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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책자의사용에는제한이없으나다음과같은사항에유의해야한다.

○ 본 책자는 2010년 6월 시점에서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국내외 제품 및 표준기술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므로특정기능의지원/미지원여부, 시험과정에서의이슈사항, 혹은표준기술들의변동

여부등은독자가본책자를읽는시점에서기술된내용과다를수있다.

○ 책자내에 언급된 상표 제품명 등에 대한 권리는 각 상표 또는 제품을 소유한 해당기업에 있으

며설명을위하여특정회사제품명또는화면이표시된경우 IPv6 적용기술에대한이해를높이고자

하는목적외에다른목적은없음을밝힌다.

○ 본 책자의 내용을 기관이나 개인이 실제 적용시 에는 반드시 자체적인 시험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한 뒤 시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책임이

없음을밝힌다.

※본책자의내용중오류가발견되었거나내용에대한의견이있을때에는한국인터넷진흥원(v6webmaster@kisa.or.kr)으로해당내용을
보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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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개

1. 제작배경 및 목적

일반기업, 공공기관등‘비즈니스이용자’는외부고객을대상으로웹서비스등을제공하면서동

시에 내부 이용자의 업무를 위한 네트워크를 운 하는 2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

로비즈니스 위를위한인터넷이용관점에서내부이용자들의업무서비스에좀더초점이맞춰

져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역에 집중할 수 있는 반면, 비즈니스 이용자는 네트워크부터 어플

리케이션까지 넓은 범위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IPv6 적용과 관련해서는 고려할 사항도 많지

만, 반면 한정된 내부 역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대규모의 내부 이용자들에게 IPv6를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비즈니스 이용자의 IPv6 적용은 초기에는 외부고객의 요구보다는 비즈니스

의확장을염두에둔조직내부경쟁력강화차원에서먼저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IPv4 신규할당중지이후에는누구도더이상새로운 IPv4 주소를할당받을수없다. 조직내부

네트워크 확장이 어려워지고 IPv6주소만 받은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협력에도 제한이 생

긴다. 향후망사업자도서서히 IPv6 고객을유치하고 IPv6망과연동을늘려가게되면기업에서도

고객으로부터 IPv6 요구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IPv6주소만 받는 주체들이 늘어갈

것은자명하다. 

따라서 본 책자는 IPv4 신규 할당이 중지되는 2011년 이후 IPv6 Only 고객 및 서비스가 곧 출

현할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작성하 다.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이용자에게 발생 가능한 시

나리오별 IPv6 도입방안을마련하고, 실제테스트를통해비즈니스이용자가 IPv6 도입을위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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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할사항과예상되는이슈를분석하 다. 

본 책자는 비즈니스이용자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수 있는 IPv6 도입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상

황에맞게안정적으로 IPv6를도입할수있도록관련정보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 다.

2. 대상 및 범위

본 책자는 비즈니스이용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이용자의 대표적인 서비스(WEB, DNS, Mail,

VoIP, DHCP, VPN, NMS 등)에 IPv6 도입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서비스의 기술적 성숙도, 잠재

적 리스크, 시장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점진적, 체계적으로 IPv6

로의전환을위한추진방안을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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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즈니스 이용자 개요 및
고려사항

1. 개요

비즈니스 이용자는 공공기관, 일반회사 등 ISP의 회선 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주로 조직 내부의

고객에게 인트라넷, 메일, VPN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외부 고객에게는 홈페이지 등을 제공

하는기관을말하며, 이용자는외부고객을위한웹서비스등을제공하지만조직내부고객을대상

으로 한 원활한 업무 서비스 제공과 전사적인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중요하므로 비즈니스 이용자

의 IPv6 전환시최종목표는다음의핵심사항을포함한다.

IPv4와동일한수준의보안과운 관리(management)가가능

기존 IPv4 서비스의안정성에 향을주지않는서비스구축

IPv4와 IPv6 사이의원활한상호연동

목표달성을위한첫단계는현재운 중인장비현황을면 히파악하는것이며, 세부적으로다

음과같은사항들을유의해야한다.

Layer21) 이상의 장비에서 IP와 관련된‘기능’(보안기능, 관리용 원격접속, SNMP, 로드밸

런싱등)에서의 IPv6지원여부

Layer 3이상의장비의경우 IPv6 주소입력가능여부및라우팅지원여부

방화벽, 유해트래픽탐지/차단등보안장비의경우IPv6 주소라우팅이외에보안기능제공여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결재, I-PIN 인증, 광고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도

1) 일반적으로 Layer3 이상의 장비에만 IP이슈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으나, 실제로 IP 라우팅과 관련없는 Layer2 스위치에서도 Multicast Snoop 등
Filter 기능을 사용한다면 IP주소와 관련된 테이블을 스위치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IPv6주소 지원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12 | 언제어디서나인터넷관련상담은국번없이☎118

| 제2장 | 비즈니스이용자개요및고려사항

IPv6를지원하는지여부를확인

본장에서는비즈니스이용자의 IPv6 전환을위하여내부및외부이용자를위한운 중인장비

현황을대상으로현황조사시어떤필수적인고려사항들이있는지기술하 다.

2. 내부 및 외부 이용자를 위한 고려사항

내부및외부이용자가Web, 메일, VPN 등을통하여인터넷을쓰기위해서는기업의전산장비

(라우터, 스위치, L4, 서버 및 응용 어플리케이션,운 체제 등)의 IPv6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

며, 이미 단종이 되었거나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장비는 사전에 파악하여 미리 대비 하

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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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관계자별 주요 점검사항

구분 구성장비 종류
IPv6지원장비 출
시여부 '10.6현

재)
주요 점검사항 비고

백본망 라우터/스
위치

라우터/스위
치 ○ IPv6주소입력가능 IPv6 라우팅기능

SNMP 등 관리기능 보안관련기능

서비스
망

방화벽 방화벽 ○ IPv6주소입력가능 IPv6 라우팅기능
SNMP 등 관리기능 보안관련기능

L4 L4 ○
IPv6주소입력가능 IPv6 라우팅기능
SNMP 등 관리기능 보안관련기능
로드밸런싱기능

WEB/D
NS

MAIL
VoIP
DHCP
VPN
NMS

WEB/DNS ○

IPv6주소입력기능 미들웨어별 IPv6 기능
IPv6의 HTTP Listen 기능 DNS 플랫폼기능
DNSv6 Query 처리 NFSv6 기능
NTPv6 기능 SSH 등 보안기능
NMS등괸리기능 FTP 기능
ActiveX의 IPv6지원여부

MAIL ○

IPv6주소입력기능 플랫폼 IPv6 기능
SMTPv6, POPv6 기능 MAIL 도메인과 DNS 연동 기능
EML, HTML, RFC822, S/MINE 기능
SSH 등 보안기능 관리기능

