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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아이피버젼4 패킷의 옵션 필드를 이용하여 아이피버젼6호스트와 아이피버젼4 호스트간에 패킷을
교환하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IPv6 네트웍 망의 IPv6 호스트와 IPv4 네트웍 망의 IPv4 호스트간에 패킷 교환 시에, 네트웍 어드레스 변환기
에서 생성한 IP 옵션 데이터를 IPv4 패킷 옵션 필드에 삽입하는 패킷 변환 방법을 통해 IPv6 호스트와 IPv4 호스트간의 패
킷 교환을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IPv6 호스트에서 IPv4 호스트로 패킷이 전송되는 경우에
는 IPv6 호스트 주소에 할당된 IP 옵션 데이터를 IPv4 패킷의 옵션 필드에 삽입하고 IPv6 패킷 주소를 IPv4 패킷 형태의
주소로 변환하여 IPv4 호스트로 전송하는 단계를 가지고, IPv4 호스트에서 IPv6 호스트로 패킷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IPv4 패킷 옵션 필드에서 IP 옵션 데이터를 추출하여 이에 매칭되는 IPv6 호스트 주소로 IPv6 패킷을 형성하고 이를 IPv6
호스트로 전송하는 단계를 가진다.
대표도
도6
색인어
IPv6, IPv4, IP, 패킷, NAT-PT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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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도 2는 IPv6 호스트와 IPv4 호스트간에 종래의 패킷 교환 방법이다.
도 3a IPv6 패킷과 IPv4 패킷의 구조를 도시한 그림이다.
도 3b는 IPv6 패킷과 IPv4패킷의 변환 알고리즘을 도시한 그림이다.
도 4는 IPv4 변환용 IPv6 어드레스 필드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IPv6 호스트에서 IPv4 호스트로 패킷을 전송할 때 어드레스 변환 모습을 도시한 상태도이고, 도 6
은 이때의 변환 과정을 나타낸 플로우 차트이다.
도 7은 IPv4 패킷의 옵션 필드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IPv4 호스트에서 IPv6 호스트로 패킷을 전송할 때 어드레스 변환 모습을 도시한 상태도이고, 도 9
는 이때의 변환 과정을 나타낸 플로우 차트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패킷 변환 장치의 내부 구성 블록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S600: 수신한 IPv6 패킷으로부터 IPv6 호스트 주소 추출
S602: IPv6 호스트 주소가 맵핑 테이블에 등록된 주소인가
S606: IP 옵션 데이터를 IPv4 옵션 필드내 데이터 영역에 삽입
S608: IP 어드레스 변환 S610: IPv4망으로 패킷 전송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IPv6 네트웍 망의 IPv6 호스트와 IPv4 네트웍 망의 IPv4 호스트간에 패킷 교환 시에, 네트웍 어드레스 변환기
에서 생성한 IP 옵션 데이터를 IPv4 패킷 옵션 필드에 삽입하는 패킷 변환 방법을 통해 IPv6 호스트와 IPv4 호스트간의 패
킷 교환을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인터넷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통신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인 TCP/IP의
주소 체계인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 주소가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는 IPv4를 대체할 수단으로 새로운 주소 체계인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를 개
발하여 보급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IPv4 주소 기반의 인터넷을 하루 아침에 IPv6 기반의 네트워크로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IPv4와 IPv6 기반의 네트워크는 상당기간 공존하며 점진적으로 IPv6 기반의 네트워크로 대체 되
어야 한다. 이로 인해 현재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IPv4와 IPv6 기반 네트워크 사이의 프로토콜
변환이다. 즉, IPv6를 IPv4로 변환(translation) 하기 위해서는 IPv6 패킷 헤더를 IPv4 패킷 헤더로 변환하는 것이다. 마찬
가지로, IPv4를 IPv6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IPv4 패킷 헤더를 IPv6 패킷 헤더로 변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IPv6를 IPv4로 변환(translation) 한다는 것은 IPv6 패킷 헤더를 IPv4 패킷 헤더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
