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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Pv6 홈네트워크에서 IPv4 호스트와 통신하는 IPv4-IPv6 통신 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상기 IP

v6 홈 네트워크내의 호스트로부터 웹 주소를 수신하면 DNS 서버에 그 웹 주소에 대한 IPv4 어드레스를 조회하는 과

정, 상기 과정에서 조회된 IPv4 어드레스를 수신하면 그 IPv4 어드레스를 IPv6 어드레스와 매핑시켜 저장하고 IPv4 

호스트와 연결을 설정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연결된 IPv4 호스트로부터 상기 웹 주소에 해당하는 웹페이지 데이터

를 수신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수신된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상기 과정에서 매핑된 IPv4 주소 및 IPv6 주소를 참조

하여 해당 IPv6 호스트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IPv4-IPv6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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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IPv4-IPv6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DSPS의 상세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IPv4/IPv6 통신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IPv4-IPv6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특히 IPv6 홈네트워크에서 IPv6 디바이스들이 IPv4 호스트와 통

신하는 IPv4-IPv6 통신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현재 IPv6는 인터넷의 주소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28 비트(bit)의 주소 체계를 갖는다. IPv6는 단순히 주소 

길이의 확장뿐만 아니라 단순화된 헤더(header) 형식을 통한 대역폭 비용을 절감하고 패킷 처리 시 공통 부분의 처리

비용을 절감시킨다. 또한 IPv6는 플로우 레이블(flow label) 기능을 이용한 멀티미 디어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가능

하게 한다. 그밖에도 IPv6은 인증 및 데이터 기밀성을 지원하도록 강화된 보안 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망이 IPv4망을 중심으로 보급되어 있다. 따라서 IPv6 주소가 할당된 홈 네트워크

내의 디바이스는 인터넷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Pv4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IPv6 네트워크망에서 IPv4 프로토콜과 통신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도 1은 종래의 IPv4-IPv6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DSTM(Dual Stack Transition Mechanism)호스트(130)는 IPv4/IPv6 듀얼 스택을 구비한 호스트

이다. DHCPv6(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Version 6)서버(140)은 글로벌 IPv4 어드레스, TEP(Tunnel

End Point) 어드레스를 할당한다. 라우터(160)는 DSTM호스트(130)의 IPv6 어드레스와 IPv4 사이에 연결을 중계한

다. 제1,제2DNS(Domain Name Server) 서버(150, 170)는 DSTM호스트(130)가 도메인 이름으로 접속할 경우 그 

도메인을 IPv4 주소로 변환한다.

도 1의 시스템 동작을 설명하면, IPv6네트워크(110)의 DSTM호스트(130)가 도메인 네임에 대한 IPv4 어드레스를 

제1,제2DNS서버(150,170)에 조회하여 IPv4 호스트의 어드레스를 구한다. 이어서, DSTM호스트(130)는 IPv4 어드

레스를 필요로 하므로 DHCPv6 서버(140)를 이용하여 IPv4 주소와 TEP 주소를 할당 받는다. 이어서, DTI(Dynamic

Tunneling Interface)(190)가 IPv4 패킷을 포함한 IPv6 패킷을 라우터(160)로 전송한다. 이어서, 라우터(160)는 IPv

6 패킷을 가지고 목적지인 IPv4 네트워크(120)의 IPv4 호스트(180)로 전송한다. 이어서, 라우터(160)는 DSTM호스

트(130)의 IPv6 어드레스와 IPv4 어드레스를 저장한다.

그러나 도 1에서 도시된바와 같은 네트워크 시스템은 DSTM 메카니즘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표준화가 확정되지 않

은 구성 요소들 즉, DNS, DHCPv6, DTI, 라우터등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종래의 네트워크 시스템은 IPv6 

어드레스와 IPv4 어드레스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DNS 확장(예컨대, 제1DNS서버(150) 및 제2DNS 서버(170))이 

필요하다. 또한 DHCPv6가 글로발 IPv4 어드레스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하므로 근복적으로 주소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과제는 IPv6 홈 네트워크와 IPv4 네트워크 사이에 IPv4 어드레스 및 IPv6 어드레스를

동시에 가진 듀얼 스택 프락시 서버를 설치함으로써 IPv6 홈 네트워크내 디바이스들이 IPv4 호스트와 통신을 가능하

게 하는 IPv4-IPv6 통신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다른 기술적과제는 상기 IPv4-IPv6 통신 방법을 적용한 IPv4-IPv6 통신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IPv6 홈 네트워크에서 IPv4 호스트와 통신하는 IPv4-IPv6 통신 

방법은,

상기 IPv6 홈 네트워크내의 호스트로부터 웹 주소를 수신하면 DNS 서버에 그 웹 주소에 대한 IPv4 어드레스를 조회

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조회된 IPv4 어드레스를 수신하면 그 IPv4 어드레스를 IPv6 어드레스와 매핑시켜 저장하고 IPv4 호