VoIP ○ 음성(RTP) 데이터처리기능 SSH 등 보안기능
관리기능 IPv6주소입력기능

DHCP ○
IPv6주소입력기능 DHCPv6 Option별 처리기능
IPv6 Pool 할당 기능 SSH 등 보안기능
관리기능

VPN ○ IPv6주소입력기능 IPv6 라우팅기능
SNMP 등 관리기능 보안관련기능

NMS ○
IPv6주소입력기능 IPv6 모니터링관리기능
SNMPv6 MIB 처리기능 WEB BASE GUI 기능
SSH등 보안기능

이용자 L7 L7 ○ 윈도XP 이상

[표 2-1] IPv6 점검 사항

비즈니스 이용자 입장에서 분야별 점검할 사항

망사업자 서비스 제공자 일반 이용자

IPv6 접속/연동제공여부
DNSv6 가능여부
Managed 서비스의경우 IPS, IDS 보안
기능, 응용계층서비스지원여부
IPv6 VPN 지원여부

응용계층서비스지원여부

고객 OS 현황
(Windows, Mac, Linux 별 지원여부
확인)
DNSv6 가능여부
가입자망지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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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 적용 기술

1. 터널링(Tunneling) 기술

인터넷 트래픽이 IPv6 네트워크에서 인접한 IPv4 네트워크를 통과하여 건너편 IPv6 네트워크
로통신하기위해 IPv4 네트워크상에논리적인터널을구축하는기술이다.

방식 종류 사용용도

Configured
Tunnel Router to Router Router to Router 동작

관리하기에편리함(6PE)

Automatic
Tunnel

6RD(IPv6 Rapid Deployment)

RFC5969
6to4 Tunnel 기반으로생성
IPv6 islands를 IPv4망을통해연동하는데사용
6RD relay router 에서자동으로Encapsulation과Decapsulation이가능함
ISP가 할당받은 Prefix 사용

6to4

RFC 3056
Router to Router 동작
IPv6 islands를 IPv4망을통해연동하는데사용
2002::/16 prefix 사용
예) 192.0.0.1  2002:c000:0101::/48

DS-Lite(Dual-Stack Less IPv6
Enabled)

IPv4 islands를 IPv6망을통해연동하는데사용
LSN(Large Scale NAT)과 연계하여연동

Tunnel Brokers
RFC 3053
서버기반동작
www.freenet6.net(Hosted in Canada by Hexago)

6over4 RFC 2529
Host to Router, Router to Router

IPv4
Pv4, IPv6 혼재 환경에적합
IPv4의 flag 의“reserved”bit 사용
(DF, MF는 사용하지않음)

Teredo 사설 IP를 사용하는서브넷에서적용가능

ISATAP 소형네트워크에적당

[표 3-1] 터널링 구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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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전세계적으로6to4 tunnel 기반으로형성된6RD를많이사용하여연동을하고있으

며, 일본에서는 DS-Lite Tunnel 기반위에 LSN 변환 기술을 사용하여 FTTH 망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있다. 또한중국에서개발중인 IVI라는신규변환기술도등장하고있다.

6RD (IPv6 Rapid Deployment)

6RD는 6to4 Tunnel을 기반에서 나온 기술로서(RFC5969) CPE간 그리고 6RD relay router

와의통신을가능하게해주는Tunneling 기술이다.

6to4와 다르게 6RD는 고정된 prefix가 아닌 ISP에서 할당받은 prefix를 기반으로 패킷을 형성

하며6RD relay router 와Tunnel을형성하여IPv4망을통하여IPv6로통신을가능하게해준다.

6RD를 사용함으로써 CPE에서 자동설정이 가능하게 되며 Tunnel의 End-point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 또한 6RD 는 고성능의 Tunnel로서 다른 IPv6 Tunnel보다 많은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어적은투자비용과추가적인비용을절감할수있다.

[그림 3-1] 6RD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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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v4-IPv6 변환(translation) 기술

IPv4/IPv6 변환기술은 IPv4 패킷과 IPv6패킷을상호변환해주는기술로듀얼스택및터널적

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된다. 변환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기술적 특징을 이해하고 운 중

인망에적합한변환방식을채택해야한다.

[그림 3-2] Free Telecom 6RD 적용 사례

[표 3-2] 변환기술

변환 방식 특징

Header Conversion
장점 : IP/ICMP 헤더만변환해빠름
단점 : 패킷단편화(fragmentation) ICMPv4와 ICMPv6 간의

상이함에따른문제

Transport Relay 장점 : 서비스에독립적, TCP/UDP Relay 가능
단점 : Header conversion보다 느림

Application 
Proxy

장점 : 주소 매핑불필요
단점 : 각 서비스별로독립된서버를사용해야하고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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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P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 Protocol Translation, RFC2766)는 헤더 변환

기법인SIIT를기반으로어플리케이션별ALG를통해 IPv4↔IPv6 간의변환을제공한다.2)

동적으로 주소를 할당하고 변환하기 위해서는 응용서비스에 따라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발생하

는데, 이를지원하기위한ALG(Application Level Gateway)를사용한다. 하지만ALG는새로운

응용이 나올 때 마다 추가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단대단(End-to-End) 연결을 저해하는 또 하나

의 NAT의 확산으로 인식되어 기존의 NAT-PT 표준은 표준제정 기구인 IETF에서 일단 폐기된

상태이다.3) 또한기존표준으로는망사업자수준의트래픽변환에는무리가있어현재 IETF에서

이를개선하여새로운기술을표준화하기위한논의가진행중이다.

표준은 폐기되더라도 이미 구축된 기존 NAT-PT 장비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프로토콜

만변환이된다면향후나오표준들과는독립적으로운 될수있다. 예를들어기업내의VoIP 서

비스, 프린터 네트워크, 기타 Legacy 망 등 당장 외부망과 연동이 필요 없고 신규장비 대개체시

자연스럽게 IPv6로 전환하는 서비스의 경우 목적에 맞는 ALG에 한정해서 NAT-PT를 활용할

수있다.

[그림 3-4], [그림 3-5]는변환장비를이용한 IPv4 ↔ IPv6 망간구성예를보면변환기의장점

을 알 수 있다. 변환기는 네트워크 경계단이 아닌 기존 네트워크와 평행하게 위치해 목적지가

2) Stateless IP/ICMP Translator 
3) RFC4966,  Reasons to Move the Network Address Translator - Protocol Translator(NAT-PT) to Historic Status

[그림 3-3] NAT-PT(RFC2766) 기본 구조

DNS-ALG

IPv6

NAT SIIT

IPv4 address Pool

IPv4

FTP-ALG

SOCKET

TCP/UDP

NIC 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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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변환장비를 이용한 IPv4 → IPv6 구성 예

[그림 3-5] 변환장비를 이용한 IPv6 → IPv4 구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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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인 경우 IPv4 네트워크로, 목적지가 IPv6인 경우는 IPv4패킷을 IPv6패킷으로 변환하여 미

리 설정된 IPv6 네트워크로 라우팅 함으로서 기존 IPv4 Only 네트워크가 IPv6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IPv6 전환 초기단계에 리거시 서비스들이 듀얼스택 없이도 빠르고 간단

히 IPv6 망과연동할수있다. 