가지로 IPv4를 IPv6로 변환한다는 것은 IPv4 패킷 헤더를 IPv6 패킷 헤더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IPv6 -＞IPv4
변환의 경우에는 새로운 IPv4 패킷 헤더가 생성되고, IPv4 -＞ IPv6 변환의 경우에는 새로운 IPv6 패킷 헤더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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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IPv4 네트워크와 IPv6 네트워크 경계에 존재하면서 두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알맞게 변환하여 주는 장치가 필
요한데, 이것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으로는, NAT-PT(Network Address Translation-Protocol Translation), IPv4/IPv6
듀얼 스택 방식, BIS(Bump-in-the-Stack), 또는 BIA(Bump-in-the-API)등의 방식을 이용한 변환 등의 방법이 있다.
상기의 여러 방법 중 NAT-PT 패킷 변환 개념도를 도 1에 도시하였다. 여기서 부호 110은 IPv6 기반의 네트워크를 나타
내고, 부호 120은 IPv4에서 IPv6로 혹은, IPv6에서 IPv4로 변환하는 NAT-PT 변환기로서 라우터상에서 구현됨을 나타
내며, 부호 130은 IPv4 기반의 네트워크를 나타낸다.
어드레스 2001::3인 IPv6 호스트(111)에서 어드레스 163.180.116.236인 IPv4 호스트(131)로 패킷을 전송할 경우, IPv6
호스트(111)는 자신의 어드레스(111)를 소스 어드레스(112)로 하고 목적지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IPv4 변환용
IPv6(IPv4-translated IPv6) 어드레스를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113)로 하여 NAT-PT 변환기(120)로 보내게 된다.
NAT-PT 변환기(120)는 패킷을 수신하여 IPv6 데스티네이션 주소(113)에서 IPv4 어드레스를 뽑아내어 이를 IPv4 데스
티네이션 어드레스(133)로 하고, 패킷을 전송한 IPv6 호스트 주소(121)에 임시로 할당한 IPv4 주소(122)를 IPv4 소스 어
드레스(132)로 하는 IPv4 패킷을 구성하여 목적지인 IPv4 망의 IPv4 호스트(131)로 전달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도 2와 같이 IPv4 호스트에서 IPv6 호스트로 패킷을 전송할 경우 IPv4 호스트가 패킷을 전송하게 되면 패킷
을 수신한 NAT-PT 변환기는, 수신한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232)에 맵핑된 IPv6 어드레스(221)를 맵핑 테이블
에서 읽어와서 이를 IPv6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212)로 하고, IPv4 소스 어드레스(231)를 IPv4 변환용 IPv6 소스 어드
레스(211)형태로 하는 변환한 IPv6 패킷을 구성하여 목적지인 IPv6 호스트로 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IPv6 호스트에서 IPv4 호스트로 패킷을 전송하거나 이와 반대로 IPv4 호스트에서 IPv6 호스트로 패킷을 전송
할 경우에 NAT-PT 변환기에서는 IPv6 호스트 주소를 대체하여 IPv4 망에서 사용될 IPv4 주소를 각각의 IPv6 호스트마
다 임시로 할당을 해야 한다. 이렇게 IPv4 망에서 임시로 사용될 IPv4 주소는 각각의 연결을 구분하고 NAT-PT 변환기에
서 헤더 변환 후 IPv4 망에서 사용된 임시 IPv4 주소로 사용될 뿐 큰 의미는 없다. 따라서, IPv6 망의 호스트들과 IPv4 망
의 호스트들이 통신을 할 경우 각각의 연결마다 임시 IPv4 주소를 할당해 주어야 하는데, 앞으로 야기될 IPv4 주소 고갈
문제를 볼 때 이는 IPv4 주소의 낭비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발명은 제안된 것으로서, IPv6 호스트와 IPv4 호스트가 패킷을 주고받을 때 NAT-PT 변
환기에서 임시로 할당했던 IPv4 주소를 하나의 IPv4 주소로 통일하고 그 구분을 IP의 옵션 필드를 이용하여 구분하도록
한다. 즉, IPv6 호스트와 IPv4 호스트간의 패킷 교환 시에 각각 할당되던 IP 주소를 하나의 IP 주소로만 할당하고 그에 대
한 구분을 IPv4 패킷 옵션 필드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IP 주소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은, 현재 IETF 규약에 의해 IPv4 패킷의 옵션 필드에 정의된 옵션 기능들 이외에
