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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분야별 차세대인터넷주소 실전적용서 주요내용(IPv6) 』

실전적용서 온라인 배포는※ http://vsix.kr 에서 월초부터 로 다운로드 가능2 PDF

발간 배경1.

신규할당 중지이후 주소만 보유한 주체들이 등장할o IPv4 IPv6

경우 각 분야 인터넷 이해관계자들의 대응 필요,

대부분 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분야별로 기술환경이 달라 실제 적용시IPv6※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하는지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한 실정

현재 기술로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분야별o IPv6

사례 분석과 테스트를 통해 적용 초기에 시행착오를 최소화IPv6

적용 방법2. IPv6

가 적용 대상.

o 망사업자( ) 인터넷 교환기 집선장비 보안장비 등 네트워크, ,

설비와 가정내 케이블 인터넷모뎀 및 셋톱박스 등

o 서비스 제공자( ) 서버용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OS), , ActiveX,

웹콘텐츠 등

o 비즈니스이용자( ) 내부 네트워크 설비 이용자 운영체제 업무용, PC ,

응용프로그램 등

o 제품제조사( ) 주소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설비 및 응용소프트웨어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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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 방법.

미지원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경우 지원 제품으로의o IPv6 IPv6

교체 혹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능

다 적용 절차.

예상되는 적용 유형 시나리오3. IPv6 ( )

시나리오 매트릭스<IPv6 >

① 주소 부족으로IPv4 사업자가 최소규모의 이용자 및 서비스를IPv6

수용하는 경우

② 주소 부족으로IPv4 사업자가 대규모의 이용자 및 서비스를IPv6

수용하는 경우

③ 기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요청으로IPv4 IPv6 사업자가 최소규모

서비스를 수용하는 경우IPv6

④ 기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요청으로IPv4 IPv6 사업자가 대규모

서비스를 수용하는 경우IPv6

총 여가지 유형을 분석해 최종 가지 시나리오로 도출하여 테스트 수행300 4

보유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를 목록화 하고 지원여부를 확인IPv6

내부외부망 중요도 상하 등의 기준으로 적용대상 결정/ , / IPv6

대상별 적용을 위한 망서비스 설계IPv6 /

설계에 따른 적용 및 모니터링IPv6

등장형태

수용형태

주소 부족으로 신규 가입자에게IPv4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IPv6

기존 고객 이 서비스(IPv4 Only) IPv6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최소규모의 이용자IPv6 Only

및 서비스를 수용 하는 경우
시나리오① 시나리오③

대규모의 이용자IPv6 Only

및 서비스를 수용 하는 경우
시나리오② 시나리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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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적용시 고려사항4. IPv6

가 망 사업자.

유선분야□
일반적으로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가입자망 설비 및o IP

고객 단말장비에서 지원여부의 확인이 필요함IPv6

- 사업자 설비( ) 고객 구내에 설치되는 집선장치와 무선 핫스팟의

중계기 에서 지원여부 확인 필요WiFi (AP) IPv6

관련된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IPTV , WiFi•

- 고객 단말( ) 모뎀 공유기 셋톱 등 고객 단말장치 및 고객, , IPTV

상의 에서 지원여부 확인 필요PC OS IPv6

관련된 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서비스: , IPTV•

집선장치 계층 스위치< (2 )>

에 사용되는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의 표준기술이 와 가 다름o IPTV IPv4 IPv6

품질관리 및 보안필터 기능에서는 포맷을 인식하지 못함o (QoS) IPv6

무선랜 중계기< (AP)>

무선인증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포맷을 인식하지 못함o IPv6

초고속인터넷 모뎀< >

케이블 모뎀의 경우 특정 버전 이상에서만 지원o (DOCSIS 3.0) IPv6

무선분야□
망에 적용은 문제가 없으나 전 세계 거의 모든 단말에서o 3G IPv6 , 3G

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IPv6

- 무선 단말( ) 폰의 베이스밴드칩에서 지원 필요3G WCDMA IPv6

관련된 서비스 이동통신 기반 무선인터넷 서비스: 3G•

단말의 통신을 담당하는 모뎀 칩셋에서 관련 명령어를 미인식o 3G WCDMA IPv6 PDP

※ 년말 현재 지원 무선단말은 전세계적으로 제품 종만 출시중’10 IPv6 3G Noki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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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 제공자포털 등. ( , CP )

네트워크 및 보안 설비□
포털 사업자에게 필요한 웹서버 부하분산 장비 계층 스위치o ,CP (4 )

및 방화벽은 현재 지원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대체로IPv6

에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음IPv6

- 네트워크장비( ) 기반 웹서비스의 부하 분산에 지원필요IPv6 IPv6

관련된 서비스 웹서비스:•

- 보안장비( ) 방화벽 등의 지원여부 확인, IPS IPv6

관련된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등 고객서비스 보안설비:•

계층 스위치<4 >

주소에 대한 단순 라우팅만 지원하고 실제 부하 분산을 위한 셋팅을 미제공o IPv6 ,

방화벽 등< >

주소에 대한 단순 라우팅만 지원하고 보안기능규칙설정 공격패턴 은 미제공o IPv6 , ( , )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웹 등 주요 상용 응용프로그램들은 를o , DB IPv6 지원하고 있으나,