실제 변환기의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그림 3-6]과 같다. Host B(IPv4 Only 호스트)가 DNS에

A record(IPv4주소)를 요청하면 DNS-ALG가 이를 AAAA(IPv6주소) 요청으로 바꿔 대신 질의

를 한다. 응답을 받은 DNS-ALG는 이를 IPv4주소로 매핑하고 매핑된 IPv4주소를 호스트에 돌

려준다. 이후 호스트는 돌려받은 IPv4주소로 Host A(IPv6 server)에 접속을 시도한다. NAT-

PT는미리매핑된정보를이용해 IPv4 패킷을 IPv6 패킷으로변환하여서버에접속한다.

[그림 3-6] 변환장비 동작 방식

<변환기의 핵심기술 - 주소매핑>

IPv6 주소 변환 장비의 기능은 단순히 source만을 변환 하는 것이 아닌 destination 까지 변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망 사
이의 mapping 정보가 있어야 통신이 가능하다. IPv6 망은 IPv4에 대한 destination을 전혀 알 수가 없음으로 mapping 정
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IPv6에서 IPv4 망으로 먼저 통신을 해야 한다. mapping 정보가 생성된 후 IPv4 망의 사용자들은
변환장비의 mapping 정보를 기반으로 IPv6 망과의 통신을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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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v4/IPv6 듀얼스택(Dualstack)

듀얼스택은 IPv4와 IPv6 패킷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IPv4/IPv6 듀얼스택 네트워크상

의 노드는 IPv4 노드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IPv4 스택을, IPv6 노드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IPv6 스택을 사용한다. 호스트에서 듀얼스택을 지원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에서 단일 스택만 지

원한다면다양한단대단(end-to-end) 접속시나리오가발생한다.

결국 IPv6 적용을 위해서는 듀얼스택이 가장 적합한 전환기술이나 경로상의 모든 노드를 듀얼

스택 지원장비로 교체해야 하므로 비용문제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존한다. 완전한 듀얼스택 네

트워크가구축되기전까지는결국터널링, 변환등의전환기술과병행되야한다. 

[그림 3-7] 듀얼스택 구조

IPv6
Applications

TCP/UDPv6

0x86dd 0x0800

IPv6

Physical/Data Link

TCP/UDPv6

IPv4

IPv4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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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클라이언트/서버간의 네트워크 연결 타입

DB형 IPv4 Server Application IPv6 Server Application

IPv4 node Dual-stack IPv6 node Dual-stack

IPv4 
Client 

Application

IPv4 node IPv4 IPv4 Translator Translator

Dual-stack IPv4 IPv4 Translator Translator

IPv6 
Client 

Application

IPv6 node Translator Translator IPv6 IPv6

Dual-stack Translator Translator IPv6 IP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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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품 동향

현재 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코, 주니퍼, 3Com, 히다찌 등의 주요 장비들, MS

Windows, Sun의 Solaris, FreeBSD 그리고 Linux 등의 소프트웨어에서 IPv6를 대부분 지원하

고 있으며 최근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들 중심으로 대부분 IPv6를 지원하고 있다. 사용중인 장비

의 IPv6 지원여부가궁금하다면각제조사에문의한다.

비즈니스 이용자는 IPv6 적용시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부분의 IPv6 지원 제품들을 검토해야

한다. 비즈니스 이용자는 내/외부 고객을 동시에 수용해야 하므로, 내부직원을 위한 업무망과 외

부고객을위한서비스망을구성해야하고내부망보호를위해DMZ등을운 하는특성을가진다.

네트워크 장비들은 장비 처리용량의 차이만 있을뿐 망사업자의 장비 동향과 유사하다. IPv6은

기본적으로지원되고있고오랜된장비는OS업그레이드를통하여 IPv6를지원하기도한다. 현재

기본적인 라우팅 기능과 기존 터널 기능 등은 큰 이슈가 없으나 최근 표준화된 6RD, DS-LITE

와 같은 터널 기술들은 아직 구현되지 않은 장비들이 많다. 그밖에 L4 - L7 장비, VoIP(Soft

Switch, IP-PBX, IP폰), 방화벽 등 보안 장비들도 아직까지 많지는 않지만 국내 제조사에서

IPv6지원 장비를 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제조사에서 향후 OS

업데이트를통해지원이가능한경우도있으니상세한내용은제조사에확인해야한다.

L4/L7 장비들은Hardware 사양에있어Quad-core를넘어서Hexa-core를탑재하여출시되

며, IPv6 기반 이중화 지원, 라우팅과, IPv6 환경에서의 다양한 Protocol 별 식별, SLB(Server

Load Balancing), FWLB(FireWall Load Balancing) 등 앞으로 발생하게 될 사용 단말의 증가

와트래픽양이많은 IPv6 환경에서도지원이가능하여야한다. 현재국산/외산장비모두이러한

기능들을지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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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장비들은 2000년초부터 외산 방화벽 위주로 IPv6 지원제품이 출시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제품군들이 통합보안제품(방화벽+IPS+유해트래픽 방지 등)으로 진화하면서 IPv6기능도 탑재한

국내외제품들이다수출시되고있다. 이들제품들은 IPv6 라우팅뿐아니라 IPv6 전용룰설정이

가능하다. IPv6 미지원보안장비들은 IPv6 트래픽은기본차단하는경우가많아유의해야한다. 

현재체크포인트, 퓨처시스템, 포티넷, 안철수연구소등장비제조사들은기존 IPv4에서제공

한기능을 IPv6에서대부분지원이되도록개발했다. 하지만아직인터넷상에알려진 IPv6 공격

이 거의 없어 공격 시그니처 개발 등은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IPv6지원 보안장비 출시는

최근 1~2년 사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TTA verified 인증 혹은 국정원의 CC인

증획득은시작단계에있다.

PC용 백신, 개인방화벽 등 인트라넷 보안솔루션들도 IPv6지원 제품이 거의없다. 시만텍, 안철

수연구소등에서제품이있으나 IPv6가부분지원되고있어향후개선이필요하다.

IPSec기반의VPN은현재 IPv4 체계에서는옵션으로제공되나 IPv6에서는프로토콜내의기본

규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IPSec VPN과는 별도로 MPLS VPN이나 VPN 운 ,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매니지드 VPN 서비스, 그리고 원격 접속 환경에 적합한 SSL VPN

기술등다양한VPN 기술들도나름대로의 역을만들면서발전할것으로예상된다.

VoIP 서비스는크게통신사업자용장비와일반가입자용장비로분류할수있으며, 통신사업자

용 장비는 소프트 스위치, 미디어 게이트웨이가 있으며 가입자 장비로는 IP PBX, 폰 등이 있다.