IPv6 호스트 구별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의 새로운 옵션을 정의함과 동시에 각 IPv6 호스트를 식별하는 구분자인 IP 옵션
데이터를 IPv4 패킷의 옵션 필드에 삽입함으로써, IPv6 호스트와 IPv4 호스트간의 패킷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IPv6 호스트에서 IPv4 호스트로 패킷을 전송하는 경우, 상기 IPv6 호스트로부터 IPv6 패킷을 수신
하여 해당 패킷으로부터 IPv6 호스트 주소를 추출하는 단계와, IPv6 호스트 주소와 이를 구별하는 식별자인 IP 옵션 데이
터를 할당한 맵핑 테이블상에 상기 IPv6 패킷에서 추출한 IPv6 호스트 주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IPv6 호스트 주소
에 할당된 IP 옵션 데이터를 IPv4 패킷내의 옵션 필드의 데이터 영역에 삽입하고, 추출한 IPv6 호스트 주소가 상기 맵핑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맵핑 테이블에 해당 IPv6 호스트 주소를 신규 등록하고 소정의 IP 옵션 데이터를 할당한
후 해당 IP 옵션 데이터를 IPv4 패킷내의 옵션 필드의 데이터 영역에 삽입하는 단계와, IPv4 네트웍 망으로 전송할 IPv4
패킷의 소스 어드레스 필드에는 IPv4 형태로 된 상기 패킷 변환 장치의 주소를 삽입하고, 상기 IPv4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필드에는 IPv6 호스트로부터 수신한 IPv6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필드 내에 있는 IPv4 목적지 주소를 삽
입하는 단계와, 변환 생성된 IPv4 패킷을 IPv4 네트웍 망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IPv4 호스트에서 IPv6 호스트로 패킷을 전송하는 방법은, 상기 IPv4 호스트로부터 IPv4 패킷을 수신하여 해당
패킷의 옵션 필드의 데이터 영역에서 IP 옵션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추출한 IP 옵션 데이터가 맵핑 테이블
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IP 옵션 데이터에 할당된 IPv6 호스트 주소를 읽어오는 단계와, IPv6 네트웍 망으로 전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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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 패킷의 소스 어드레스 필드에는 IPv4 호스트로부터 수신한 IPv4 패킷의 소스 어드레스를 IPv6 주소 포맷으로 변환
하여 삽입하고, IPv6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필드에는 상기 맵핑 테이블에서 읽어온 IPv6 호스트 주소를 삽입하는
단계와, 변환 생성된 IPv6 패킷을 IPv6 네트웍 망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먼저, 본 발명에 대한 실시 예를 설명하기에 앞서 IPv6 호스트와 IPv4 호스트간의 IP 통신 시에 NAT-PT 변환기에 의한
각 패킷 헤더의 변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한다.
도 3a는 IPv6 패킷과 IPv4 패킷간의 상호 교환이 NAT-PT 변환기를 통해 이루어 질 때 변환되는 각 패킷의 구조를 나타
낸 것이다.
IPv6 패킷(300)은 IETF 규약에 따라 여러 필드를 포함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ETF 규약에 정의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한다. IPv6 패킷(300)은 IP의 버전 숫자를 나타내는 Version 필드(301), 패킷의 우선 순위를 나타내
는 Priority 필드(302), IPv6 라우터에 의해 특별한 요청을 받은 발신지 호스트에 의해 붙여지는 패킷 라벨인 Flow Lavel
필드(303), 전체 패킷 길이에서 IP 헤더 부분을 제외한 길이를 나타낸 Payload Length 필드(304), IP 헤더 바로 다음으로
오는 옵션 헤더를 나타내는 Next Header 필드(305), IPv4의 생존 시간을 나타내는 Hop Limit 필드(306), 발신지 호스트
의 IPv6 주소가 들어가는 소스 어드레스 필드(307), 수신지 호스트로서 IPv4 변환용 IPv6(IPv4-translated IPv6) 주소가
들어가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필드(308)와 실제 패킷 데이터 필드(309)를 포함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도시하지 않았
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TCP/IP 통신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IPv6 옵션 필드를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의 소스