스트와 연결을 설정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연결된 IPv4 호스트로부터 상기 웹 주소에 해당하는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수신된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상기 과정에서 매핑된 IPv4 주소 및 IPv6 주소를 참조하여 해당 IPv6 호

스트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IPv6 홈 네트워크에서 IPv4 호스트와 통신하는 IPv4-IPv6 

통신 장치는,

수신된 웹 페이지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캐쉬부;



등록특허  10-0453050

- 3 -

IPv4 어드레스와 IPv6 어드레스를 매핑하여 저장하는 테이블부;

상기 IPv6 홈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웹 주소에 해당하는 IPv4 어드레스를 DNS 서버에 조회하고, 조회된 IPv4 어드

레스와 IPv6 어드레스를 상기 테이블에 매핑시켜 IPv4 호스트와 연결하고, 연결된 IPv4 호스트로부터 해당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캐쉬부에 저장하고, 상기 캐쉬에 저장된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상기 테이블부의 매핑 어드레

스를 참조하여 IPv6 호스트로 전송하는 프로토콜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IPv4-IPv6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시한 것 이다.

도 2의 네트워크 시스템은 IPv6 홈 네트워크(210)내의 IPv6 디바이스들(212, 214, 216, 218)과 IPv4 네트워크(230)

내의 DNS 서버(232) 및 IPv4 호스트(234)를 구비하며, 또한 IPv6 홈 네트워크(210)내의 IPv6 디바이스들(214, 216

, 218,212)과 와 IPv4 네트워크(230)내의 IPv4 호스트(234)간에 통신을 중계하는 DSPS(Dual Stack Proxy Server)

(220)로 구성된다.

도 2를 참조하면, IPv6 홈 네트워크(210)내의 IPv6 디바이스들((212, 214, 216, 218)은 IPv6용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해야한다. IPv4 네트워크(230)내의 DNS 서버(232)는 DSPS(220)로부터 요청된 도메인 이름을 IPv4 주소로 변

환한다. DSPS(220)는 IPv6 홈 네트워크(210)의 IPv6 디바이스들(214, 216, 218,212)로부터 수신된 URL(Uniform 

Resource Locator)에 해당하는 IPv4 어드레스를 DNS 서버(232)에 조회하고, 조회된 IPv4 어드레스와 IPv6 어드레

스를 매핑시킨 후 IPv4 호스트(234)와 연결하고, 연결된 IPv4 호스트(234)로부터 해당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신하여 

IPv6 디바이스들(214, 216, 218,212)로 전송한다.

도 3은 DSPS(220)의 상세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캐쉬부(340)는 IPv4 호스트(234)로부터 수신된 웹 페이지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매핑 테이블부(330)는 IPv4 어드레스와 IPv6 어드레스가 매핑된 매핑 어드레스를 저장한다.

프로토콜제어부(310)는 홈 네트워크(210)내의 IPv6 디바이스들((212, 214, 216, 218)로부터 수신된 URL에 해당하

는 IPv4 어드레스를 DNS 서버(232)에 조회하고, 조회된 IPv4 어드레스를 IPv6 어드레스와 매핑시켜 매핑 테이블부(

330)에 저장시키고, 연결된 IPv4 호스트(234)로부터 URL의 웹 페이지 데이터를 수신하여 캐쉬부(340)에 저장하고, 

캐쉬부(340)에 저장된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매핑 테이블부(330)의 매핑된 어드레스를 참조하여 홈 네트워크(210)내

의 IPv6 디바이스들((212, 214, 216, 218)로 전송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IPv4/IPv6 통신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홈 네트워크(210)내의 IPv6 디바이스들(212, 214, 216, 218)중의 Ipv6 호스트(212)가 IPv4 네트워크(230)내의 IPv

4 호스트(234)의 웹 페이지를 보려고 한다.

먼저, IPv6 호스트(212)가 IPv4 호스트(234)와 통신하려고 시도한다(410 과정). 예컨대, IPv6 호스트(212)에 구비된

웹 브라우져에 접속하고자하는 URL을 입력한다.

이어서, IPv6 호스트(212)는 URL을 DSPS(220)로 전송한다(420 과정).

이어서, DSPS(220)는 URL에 해당하는 IPv4 어드레스를 DNS 서버(232)에 조회한다(430 과정). 예컨대, www.yaho

o.com 에 해당하는 IPv4 어드레스를 조회한다.

이어서, DNS 서버(232)는 조회된 IPv4 어드레스를 DSPS(220)에 전송한다(440 과정). 예컨대, DNS 서버(232)는 w

ww.yahoo.com 에 해당하는 IPv4 어드레스(211. 115, 109.7)을 DSPS(220)에 통보한다

이어서, DSPS(220)는 DNS 서버(232)로부터 수신된 IPv4 어드레스를 해당 IPv6 어드레스와 매핑시켜 매핑 테이블

에 저장한다(470 과정). 이때 DSPS(220)와 IPv4 호스트(234)의 연결이 설정된다.