현재 IPv6 기반 소프트스위치는 국내 기업인 제너시스템즈, 아크로메이트 등이 개발 중이며, IP

PBX, 게이트웨이는 애드팍테크놀러지, 모임스톤, 컨피닉스 등이 일부 제품을 출시하 거나 개발

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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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에 따른
IPv6 서비스 제공방안

1. 시나리오 개요 및 제약조건

IPv6주소만 갖는 주체가 등장한다는 가정에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부 시나리오를 3가지로 분류하 다. IPv6 주체의 등장과 수용 관점에서 4가지 조합을 기

본으로하여 3가지연동시나리오와다시조합해비즈니스이용자의대표서비스별로테스트베드

를구성하고 IPv6 적용방안들과이슈를살펴보았다.

테스트 베드 구성은 서비스 제공과 이용 관점에서 단대단(end-to-end) 연결을 3개 역으로

나누고 IPv4/IPv6 듀얼스택상황을최대한배제함으로서, 비즈니스이용자의서비스별로다음과

같이최대7가지조합이가능했다.

■ IPv4 주소부족으로신규가입자
에게 IPv6주소를할당하는경우

■기존고객(IPv4 Only)이 IPv6 서
비스이용을요청하는경우

등장시나리오

■최소비용/시간을 투입해 IPv6
Only 이용자를수용하는경우

■대규모의 IPv6 Only 이용자를
수용가능한망을구축한경우

수용시나리오

■ IPv4 Only와 연동

■ IPv4 IPv6와 연동

■ IPv6 Only와 연동

연동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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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IPv6전환 시나리오를 기술할 때, 가장 가능성 높은 모델로 IPv4/IPv6

듀얼스택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해왔으나, 전환대상이 기존 IPv4망에 집중되어 안정성에 대한 부

담이크고, 초기상황과전환단계별로무수히많은세부시나리오가도출될수있어실질적인 IPv6

전환에도움이되기어려웠다.

따라서 본 책자는 IPv4 신규 할당중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IPv6 Only 이용자/서비스제공자의

출현을 가정하고 최소비용/최단시간/최소변경으로 IPv6를 수용 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집중적

으로 검토했다. 시나리오를 최소 조건으로 단순화 함으로서 이해관계자별로 이해도를 높이고 유

사시나리오에대해서도쉽게접근할수있도록구성하 다. 

듀얼스택을최소화했기때문에대부분의시나리오에서통신을위해변환장비(NAT-PT)가사용

되었으나, 현재 대형 비즈니스 이용자 규모에서 사용 가능한 상용 장비는 없어, 장비의 처리용량

과관련된테스트는수행치않고, 변환장비의기본기능만활용해시나리오검증만실시하 다. 

※ 시나리오 기술시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시나리오는 통합/제외하여 기술함

2. IPv6 적용 시나리오

2.1 시나리오 1 - 최소규모 신규 IPv6 내부이용자 수용

사업전개, 조직확장등에필요한 내부정보인프라를구축하는 과정에서 IPv6 Only 내부이용

자가발생하는경우를가정한다. 

가입자망 백본망 서비스망

6-4-4 IPv6 IPv4 IPv4

6-4-6 IPv6 IPv4 IPv6

6-6-4 IPv6 IPv6 IPv4

6-6-6 IPv6 IPv6 IPv6

4-4-6 IPv4 IPv4 IPv6

4-6-6 IPv4 IPv6 IPv6

4-6-4 IPv4 IPv6 IP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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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들은 이미 대부분 IPv4/IPv6 모두 지원되지만 실제 IPv6를 구동해본 경험은 없고, 전자결

재, 메일등인트라넷서비스뿐아니라인터넷콘텐츠들도대부분 IPv4 Only 로서비스되고있는

상황이다. 

새롭게추가되는내부고객들에게만 IPv6주소를할당하고있으며변환이나터널기술을이용해

기존 IPv4 고객들, 혹은내/외부서비스와통신한다.

시나리오 관계도

연동방법

서비스 제공방안

신속하게사내에신규 IPv6 Only 내부이용자를수용하기위해사내망에변환장비를구축한다.

아래와 같이 IPv6 Only 내부이용자를 위한 사내 망을 구성하고 변환 혹은 터널링 기술을 적용

하여사내외의 IPv4기반서비스를사용할수있도록할수있다. 

변환기를 이용할 경우, 단시간에 적정수의 IPv6 내부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IPv6

단말은 가능하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되야(예: VoIP폰. IP카메라, 사내용IPTV, POS단말

등) 변환기에서별도ALG의개발없이서비스가가능하다.

요즘은대부분웹기반의사내인트라넷환경이구축되어있어PC단말이라할지라도사내인트라

넷어플리케이션에한정해사용하는경우엔ALG의추가개발없이기존변환기를활용할수있다.

IPv4주소 부족으로 신규 가입자에게
IPv6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기존 고객(IPv4 Only)이 IPv6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최소비용/시간을 투입해 IPv6 Only 
이용자를 수용하는 경우 ○

대규모의 IPv6 Only 이용자를 수용
가능한 망을 구축한 경우

가입자망 백본망 서비스망

6-4-4 IPv6 IPv4 IPv4

6-6-4 IPv6 IPv6 IP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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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나리오 2 - 대규모의 IPv6 Only 내부이용자 수용

IPv6주소만 할당받아 신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회사, 공공기관의 경우 기존 IPv4 인프라가

없어, 기본적으로 IPv6 중심으로망을구축하고외부망과연동을위해일부 IPv4를사용하는상

황이다. 내부인트라넷, PC 등은모두 IPv6 Only로작동되며외부망과연동을위해변환이나터

널기술을이용해 IPv4네트워크와필요한최소한의통신을지원한다.

시나리오 관계도

[그림 5-1] 6-4-4망 Test 구성도 [그림 5-2] 6-6-4망 Test 구성도

IPv4주소 부족으로 신규 가입자/서비스에
게 IPv6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기존 고객(IPv4 Only)이 IPv6 서비스 이
용을 요청하는 경우

최소비용/시간을 투입해 IPv6 Only 이
용자/서비스를 수용하는 경우

대규모의 IPv6 Only 이용자/서비스를
수용 가능한 망을 구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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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방법

서비스 제공방안

네트워크 측면

IPv6 Only 이용자부터 서비스망까지 종단 간 IPv6 Only 통신이 가능하다. 가입자망은 기존

IPv4 Only 이용자와함께겸용체계로가져갈수도있지만, 신규 IPv6 이용자의지속증가가예상

된다면 별도 망으로 구축 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백본망은 기존 IPv4 Only 이용자를 감안하여

IPv4/IPv6 겸용환경으로구성하는것이현실적이다.