어드레스 필드(307)는 128 비트로 이루어져서 16비트가 8개의 필드로 이루어져
1079:0005:AB45:0010:BA97:0043:5F4c:34AB 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특히,
FF01:0000:0000:0000:0000:0000:0000:0067 같은 경우는 중간의 0의 문자열을 생략하여 FF01::67 같이 표시한다. 상
기의 IPv4 변환용 IPv6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필드(308) 역시 128 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의 포맷을 도 4에 도시
하였다. 실질적인 IPv6 주소는 앞에 있는 k로 표시된 80비트(410)이고, IPv4 어드레스는 마지막 16 비트(412)에 나타내
준다. 중간의 16 비트(411)는 모두 1로 세팅함으로서 본 주소가 IPv4 변환용 IPv6 주소임을 나타내 준다. 따라서, 데스티
네이션 어드레스 필드는 2001::ffff:163.180.116.236과 같이 나타낼수 있다.
한편, IPv4 패킷(320) 역시 여러 정보 영역을 포함하는데, IP 버전을 나타내는 Version 필드(321), IP 헤더 길이를 나타낸
Length 필드(322), 해당 IP 패킷을 어떻게 다룰지 나타내는 Service Type 필드(323), IP 패킷 전체 길이를 나타낸
Packet Length 필드(324), 패킷 단편화와 재조합 과정에 사용되는 3개의 Packet Fragmentation 필드(325,326,327;
Identification 필드, Flags 필드, Fragment Offset 필드), 패킷의 지속 기간을 나타내는 TTL(328,Time-to-Live) 필드,
어떤 프로토콜이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 Protocol 필드(329), 체크섬을 나타내주는 Header Checksum 필드(330), 발신
IP 주소를 나타내는 32비트로 된 소스 어드레스 필드(331), 수신 IP 주소를 나타내는 32 비트로 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필드(332), 실제적인 패킷 데이터 필드(334)를 포함한다. 그리고, TCP/IP 통신을 위한 그 외 추가적인 정보가 저장되는
IPv4 옵션 필드(333)를 포함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IPv4 옵션 필드(333)는 본 발명에 따라 IPv6 호스트와 IPv4 호스트
간의 통신 시에, 각 IPv6 호스트 주소를 구분하는 식별자인 IP 옵션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것은 도 6의
옵션 필드와 함께 상세히 후술한다.
상기와 같이 IPv6 패킷 헤더(300)와 IPv4 패킷 헤더(320)는 서로 다른 구조를 이루고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IP 통신을 위
하여 NAT-PT 변환기는 도 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SIIT(Stateless IP/ICMP Translation)를 기반으로 하여 패킷 헤더 변
환을 수행한다. 그런데, 상호간의 변환 시에 각 IP 버전에 따른 소스 어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변환이 이루어지
는데, 종래의 NAT-PT 변환기는 도 1, 도 2에 설명한 바와 같이 IPv6 호스트 주소대신 임시로 모든 IPv6 호스트마다 IPv4
주소를 할당하여 어드레스 변환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모든 IPv6 호스트마다 IPv4 주소를 각각 임시 할당하는 종래의 방법 대신, 모든 IPv6 호스트에는
하나의 동일한 IPv4 주소를 할당하고 IPv6 호스트에 대한 구분은 도 3a에 도시한 IPv4 패킷의 옵션 필드(333)를 이용하도
록 하였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IPv4 옵션 필드를 이용하여 IPv6 호스트와 IPv4 호스트간의 IP 패킷 교환 실시 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IPv6 호스트에서 IPv4 호스트로 패킷을 전송하는 경우 어드레스 변환 모습을 도시한 그림이고, 도
6은 이러한 어드레스 변환을 수행하는 NAT-PT-UOF 변환기의 동작 과정을 나타낸 플로우차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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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NAT-PT-UOF(Network Address Translation-Protocol Translation-Used Option Field) 변환기라 함은
IPv4 주소를 임시로 할당해 통신을 수행하는 종래의 NAT-PT 변환기와 구분하기 위해 명칭한 것으로서, IPv4 옵션 필드
를 이용하여 패킷 변환을 수행하는 패킷 변환 장치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내부 구성 모듈 설명은 도 10의 NAT-PT-UOF