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ActiveX IPv6

- 웹 응용프로그램( ) 타 업체와 광고배너 카드결제 등 연동시, 웹 소스

코드상에 해당업체의 주소가 있다면 주소로 수정필요IPv4 IPv6

관련된 서비스 웹서비스:•

- (ActiveX) 게임사이트 등에서 를 이용해 주소로ActiveX IPv4

사용자의 중복접속을 확인하는 경우 를 고려한 추가개발 필요IPv6

관련된 서비스 온라인게임 인터넷쇼핑몰 인터넷뱅킹 등: , ,•

웹서비스< >

o 기존 페이지의 소스코드상에 외부 이미지 서버 주소가 주소로 고정되어 있음IPv4

<ActiveX>

로 만들어진 로그인창에 유저가 접속시 로그인 오류 발생o ActiveX IP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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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즈니스 이용자일반기업 공공기관 등. ( ,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기업 내부 망관리 및 보안과 관련된 장비의 경우 아직 다양한 장비가o

출시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제공 가능IPv6

- 네트워크장비( ) 망관리장비 주소자동할당장비 에서(NMS), (DHCP)

지원 필요IPv6

관련된 서비스 망 관리 및 모니터링 서비스:•

- 보안장비( ) 방화벽 인트라넷 보안툴 개인방화벽 바이러스백신, ( + ),

등의 지원 필요VPN IPv6

관련된 서비스 기업 내부정보 유출방지 서비스:•

망관리툴< >

주소입력창에 주소가 입력되지 않거나 모니터링 대상장비에서 관련o IPv6 , IPv6

데이터 값을 넘겨주지 않음(MIB)

보안툴 제품<PC >

에 설치되는 개인방화벽에서는 를 지원하나 이들 의 개인방화벽을 관리o PC IPv6 , PC

하는 통합관리툴은 를 통한 통신만 지원IPv4

기업용 응용프로그램 및 이용자 환경□
기업용 응용프로그램들은 웹기반인 아닌o 자체 개발해 사용하는 어플리

케이션에 대해서는 소스코드 수준의 변경이 필요함

- 업무용( OS) 기업내 업무용 의 의 지원필요PC OS IPv6

관련된 서비스 기업 인트라넷 서비스:•

- 업무용( SW) 전자결재 고객관리툴 등 특화된 의 지원 필요, SW IPv6

관련된 서비스 기업 인트라넷 서비스 전자결재 회계 등: ( , )•

<Windows 98>

차원에서 미지원o OS IPv6

자체 개발한 고객관리툴< >

로 개발되었으나 만 고려하여 만들어져 소스코드 수정필요o Java , IPv4

는 지원하나 연동되는 프로그램은 만 지원o DB IPv6 IP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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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품제조사하드웨어제조사 개발사 등. ( , SW )

제품 개발□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적고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 대형o ,

제조사 이외에는 제품 개발 및 판매에 관심이 적은 실정IPv6

- 개발방법( ) 제품 구현시 인터넷 표준기술에 기반한 개발이 필요하며

당장 출시하지 않더라도 추후 업그레이드를 고려한 제품 개발 필요

- 요구사항( ) 상기 기술된 망사업자 서비스제공자 및 비즈니스,

이용자의 주요 고려사항들에 대한 반영 필요

현재 등 대부분의 개발용 언어에서 통신모듈을 제공하고 있음o , Java IPv6

개발 언어별 통신모듈 지원현황IPv6 (IPv6 Socket Library)※
언어 지원IPv6 통신모듈 명 지원 사이트

C/C++ O AF_INET6
http://msdn.microsoft.com/

.NET O AddressFamily.InterNetworkv6

JAVA O java.net.Inet6Address http://java.sun.com/

Perl O IO::Socket::INET6 http://www.perl.org/

신뢰성 확보□
o 및 인증 등IPv6 Ready Logo, TTA verified CC 현재 다수의 제품

인증체계들이 존재하나 각각의 차이점과 시장 초기의 필요성에, IPv6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기반 네트워크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표준적합성에 맞게- IPv6

정확하게 구현되었는지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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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유무선 별 지원현황[ ] OS IPv6 년말 현재(’10 )

종류 제작사 운영체제 명 지원여부IPv6 비고

PC

애플 맥OS 이상10.x 최신버젼 : 10. 5. 3

MS

Windows 3.1,
95, 98, ME 미지원 미지원

Windows 2000 pro 조건부 지원 별도 프로그램 설치

Windows XP 지원 서비스팩 설치 후2
설정 필요IPv6

Windows Vista 지원 운영체제 자체 내장,
부팅후 자동설정

Windows 7 지원 운영체제 자체 내장,
부팅후 자동설정

PDA/
스마
트폰

WiFi 3G

MS Windows CE.NET 지원

는OS
지원하나
관련

단말(H/W)
에서 미지원

이상 지원4.1

MS Windows Mobile 지원 코발트 이상 지원6.0

구글 안드로이드 지원 이상2.1

팜 팜OS 지원 코발트 이상6.0

애플 iphone /ipod OS 지원 아이폰 이상4G

RIM Blackberry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Nokia Maemo 지원 지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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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적용 시나리오별 테스트베드 구성도[ 2] IPv6

분야별 대표 서비스 및 대표 구성을 테스트베드로 구성하여 단말o

부터 서비스까지 종단간 실증시험 수행IPv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