가입자망 백본망 서비스망

Dualstack IPv4/IPv6 IPv4/IPv6 IPv4/IPv

[그림 5-3] IPv6 Only망 Test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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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측면

1⃞DHCP

DHCP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IPv6 지원하는 OS와 DHCPv6 Server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

다. IPv6 할당 방법은 Stateless, Stateful DHCPv6가 있으며, 할당 방법에 따라 DHCPv6

Server 처리 방법도 옵션에 따라 상이하게 동작 한다. DHCPv6는 Solicit(IP요청), Renew(IP사

용연장), Release(IP반환) 처리가정상적으로반 되어 IP-POOL관리에이상이없어야만 IP 할

당과정에Decline(IP 충돌)을피할수있다. 대표적인DHCPv6 Server로는 Cisco CNR, 테스용

으로 쓰이는 Dibbler DHCPv6가 있다. WINDOWS 계열 서버에서는 WINDOWS 2008부터

DHCPv6를지원하고있으며, OS설치후DHCPv6 기능을추가해야한다.

2⃞NMS

NMS를 운용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IPv6를 지원하는 OS와 네트워크 장비의 NMS Agent가

필요하다.

공개용 NMS 툴 중 CACTI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LINUX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Net-SNMP는

네트워크장비와SNMP Get/Response를처리를하고있으며 IPv4와 IPv6를기본지원한다. 

IPv6 호스팅서비스와관련된서비스를모니터링하기위해주로사용되는NMS 시스템의 IPv6

지원여부는아래와같다.

<IPv6 지원 현황>

플렛폼 LINUX

OS kernel 2.2 이상

S/W CACTI 0.8.x 이상(http://www.cacti.net/)

비고 SNMP-SET, RRD-Tool, Apache, MySQL 구성요소설치

<CACTI 설정시 유의사항>

IPv6 관련 입력시 Host앞에‘udp6’문자열을추가해야한다. 모니터링은웹기반으로동작되며 Apache, RRD-Tool, MySQL
설치되어있어야한다.
모니터링대상장비의 IPv6 전용 MIB값들을확인하여별도로입력해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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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웹서비스, DNS, 메일서비스, DBMS

서비스대상이외부고객인지 내부이용자인지 여부의차이만있을뿐기술적인서비스제공방안

은“제2권서비스제공자편”과동일하다. 

비즈니스이용자들은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할때는 서비스 제공자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내

부이용자에게도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내부이용자를위한웹사이트, 메일서비스등은기술적

으로는서비스제공자와차이가없으나 IPv6 Only 이용자(혹은단말)가기업내부이용자측에서

좀 더 쉽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IPv6기반의 이들 서비스들은 기업 내부부터 검증되

어서서히외부고객서비스로확대가가능하다. 

2.3. 시나리오 3 - IPv4 내부이용자 대상 최소규모 IPv6 서비스(웹 서버 등) 제공

기업 내부이용자 중 IPv4 Only 이용자들이 IPv6로 확장된 신규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

을요청하기시작한다.

제품명 제조사 IPv6 지원여부 지원버전 비고

HP Openview HP O v7 이상 네트워크통합관리시스템

IBM Tivoli Network IBM O v3.8 이상 네트워크통합관리 NMS

Manager IBM O v6.2 이상 서버통합관리 NMS

Tivoli Monitoring Manage Engine X X 네트워크통합관리 NMS

OpManager Free software O v2.10 이상 네트워크트래픽모니터링

MRTG CA O vr3.1 이상 시스템

CA Unicenter HP X X IT 인프라통합관리시스템

Sitescope Plixer international O v7 이상 네트워크품질관리시스템

Scrutinizer Manage Engine X X 네트워크트래픽분석시스템

DeviceExpert Nagios Enterprises O 네트워크장비의구성, 변경

Nagios ZOHO Corporation O v4.7 이상 관리시스템

WebNMS Ipswitch O v12 이상 서비스모니터링시스템

[표 5-1] NMS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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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관계도

연동방법

서비스 제공방안

기존 IPv4 내부이용자가내부의 IPv6 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2가지방안이있다.

① IPv4/IPv6 네트워크경계단에변환장비를구성

② 가입자단에터널기술(6RD 등)을적용하여 IPv4 Only 내부이용자에게 IPv6 주소를동시에부여

또한조직은외부 IPv6 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 IPv6 접속점을구축해야하고가입자망에서

발생한변환및터널트래픽을이 IPv6 접속점까지전달해야한다.

가입자망 백본망 서비스망

4-4-6 IPv4 IPv4 IPv6

4-6-6 IPv4 IPv6 IPv6

IPv4주소 부족으로 신규 가입자/서비스에
게 IPv6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기존 고객(IPv4 Only)이 IPv6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최소비용/시간을 투입해 IPv6 Only 이
용자/서비스를 수용하는 경우 ○

대규모의 IPv6 Only 이용자/서비스를
수용 가능한 망을 구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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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4-4-6망 Test 구성도 [그림 5-5] 4-6-6망 Test 구성도

[그림 5-6] Configured Tunnel 구성도 [그림 5-7] 6RD (RFC5969)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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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나리오 4 - IPv4 내부이용자 대상 최대규모 IPv6 서비스 제공

기업내부이용자중 IPv4 Only 이용자들이 IPv6로확장된신규비즈니스서비스에대한이용이

증가한다.

시나리오 관계도

연동방법

서비스 제공방안

대규모의 IPv6 Only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 IPv4 Only 내부 이용자를 듀얼스

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환기의 용량과 수량을 늘릴수도 있지만 변환기는 전환기의

단기대책이므로이미 IPv6 트래픽이늘기시작했다면Native한 IPv6를고려하는것이좋다.

이를 위해서는 단말 OS가 듀얼스택을 지원해야 하며 IPv4와 IPv6 트래픽을 분리하기 위한 방

안을네트워크단에서고려해야한다.

가입자망 백본망 서비스망

Dualstack IPv4/IPv6 IPv4/IPv6 IPv4/IPv6

IPv4주소 부족으로 신규 가입자/서비스에게
IPv6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기존 고객(IPv4 Only)이 IPv6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최소비용/시간을 투입해 IPv6 Only 이
용자/서비스를 수용하는 경우

대규모의 IPv6 Only 이용자/서비스를
수용 가능한 망을 구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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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 리스트

적용단계 내용

IPv6 전환 준비
IPv6 도입의기대효과를예상하 는가?
전환 TFT 구성은적절하 는가?
전환 TFT 운 에 개선할사항은없었는가?

IPv6 적용 계획 수립

IT 자원 파악은정확히이루어졌는가?
IT 자원 파악시추가할규격이나내용은없는가?
IPv6 도입 범위설정에문제는없었는가?
IPv6 도입 우선순위는문제가없었는가?
전환비용산출은타당하 는가?
사전에고려하지못한사항으로전환비용이늘어났는가?

IPv6 구축 준비

위험요소분석에서고려하지못한사항은없었는가?
IPv6 주소 공간확보를위한소요주소산출은적절했는가?
기관내에주소할당및관리정책에문제는없는가?
실제네트워크설계시보완할사항은없었는가?
문제발생시원상복구계획등의대처방안이마련되었는가?
대처방안은적절히수립되었는가?
IPv6 구축을위한장비선정은적절했는가?
장비발주는원활히이루어졌는가?