변환기의 내부 구성 블록도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이하에서는 NAT-PT-UOF 변환기라 함은 본 발명에 따라 IPv4 옵션
필드를 이용하여 패킷 변환을 수행하는 변환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상기 도 5와 도 6을 참조하여 IPv6 호스트에 IPv4 호스트로 IP 프로토콜에 따른 패킷 전송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주소가 2001::3 인 IPv6 호스트(510)가 163.180.116.236 주소를 가진 IPv4 호스트(530)로 패
킷을 전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NAT-PT-UOF 변환기(520)가 IPv6 호스트(510)로부터 IPv6 패킷을 수신하게 되면
NAT-PT-UOF 변환기는 수신한 IPv6 패킷으로부터 IPv6 호스트 주소를 추출(S600)하여 추출한 호스트 주소가 주소 맵
핑 테이블(525)에 등록되어 있는가를 검사(S602)한다. 만약, 맵핑 테이블(525)에 IPv6 호스트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
면 맵핑 테이블에 해당 IPv6 호스트 주소를 등록하고 IP 옵션 데이터를 할당(S604)하고 이를IPv4 패킷의 옵션 필드내의
데이터 영역에 삽입(S606)한다. 반면에, 해당 IPv6 호스트 주소가 맵핑 테이블에 등록 되어 있으면 해당 주소에 할당 되어
있는 IP 옵션 데이터를 읽어 와서 이를 IPv4 패킷의 옵션 필드내의 데이터 영역에 삽입(S606)하는 단계를 갖는다.
상기의 주소 맵핑 테이블(525)은 각 IPv6 호스트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 IPv6 호스트 별로 IP 옵션 데이터를 임의 할당하여
구성한 테이블로서 NAT-PT-UOF 변환기가 관리한다. 여기서 IP 옵션 데이터는 IPv4 네트웍 망으로의 패킷 전송을 요청
한 IPv6 호스트를 구별하기 위한 구분자로 쓰이는데, NAT-PT-UOF 변환기는 각 IPv6 호스트 주소마다 임의의 식별 번
호를 할당하여 맵핑 테이블로 이를 관리한다. 도 5에서는 2001::3 주소(526)를 가진 IPv6 호스트(510)에 대해 2525라는
IP 옵션 데이터 값(527)이 할당된 것으로 하였다.
한편, 단계 S606에서의 IPv4 옵션 필드란 도 3a에 도시한 IPv4 패킷의 옵션 필드(333)를 말하는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
나타내면 도 7과 같이 Code 영역(700), Length 영역(710), Data 영역(720)으로 나누어지는데, Length 영역(710)은 8비
트로 이루어져 옵션 필드의 길이를 나타낸 영역이고, Data 영역(720)은 가변 길이로 이루어져 해당 옵션에 필요로 하는 데
이터가 저장되는 영역이다. Code 영역(700)은 다시 Copy 영역(702), Class 영역(704), Number 영역(706)으로 나누어지
는데, 그 기능은 IETF의 RFC 791 규격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opy 0 - Copy only in first fragment
1 - Copy into all fragment
Class 00 - Dataram control
01 - Reserved
10 - Debugging and management
11 - Reserved
따라서, Copy 영역(702)의 1 비트는 원래의 패킷이 단편화되었을 때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능을 하여, 만
약, Copy 영역이 0으로 설정되면 이 옵션은 첫 번째 단편(fragment)에 복사되고 1로 설정되면 이 옵션은 원래 패킷의 모
든 단편에 복사된다. Class 영역(704)은 두 개의 비트가 0으로 설정되면 옵션이 데이터그램이나 네트웍크 제어와 함께 있
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값이 2이면 옵션이 디버깅이나 측정할 목적으로 사용됨을 의미한다. 만약 값이 1이나 3일 경우에는
현재는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에 사용될 것임을 의미하게 된다. Number 영역(706)은 5개의 비트로서 해당 옵션이 어
떠한 상태로 정의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IPv4 패킷의 옵션 필드는 Number 영역(706)의 5비트에 의하여 32가지의 서로 다른 유형의 옵션을 정의될 수 있지만, 현
재 IETF 규약에 의해 정의된 Number 영역의 값은 다음 표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6가지 옵션만이 정의되어 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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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Number

