 방식이 있다.

 Dual-Stack 방식은 1 의 시스템에서 IPv4와 IPv6 로

토콜을 동시에 설정하여 통신하고자 하는 상의 로토

콜에 따라 로토콜을 선택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

하는 방식으로 호스트  라우터 등에 Dual-Stack을 용

하여 IPv4와 IPv6패킷을 모두 처리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학IT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IPA-2013- 

H0301-13-1006)

(그림 1) 듀얼스택 구조

 Tunneling 방식은 기본 인 네트워크 인 라를 구성하는 

망에서 사용되는 로토콜이 IPv4 네트워크로 구성된 경

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IPv6로 구성된 네트워크들을 연

결하는 공용네트워크의 구성이 IPv4로 구성된 경우 IPv4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가상의 경로를 만들어 통신하는 방

식이다. Tunneling 기술은 출발지 라우터에서 IPv6 패킷

을 IPv4 패킷으로 Encapsulation 되어 송하게 되면 목

지 IPv6망의 라우터에서 Decapsulation되어 목 지 노

드로 송하는 방법이다.

(그림 2) 터널링 동작과정

  

- 154 -



2014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1권 제1호 (2014. 4)

(그림 4) 전체 시스템 구성도

 IPv4-IPv6 변환기술은 IPv4패킷과 IPv6패킷을 상화 변

환해주는 기술로 Dual-Stack  Tunneling 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며 NAT-PT(Network Address Translation 

Protocol Translation)는 헤더변환 기법인 SIIT(Stateless 

IP/ICMP Translation)를 기반으로 어 리 이션별 

ALG(Application Level Gateway)를 통해 IPv6 패킷을 

IPv4 패킷으로 헤더 체를 변환하는 기술이다.

(그림 3) NAT-PT 동작과정

 

3. IPv6 기반 서비스 환경 설계  구축

 남 학교 정보 산원 자체 보유장비  자체 기술력을 

통하여 정보 산원 내에 IPv6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 으

며 Window XP 사용자를 수용하기 해 Dual-Stack방식

을 채택하여 기존 인 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한국인터넷정보진흥원의 6NGIX와는 기존 IPv4인터넷 회

선을 이용하여 6to4 tunneling 기법으로 외부 IPv6망과 연

동하 으며 기존 백본망과 IPv6망은 Dual-Stack으로 연동

하여 내부 으로 IPv4와 IPv6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

록 하 으며 IPv6 용 방화벽 구축  스 치를 구성하고 

정보 산원을 IPv6 무선랜 시범 지역으로 구축하 다. 

한 해당 IPv6망과 연동하여 정보 산원 홈페이지  략

정보시스템을 서비스로 구성하고 연동하 다.

(그림 5) IPv6 망 장비 구성도 

 IPv6 주소 할당은 기존의 IPv4 할당과 건물별 코드를 

용하여 수립하 으며 주소의 단편화, 미래에 있을 IPv6네

트워크 수요증가에 비한 여유 역보장, 네트워크 리

의 근성  효율성, 주소할당에 한 확장성  유연성

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36 bits 리픽스 기 으로 주소 

할당 방안을 마련하 다.

(그림 6) /36비트 프리픽스 주소 할당

(그림 7) IPv6 주소할당 방안

 

 기존의 이동성이 거의 없는 네트워크 장비  보안 서버 

팜의 경우 IPv6 고정 주소를 할당하고 리하며 추후 장

비추가를 한 추가부분을 고려하 으며 권역별 역과 

건물만을 구분하여 지정하고 나머지 16비트를 사용하여 

재 사용 인 IPv4의 3번째 Octet를 매핑하여 사용하여 

순수단말사용자에 할당하는 경우 장비의 이동성 보장  

추후 IP주소 리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게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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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Pv6 기반 시스템 테스트 결과

 Nslookup  Tracert 테스트 결과 IPv4/IPv6 클라이언트

에서의 남 학교 DNS서버를 통한 내외부 망으로 연결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Dual-Stack 웹사이트 테스

트에서 구 과 네이버도 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Nslookup을 통한 IPv4/IPv6 DNS 연동테스트 

(그림 9) Tracert 테스트를 통한 IPv6 연동 테스트 

(그림 10) 구글 및 네이버 IPv6 클라이언트 접속 확인 

 한 NMS(Network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Ping, Tracerout등을 따로 실시하여 서버의 속상태  

목 지까지의 응답시간등을 확인하 으며 성공 으로 

속이 되는걸 확인하 다.

(그림 11) NMS를 통한 Tracert 테스트

  

 해당 NMS를 통하여 각 항목별로 사용률이 높은 장비를 

수집하 으며 성능조회 그래 를 통해 기본 으로 시스템 

유 Memory는 35~40%사이에 장비운용이 되어짐을 알수 

있었으며 Peak Time인 일과시간 에는 3~5%소폭 상승 

하는 것으로 악되었으며 체 으로 50%미만에서 안정

으로 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 사용률이 높은 장비의 성능 수집 화면 

(그림 13)주간 사용률 및 실시간 자원 사용률

4. 결론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은 IPv6기반 유무선망을 구축하고 정보 산원 홈

페이지  략정보시스템을 통한 IPv6서비스를 연동하여 

이를 테스트하여 IPv6주소체계 리를 한 모니터링 시

스템을 구축하 다. 서버의 Dual-Stack 지원과 네트워크 

장비의 연동을 통하여 남 학교 내의 IPv4/IPv6 사용자

를 모두 수용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IPv6주소를 할

당하고 리/운용하기 한 기본 인 가이드 방안도 마련

하 다. 본 서비스 구축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터 링 

연결시 지연 상 발생문제, 기존 서비스의 지속성을 한 

Dual-Stack 필수, IPv6 환시 IP에 한 세 한 리부분

에 한 문제 도 발생하 으며 향후 이러한 부분은 연구

가 필요할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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