IPv6 구축 및 점검

네트워크장비구축시문제점이발생하 는가?
보안장비구축시문제점이발생하 는가?
OS 업그레이드시문제점이발생하 는가?
애플리케이션구축시문제점이발생하 는가?
수립된보안정책에따라보안이제공되는가?
내·외부네트워크연동은정상적으로이루어졌는가?

IPv6 운 및 교육·홍보

기존서비스의이용에대한문제는없었는가?
신규서비스의이용에대한문제는없었는가?
IPv6 도입에의해기존네트워크관리에대한문제는없었는가?
IPv6 망운 에관련하여발생한문제는없었는가?
교육계획의수립및실행은원활하게이루어졌는가?
교육(대상, 내용, 방법 등)에 대해변경해야할사항은없는가?
IPv6 도입에대한홍보는충분히이루어졌는가?
홍보(대상, 내용, 방법 등)에 대해변경해야할사항은없는가?

[표 5-2] 단계별 IPv6 전환 체크리스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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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스트결과 및 IPv6 적용시 고려사항

주로OS와서버어플리케이션관련복합적인이슈가상존한다. IPv6를지원하지않는DBMS, 미

들웨어등다양한응용소프트웨어의경우Back-End IPv4 환경으로구성운 할수있다.

4.1 OS 측면

Windows Server 계열 OS도 버전에 따라 IPv6 지원수준이 상이하다. 2003 Server의 경우 XP

와마찬가지로IPv6 스택을콤맨드로install 해야 IPv6가활성화된다. GUI 입력창은지원하지않

는다. 기본탑재된웹서버인 IIS 6 에서도 IPv6 주소를입력할수가없다. 하지만서버에활성화된

모든IPv6주소에대해서바인딩을하므로웹서비스는가능하다. 

MS사에서는 IPv6가 완벽 지원되는 Windows Vista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4) MAC OS는

‘Tiger’이상의OS에서 IPv6지원했으나, MAC OS 10.6.4이하에서는 IPv6 연결이불안정하더라

도OS에서‘6to4’5)터널이활성화되있으면 IPv4/IPv6 듀얼스택웹사이트에무조건 IPv6로먼저

접근함으로서 웹 서비스 접속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10.6.5 버전부터 IPv4를 우선 접속하는

것으로수정되었다. 기타OS별지원내용은해당제조사로문의해확인할수있다.

4.2 어플리케이션 측면

업무가 대부분 웹기반 환경에서 가능하므로 최근에는 개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업무 의존성은

크지않다. 현재대부분의웹브라우저는 IPv6를지원하지만개별업무용어플리케이션들은일일이

지원여부를확인하고단계적으로수정해야한다.

OS별개별어플리케이션들은현재까지 IPv4 전용으로개발된것들이대부분이므로 IPv6 Only

가입자를수용하는경우다음과같이대응할수있다. 

IPv4 어플리케이션에대해서는가입자에게IPv6지원대체어플리케이션목록공지

IPv4 어플리케이션지원을위한사설/공인IPv4 주소할당

호스트레벨의변환기술(BIS, BIA) 도입검토

4) MS의 OS별 IPv6 지원 히스토리 자료 : http://research.microsoft.com/en-us/projects/msripv6/default.aspx
5) St6to4기술 : IPv4기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PC사용자들이 IPv6서비스를 접근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터널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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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방법은 OS 프로토콜 스택을 변경하므로 제조사에 의존성이 크며, 실 구현사례가 적고,

안정성확보등에서기술적으로가장난이도가높은것으로인식되고있다. 따라서이표준을제정

한 IETF에서도 IPv6 전환기에단기적으로만쓰는전환솔루션으로성격을한정했다. 반드시유지

해야하는 IPv4 Only 어플리케이션이있는경우엔이들변환기술들도검토해볼수있지만가능하

면모든어플리케이션들이IPv6를지원하는방향을권장한다.

최근에는웹기반환경의보편화로PC용개별어플리케이션의활용이적으므로많이사용되는어

플리케이션을목록화하고IPv6지원여부확인및대체어플리케이션목록확보도권장한다.

4.3 인트라넷 보안 툴 IPv6 지원

현재 보안툴은 32bit OS에서 64bit OS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또한 IPv4에서 IPv6 확대 지원하

고있는추세이다. 서비스를하기위해운 중인보안툴이 IPv6를지원하고있는지확인후미지

원할경우업그레이드를권장한다.

4.4 DHCP 운 측면

Windows XP의 경우 DHCPv6 Client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Router Advertisement를 통한

Autoconfiguration으로 IPv6 주소할당만가능하다. DHCPv6 Client 기능은Windows Vista 이

상버전부터지원하므로원할한IPv6 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Vista 이상을권장한다.

4.5 보안측면

IPv6 할당시일반적으로/64로충분한양의IP주소확보가가능하므로주소공간의가용성이문

제가되지않는다. 따라서서브넷당주소할당간격을넓게설정하고계층적인주소부여를통한네

트워크분할을통해안전한접근통제규칙설정이가능하다.

6) Autoconfiguration 관련 3가지 선택사항(RFC4862) : A(Autonomous) Flag, M(Managed) Flag, O(OtherConfig) Flag 이 있으며 라우터에서
“O”를 enable 할 경우 호스트는 DNS, SIP서버 등의 부가정보는 DHCPv6 서버에서 받게됨

DHCPv6 vs. Autoconfiguration

DHCPv6는 네트워크상의 어떤 호스트가 어떤 주소를 사용하는지 관리자가 파악할 수 있고, reverse DNS 정도를 등록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인가되지 않은 호스트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것도 막을 수 있고 Autoconfiguration에서 제공하지 않
는 DNS, SIP서버, SNTP서버(시간동기화)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다.
라우터에서 IPv6 옵션6)에 따라 Autoconfiguration을 통해 Prefix를 할당하고, DHCPv6를 통해서는 부가정보를 할당 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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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IPv6의자동구성(auto-configuration) 기능은시스템의이더넷카드번호(EUI-64 인터

페이스식별자)를사용함에따라공격자가네트워크를더쉽게스캐닝가능하다.

이 경우 네트워크 경계에서 스캐닝 활동을 금지하고 암호 알고리즘사용을 통한 주소생성(CGA),

DHCPv6사용을통한주소할당방법권장한다.