Description

0

0 (00000₂)

End of option

0

1 (00001₂)

No operation

0

3 (00011₂)

Loose source route

0

7 (00111₂)

Record route

0

9 (01001₂)

Strict source route

2

4 (00100₂)

Timestamp

따라서, class[0],Number[0]인 경우에는 옵션 목록의 끝을 나타내는 것이고, Class[0],Number[1]인 경우에는 어떤 옵
션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각 정의된 내용은 IETF 규약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은 상기의 6가지 옵션 정의 외에 IPv6 호스트 주소를 구분하는 구분자를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옵션을 정의하기로
한다.
<표 2>

Class

Number

0

10 (01010₂)

Description
Record classification

상기 표 2와 같이 IPv4 패킷의 옵션 필드가 IPv6 호스트 구분을 위한 구분자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새로운
Number로서 정의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Class[0], Number[10]인 경우에 해당 옵션 필드가 구분자
(classification)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Number 값을 이러한 용도
로 정의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상기와 같이 IPv4 패킷 옵션 필드가 구분자 저장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구분자는 패킷 옵션 필드의 데이터 영역(720)에
저장된다. 따라서, 단계 S606에서 IP 옵션 데이터를 IPv4 옵션 필드내 데이터 영역에 삽입한다는 것은, IPv4 옵션 필드 내
의 Number 영역(704)에는 해당 패킷이 구분자 저장 용도로 쓰이고 있음을 정의(예컨데, Number 영역에 10 삽입)해주고,
2001::3 주소(526)를 갖는 IPv6 호스트에 대한 구분자로 쓰이는 IP 옵션 데이터 2525 값(527)을 IPv4 패킷 옵션 필드 내
의 데이터 영역(720)에 삽입함을 의미한다.
상기 IP 옵션 데이터 삽입 단계(S606)가 끝나게 되면 NAT-PT-UOF 변환기는 IPv6 패킷의 소스 어드레스와 데스티네이
션 어드레스를 IPv4 패킷의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S608)한다. 상술하면, NATPT-UOF 변환기는 자신이 관리하는 임의의 특정 주소(521, 도 5에서는 120.130.26.5를 예로 함)를 IPv4 네트웍망으로
전송할 패킷의 소스 어드레스 필드(531)에 삽입한다. 또한, IPv4 네트웍 망으로 전송할 패킷에 들어갈 데스티네이션 어드
레스 필드(532)에는 IPv6 호스트가 전송한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필드(512)중 IPv4 주소를 삽입한다. 도 5의 예
시에서는 IPv6 패킷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필드(512) 중에서 하위 32비트에 있는 163.180.116.236이 IPv4 네트웍망으
로 전송될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필드(532)에 삽입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어드레스 변환을 수행하여 IPv6 패킷에서 IPv4 패킷으로의 변환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패킷을 IPv4 망으로
전송(S610)해준다.
결국, 상기와 같이 변환된 IPv4 패킷을 수신한 IPv4 호스트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수신한 IPv4 패킷의 소스 어드레스
(NAT-PT-UOF 변환기에서 임의로 할당한 주소)를 데스티네이션으로 하여 응답 패킷을 전송하게 되고, IPv4 패킷을 수
신한 NAT-PT-UOF 변환기는 해당 패킷을 IPv6 패킷으로 변환한 후 이를 IPv6 네트웍 망으로 전송해 준다.
이하에서는 상기와 같이 IPv4 호스트에서 IPv6 호스트로의 패킷 전송 과정을 도 8, 도 9와 함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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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 호스트(830)로부터 NAT-PT-UOF 변환기를 목적 주소지(832)로 하는 IPv4 패킷을 수신한 NAT-PT-UOF 변환기
(820)는 IPv4 패킷의 옵션 필드 내의 데이터 영역에 있는 구분자(즉, IP 옵션 데이터)를 추출(S900)하여 추출한 IP 옵션
데이터와 맵핑된 IPv6 호스트 주소가 맵핑 테이블(825)에 존재하는가를 검사(S902)한다. 검사 결과, 추출한 IP 옵션 데이
터와 맵핑된 IPv6 호스트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전송 과정을 종료하고, 반면에 맵핑된 IPv6 호스트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IPv6 호스트 주소를 읽어(S904)와서 IPv4 패킷을 IPv6 패킷으로 변환(S906)하여 IPv6 네트웍 망으로 전송(S908)해
준다. 상기에서, IPv4 패킷을 IPv6 패킷으로 변환한다는 것은 IPv4 패킷 헤더 형식을 IPv6 패킷 헤더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으로서, IPv4 패킷의 소스 어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IPv6 패킷 형태에 맞는 어드레스로 변환함을 의미한다.
상술하면, IPv4 패킷의 소스 어드레스(831)를 IPv4 변환용 IPv6 주소(IPv4-translated IPv6) 형태로 변환하여 IPv6 패킷
의 소스 어드레스 필드(811)에 삽입하고, IPv4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832)를 NAT-PT-UOF 변환기의 IP 옵션
데이터(827)에 맵핑된 어드레스(826)로 대체하여 IPv6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필드(812)에 삽입한다.