이어서, DSPS(220)가 사용자가 입력한 URL을 IPv4 호스트(234)로 전송한다(460 과정). 예컨대, DSPS(220)는 소

스에 해당하는 자신의 IPv4 주소, 목적지에 해당하는 IPv4 호스트의 IPv4 주소, 데이터를 포함한 패킷을 Pv4 호스트

(234)로 전송한다.

이어서, IPv4 호스트(234)는 URL에 해당하는 웹 페이지의 내용을 DSPS(220)로 전송한다(470 과정).

이어서, DSPS(220)는 URL에 해당하는 웹 페이지의 데이터를 캐쉬에 저장한다(480 과정).

이어서, DSPS(220)는 캐쉬에 저장된 데이터를 IPv4/IPv6 매핑 테이블을 참조하여 해당 IPv6 홈네트워크내의 IPv6 

호스트(212)에게 전송한다(490 과정).

결국, IPv6 홈 네트워크(210)와 IPv4 네트워크(230) 사이에 IPv4/IPv6 어드레스를 동시에 가진 듀얼 스택 프락시 서

버(220)를 설치함으로써 IPv6 홈네트워크내(210)의 디바이스들((212, 214, 216, 218)이 IPv4 네트워크(230)내의 

호스트와 통신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내에서 당업자에 의한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

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

함한 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플래쉬 메모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

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

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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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IPv6 홈 네트워크와 IPv4 네트워크 사이에 IPv4/IPv6 어드레스를 동시에 가진 

듀얼 스택 프락시 서버를 설치함으로써 홈네트워크내의 디바이스들이 IPv4 네트워크내의 호스트와 통신 할 수 있다. 

또한 홈 네트워크내의 디바이스들이 IPv6 어드레스를 사용함으로 IPv4 어드레스 주소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자주 접속하고자하는 IPv4 호스트 내용을 듀얼 스택 프락시 서버에 저장하므로써 IPv4 호스트와 듀얼 스택 프

락시 서버사이의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IPv6 홈 네트워크에서 IPv4 호스트와 통신하는 IPv4-IPv6 통신 방법에 있어서,

상기 IPv6 홈 네트워크내의 호스트로부터 웹 주소를 수신하면 IPv4네트워크내 DNS 서버에 그 웹 주소에 대한 IPv4 

어드레스를 조회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조회된 IPv4 어드레스를 수신하면 그 IPv4 어드레스를 IPv6 어드레스와 매핑시켜 저장하고 IPv4 호

스트와 연결을 설정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연결된 IPv4 호스트로부터 상기 웹 주소에 해당하는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신하여 별도의 캐쉬에 저장

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저장된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상기 과정에서 매핑된 IPv4 주소 및 IPv6 주소를 참조하여 해당 IPv6 호

스트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IPv4-IPv6 통신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과정의 IPv4 어드레스 조회 과정은 도메인 이름으로 접속할 경우 DNS 서버에서 그 도메인을 I

Pv4 주소로 변환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IPv4-IPv6 통신 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과정에서 IPv4 호스트와 연결하는 과정은

DNS 서버로부터 IPv4 주소를 수신하면 접속할 웹 주소를 IPv4 호스트로 전송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전송된 웹 주소에 대한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v4-IPv6 통신 방법.

청구항 5.
IPv6 홈 네트워크에서 IPv4 호스트와 통신하는 IPv4-IPv6 통신 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웹 페이지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캐쉬부;

IPv4 어드레스와 IPv6 어드레스를 매핑하여 저장하는 테이블부;

상기 IPv6 홈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웹 주소에 해당하는 IPv4 어드레스를 DNS 서버에 조회하고, 조회된 IPv4 어드

레스와 IPv6 어드레스를 상기 테이블에 매핑시켜 IPv4 호스트와 연결하고, 연결된 IPv4 호스트로부터 해당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캐쉬부에 저장하고, 상기 캐쉬에 저장된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상기 테이블부의 매핑 어드레

스를 참조하여 IPv6 호스트로 전송하는 프로토콜제어부를 포함하는 IPv4-IPv6 통신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토콜 제어부는 듀얼 스택 구조임을 특징으로 하는 IPv4-IPv6 통신 장치.

청구항 7.
프로세서를 구비한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IPv6 홈 네트워크내의 호스트로부터 웹 주소를 수신하면 DNS 서버에 그 웹 주소에 대한 IPv4 어드레스를 조회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조회된 IPv4 어드레스를 수신하면 그 IPv4 어드레스를 IPv6 어드레스와 매핑시켜 저장하고 IPv4 호

스트와 연결을 설정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연결된 IPv4 호스트로부터 상기 웹 주소에 해당하는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수신된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상기 과정에서 매핑된 IPv4 주소 및 IPv6 주소를 참조하여 해당 IPv6 호

스트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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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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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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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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