DHCPv6 주소 자동할당

유효한 IPv6주소범위를더작게제한가능(개선된접근제어
확립)

동일한호스트는동일한 IP주소를생성하므로 DNS와 기타
로깅시스템을사전에구축가능

관리가용이하며, 로깅을통한클라이언트의네트워크사용
추적가능

관리자가‘호스트열거규칙’을사용할경우‘범위규칙’을
사용하는것보다엄격한접근통제가능

[표 5-3] 주소 관리 시‘DHCPv6방식’과‘주소자동할당방식’의 특징 비교

구분 취약점 대책

Dualstack
호스트 간 예상치 못한 터널링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의도하지 않은 상호작용 때문에 새로운
취약성발생가능성

조직은 새로운 IPv6기능(이동성, 비상태주소설
정, ND프로토콜, IPsec기반 종단간 암호화)를
인지하고, 침입탐지, 모니터링, 로깅 및 감사기
능을업그레이드하여 IPv4와 동일한수준의정
보보호대책마련

Tunneling 비인가된터널링생성으로인한백도어구축의
위험성인지필요

터널링된 트래픽을 패킷필터, 안티바이러스, 방
화벽, IDS, 트래픽 필터링 정책(ingress &
egress filtering) 등으로 검사하여 비인가된 터
널링 트래픽을 차단해야 하며, 터널링 트래픽을
IPsec(RFC 4891)으로 터널 종단 간 암호화

Address Management
시스템의 이더넷 카드 제품번호(EUI-64 인터페
이스식별자)를 사용하는주소자동구성방법으로
인해공격자가네트워크를더쉽게스캐닝가능

네트워크 경계에서 스캐닝 활동을 금지하고 암
호 알고리즘사용을 통한 주소생성(CGA),
DHCPv6사용을통한주소할당방법권장

[표 5-4] IPv6 적용기술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및 대책 방안

<규칙 설정 예>

IPv6의 네트워크 Prefix 64비트 중 마지막 16비트를 이용해‘VLAN번호’, ‘AS번호’, IPv4서브넷번호’, ‘물리적위치(빌딩, 도
시 등)’, ‘기능적 단위(인사, 재무, 회계)’등 서브넷간 식별자 지정을 통한 네트워크 접근 통제 체계 확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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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공공기관 등 각자의 비즈니스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기관들은 망사업자의 인터넷 서

비스를 이용하면서 외부고객들을 위한 웹서비스 제공 및 내부고객을 위한 업무환경을 동시에 제

공하고있다.

자체 보유한 정보시스템은 조직규모에 비례하지만, 서비스제공자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장비

보다는서버와어플리케이션의규모가크므로 IPv6적용시고려해야한다. 이미오래전부터JAVA

등다양한개발언어들에서 IPv4/IPv6 모두고려한어플리케이션개발방법들이알려져왔으나아

직도 IPv4 Only 어플리케이션들이더많다. 이는해외도동일한상황이다.

2011년중 전세계 IPv4 신규 할당 중지를 앞두고 기존 비즈니스 이용자들은 망사업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IPv6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새

롭게 등장하는 비즈니스 이용자들은 IPv6주소를 할당받아야 한다. 기존 비즈니스 이용자들도 사

업을확장하거나새로운주체들과사업을위해서는 IPv6에대한준비는필수적이다. 따라서비즈

니스 이용자들은 IPv6 적용 분야를 세세히 나누고, 단계적 적용시 우선순위와 적용방법에 대한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한다. 내부적인 적용부터 외부망과 연동, 고객민원 처리, 또한 장기

적으로듀얼환경을운 해야하는고민이필요하다.

본책자에서는최초 300여가지 IPv6적용시나리오에서검토를시작하여최종적으로모든시나

리오의 핵심이 되는 4가지 시나리오 유형을 도출했다. 망사업자의 대표 서비스와 대표구성을 대

상으로이4가지시나리오에따라망을구성하고 IPv6 테스트를실시했다. 각테스트시발견된이

슈사항과장비별설정방법들은부록의상세시험서에모두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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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결과현재출시된주요장비들로기본적인 IPv6 망구성에큰문제는없었다. 현재상황

에서도 IPv6를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어진 것이다. 물론 실제 사업자의 트래픽 용

량 등은 고려하지 않은 테스트베드상의 시험이었지만 성능 이슈는 비즈니스 이용자가 본 책자를

참고해사업자별환경에맞게추가확인해야한다. 

테스트결과와함께, IPv6 적용시현재까지확인한모든고려사항들을기술했다. 서버OS의경

우오래된구버전은 IPv6를부분적으로만지원하고있는경우가있어, 가능하면최신버전으로업

그레이드 하거나 지원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업무용 PC들은 세부 버전에 따라 IPv6 동작이 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전에 현황파악이 중요하다. IPv6주소를 할당시에도 Autoconfiguration

과DHCP를적절히병행할수있고, PC들도OS버전에따라상이한동작을하므로여러선택사항

을고려해야한다.

IPv6 적용은 한번에 모든 이슈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IPv4로 시작한 첫 번째

인터넷이 있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듯이 IPv6로 시작하는‘두번째 인터넷’을 만드는 것도

망사업자들의지속적인관심과노력이필요하다. 본책자가그첫단계에디딤돌로도움이되길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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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약어 내용

ALG Application Level
Gateway

IPv6 Translation 기술에서 동적으로 주소를 할당하고 변환하기 위해서는 응용
(HTTP,DNS,SIP)에 따라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ALG(Application Level Gateway)를 사용.

BIND Berkeley Internet Name
Daemon

BIND는 대부분의 BSD 유닉스 계열이나 Linux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
발된 DNS로써도메인을 IP로 매칭하는서비스라이브러리.

CPE Customer Premises
Equipment

통신서비스 제공 회사가 공급하여 해당 회사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종단
장치로단말기, 케이블모뎀, adsl 모뎀 등이있음.

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이를 응용하기 위하여 구성된 소프트웨어 시스템. 사용
자나응용프로그램이데이터베이스를쉽게이용할수있도록해준다.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TCP/IP 통신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IP 주소 등 설정 정보를 자동적으로 할당
및관리하기위한통신규약.

DOCSIS Data Over Cable Service
Interface Specifications HFC 망에서케이블모뎀서비스를위한국제기술규격.

DS-Lite Dual-Stack Less IPv6
Enabled IPv4 islands를 IPv6 망을 통해연동하는데사용하는터널기술.

DNS Domain Name Server
특정 네트워크에 속한 특정 호스트에 접속하기 위해 일일이 숫자로 된 IP 주소를
기억하지않고도메인네임만으로도사용가능하게하기위하여도메인네임을 IP
주소로전환시켜주는시스템.

Exchange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그룹웨어 소프트웨어. 윈도즈 NT상에서 가동하
는‘Exchange Server’를 서버 소프트웨어로하고, 클라이언트로는 MS 윈도즈의
표준장비가된‘Exchange’가이용될수있다.

Firewall -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사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게이트웨이에 설치되는
접속장치나기능.

FreeBSD -
NetBSD와 함께 BSD계의 PC-UNIX.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UCB)의 윌리엄ㆍ린조리츠교수부부가개발한운 체계(OS). 386 BSD가 기본
으로되어있다.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도형의 형태로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icon)을 지정하거나 메뉴 항목 목록 중에
서 메뉴를 선택함으로써 명령을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기동하며, 파일 목록을 열
람하고기타선택을하면서작업을진행하는상호작용방식이다.