끝으로, 본 발명의 실시에 쓰이는 NAT-PU-UOF 변환기의 내부 구성 블록도를 도 10에 도시하였다.
NAT 모듈(1010,Network Address Translation Module)은 패킷의 어드레스 변환을 수행하는 모듈로서, 세션이 초기화
될 때마다 동적으로 IPv6 패킷과 IPv4 패킷의 각각의 어드레스 필드를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IPv6 패킷을 식별
하기 위한 IP 옵션 데이터 저장을 위한 IPv4 옵션 필드를 생성시킨다. 또한 생성된 IP 옵션 데이터는 맵핑 테이블에 할당되
고 또한 NAT 모듈에 의해 IPv4 패킷의 옵션 필드에 저장된다. 변환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도 5, 도 6, 도 7, 도 8, 도 9와
함께 상술한 바 있다.
PT 모듈(1020, Protocol Translation)은 패킷의 헤더를 IP 프로토콜 버전에 따라 변환시키는 모듈로서, 이의 동작 방법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도 5, 도 6, 도 7, 도 8, 도 9에서 상술한 바 있다.
맵핑 테이블(1030)은 각 IPv6 호스트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 IPv6 호스트 별로 IP 옵션 데이터를 임의 할당하여 구성한 데
이터 베이스이다.
본 발명의 기술사상은 상기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상기한 실시 예는 그 설명을 위한 것으로
서, 본 발명의 기술분야의 통상의 전문가라면 본 발명의 기술사상의 범위에서 다양한 실시 예가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래에는 IPv6 호스트와 IPv4 호스트간에 패킷 교환 시에 각 호스트 패킷교환 세션마다 IPv4
주소를 할당했었지만, 본 발명은 하나의 IPv4 주소 할당으로 각 패킷교환 세션을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IPv4 주소의 낭
비없이 효율적인 IPv4 주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IPv6 네트웍 망내의 IPv6 호스트와 IPv4 네트웍 망내의 IPv4 호스트간의 패킷 교환을 수행하는 패킷 변환 장치의 패킷 전
송 방법에 있어서,
상기 IPv6 호스트로부터 수신한 IPv6 패킷으로부터 IPv6 호스트 주소를 추출하는 단계와,
IPv6 네트웍 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IPv6 호스트 주소 및 각 주소에 대한 고유 식별자인 IP 옵션 데이터를 포함하는 맵
핑 테이블에 상기 추출된 IPv6 호스트 주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IPv6 호스트 주소에 할당된 IP 옵션 데이터를 IPv4 패킷
의 옵션 필드 중 데이터 영역에 삽입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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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출된 IPv6 호스트 주소가 상기 맵핑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맵핑 테이블에 해당 IPv6 호스트 주소를 신규 등
록하고 소정의 IP 옵션 데이터를 할당한 후 해당 IP 옵션 데이터를 IPv4 패킷의 옵션 필드 중 데이터 영역에 삽입하는 단계
와,
IPv4 네트웍 망으로 전송할 IPv4 패킷의 소스 어드레스 필드에 IPv4 형태로 된 상기 패킷 변환 장치의 주소를 삽입하고,
상기 IPv4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필드에는 IPv6 호스트로부터 수신한 IPv6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필드
내에 있는 IPv4 목적지 주소를 삽입하는 단계와,
변환 생성된 IPv4 패킷을 IPv4 네트웍 망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IPv6 호스트에서 IPv4 호스트로의
패킷 전송 단계; 및
상기 IPv4 호스트로부터 IPv4 패킷을 수신하여 해당 패킷의 옵션 필드의 데이터 영역에서 IP 옵션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
계와,
상기 추출한 IP 옵션 데이터가 맵핑 테이블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IP 옵션 데이터에 할당된 IPv6 호스트 주소를 읽어
오는 단계와,
IPv6 네트웍 망으로 전송할 IPv6 패킷의 소스 어드레스 필드에는 상기 수신된 IPv4 패킷의 소스 어드레스를 IPv6 주소 포
맷으로 변환하여 삽입하고, IPv6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필드에는 상기 맵핑 테이블에서 읽어온 IPv6 호스트 주소
를 삽입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변환 생성된 IPv6 패킷을 IPv6 네트웍 망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IPv4 호스트에서 IPv6 호
스트로의 패킷 전송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v6 호스트와 IPv4 호스트간에 패킷을 교환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IPv4 패킷의 옵션 필드는,
해당 옵션 필드가 IPv6 호스트와 IPv4 호스트간의 패킷 교환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표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IPv6 호스트와 IPv4 호스트간에 패킷을 교환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IPv4 패킷의 옵션 필드는
IPv6 호스트 고유 식별자인 IP 옵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IPv6 호스트와 IPv4 호스트간에 패킷을 교
환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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