HFC Hybrid Fiber Coax 동축 CATV 전송망의주요트 크부분을광케이블로개선시킨망. 

H.323 - 서비스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구내 정보 통신망(LAN)에서의 음성, 상, 데이터
통신의단말규정.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 산하의 조직으로 인터넷의 운 , 관리 및 기술적인
쟁점 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망 설계자, 관리자, 연구자, 망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개방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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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 Internet Information Server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인터넷/인트라넷용 서버 소프트웨어. 버전 2.0
부터 윈도즈 NT 서버에 표준으로첨부되어있다. 운 체계(OS)와 통합된것으로
복잡한절차없이월드와이드웹서버를관리할수있다.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VoD, T-커머스, 오락, 뱅킹, 정보, TV 포털 및 다채널 방송서비스와 같은 멀티미디
어 콘텐츠를 ADSL, FTTH와 같은 초고속 인터넷 망을 통해 디지털 셋톱박스에 연
계된 TV 단말기를이용하여패킷방식으로제공되는양방향 TV 서비스를말한다.

IPv4 Internet Protocol version 4
현재널리사용되고있는버전 4 인터넷프로토콜. 1981년에발간된 IETF RFC791
로 문서화 되어 있다. IPv4는 211.253.131.255와 같은 점-숫자 표기의 32-bit 주
소체계로되어있다.

IPSec Internet Protocol Security

네트워크 계층인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보안성을 제공해 주는 표준화된 기술로 데
이터송신자의인증을허용하는인증헤더 (AH)와, 송신자의인증및데이터암호
화를 함께 지원하는 ESP (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 등 두 종류의 보
안 서비스 등이 있으며, IPv4에서는 선택으로 IPv6에서는 필수로 제공하도록 되
어있다.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 IP 주소 공간으로써 128비트를 기본으로 하며, IPv4 주소 고갈에 대비한 차세대
인터넷프로토콜.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일반 사용자나 기업체, 기관, 단체 등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해주는사업자.

LINUX
1991년 핀란드 헬싱키 대학 학생이던 리누스 토발스(Linus  Tovals)가 대형 기종
에서만 작동하던 운 체계인 유닉스를 386 기종의 개인용 컴퓨터(PC)에서도 작
동할수있게만든운 체계. 인터넷을통하여무료로배포되고있다.

KREONET Korea Research Environment
Open Network 국내 대학및연구기관대상연구망.

KOREN 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Middleware - 주로 상하관계나 동종관계로 구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거나프레임워크역할을하는일련의중간계층프로그램.

MTA Message Transfer Agent
다른 메시지 전송 에이전트(MTA)로부터 전송되어 온 메시지를 수신 측 사용자의
UA로 배송하거나, 수신 측 UA가 직접 수신하지 않을 때에는 메시지 저장 장치
(MS)에 저장하여추후에검색할수있게한다.

MUA Mail User Agent 메일을보내고받을때이용하는프로그램으로메일클라이언트라고도한다.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사내의비공인주소와공인 IP 주소를상호변환하는기능.

NFS Network File System
구내 정보 통신망(LAN) 등 정보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의
파일이나 파일 시스템을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분산 파일 공유 시스템 소프트
웨어.

NMS Network Management
System

망 관리 프로토콜(SNMP)을 사용하여 망을 구성하는 라우터(router), 스위치
(Switch) 등 각 장비를감시/제어하는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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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 미국 오라클사의 관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의 이름. 유닉스 환경에
서사용되는 RDBMS로는현재가장널리사용되는대표적인제품의하나이다.

Packet - 데이터전송에서사용되는데이터의묶음.

Proxy - 컴퓨터나네트워크의중간에서대리로통신을수행하는장치나기능.

Ready
Logo - IPv6 포럼이 IPv6 Logo Committee를 구성하여, IPv6 장비의 신뢰성 확보 및

기술보급을위해 2003년 9월부터시행중인인증제도.

Router - 네트워크 간의 연결점에서 패킷에 담긴 L3 IP 정보를 분석하여 적절한 통신 경로
를선택하고전달해주는장치.

Sendmail - 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간이전자우편전송프로토콜(SMTP) 소프트웨어.

SIP Session Initiation Protocol IETF에서 개발한 IP 전화 통신 신호 프토로콜. 주로 IP 호출을 통한 음성에 사용
되며비디오나미디어유형에사용할수도있다. 

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TCP/IP의 망 관리 프로토콜(RFC 1157). 라우터(router)나 Switch 등 망 장비
(network agent)의 망 관리 정보를 망 관리 시스템에 보내는 데 사용되는 표준
통신규약.

Solaris -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사의 유닉스 운용 체계 버전. 운용 체계는 물론 자바 프로그
램을 실행하는 자바 가상 머신, 유닉스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규격의
CDE/Desktop과 네트워킹프로그램을포함한다.

SSH Secure Shell 보안 등급이 낮은 네트워크상에서 보안 등급이 높은 원격 접속 개시나 데이터 전
송을실현하는규약.

Telnet -
호스트와단말간또는호스트와호스트간에가상단말통신기능을행하기위한
절차를 제공하여, 네트워크상의 한 시스템 사용자가 자기 시스템(로컬 시스템)의
자원에접속하는것처럼다른시스템(원격지시스템)에 접속할수있게한다.

TFTP 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파일 전송 규약(FTP)보다 사용은 단순하나 기능이 미약한 파일 전송용 인터넷 소
프트웨어. 

Tunneling - 하위층 통신 규약의 패킷을 상위층 통신 규약으로 캡슐화하는 것으로, 통신망 상
의두점간에통신이된다.

VOD Video On Demand
프로그램을 주문하고 기다려야 하는 기존의 PPV(Pay Per View) 서비스와는 달
리가입자가원하는시간에원하는프로그램을즉시선택해시청할수있는양방
향 상서비스.

VPN Virtual Private Network 공중망 상에 사설망을 구축하여 마치 사설 구내망 또는 전용망 같이 이용하는 통
신망.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PSTN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던 음성 서비스를 IP(Internet Protocol)기술을
사용하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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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Wireless-Fidelity 2.4GHz대역를 사용하는 무선 랜(WLAN) 규격(IEEE 802.11b)에서 정한 제반 규
정에적합한제품에주어진인증마크.

WWW World Wide Web
세계규모의거미집또는거미집모양의망이라는뜻으로, 하이퍼텍스트(hypertext)
라는 기능에 의해 인터넷상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정보를 통일된 방법
으로찾아볼수있게하는광역정보서비스및소프트웨어.

6NGIX IPv6 Next Generation
Internet eXchange 국내외의 ISP 대상으로 IPv6 망 연동을제공.

6KANet IPv6 Korea Advanced
Network 국내공공기관및연구기관등에 IPv6 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 IPv6 가입자망.

6RD IPv6 Rapid Deployment RFC5969 6to4 Tunnel 기반 기술.

6to4 RFC3056, Router to Router Tunnel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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