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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v4 주소 부족과 IPv6 수요 전망

□ 배경

o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ANA)의 IPv4주소 할당 선언(‘11.2) 및 APNIC의

잔여주소 할당 정책 변경(’11.4)으로 국내 IPv4주소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인터넷주소(IPv6)로의 전환 확산 필요

o IPv4주소 할당 종료후 국내 IPv4주소 확보 급감(0.1% 수준 확보)

    ※ IPv4주소 확보추이 : ’08년(780만개) → ’09년(1,100만개) → ’10년(2,500만개) → 

’11년(880만개) → ’12년(2.6만개)

    ※ 국내 IPv4주소 확보 :  112,261,632개, 전세계 6위, 아태지역 3위(’13.4)

o IPv4 주소 사용 연장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수단의 한계

  - 기술적 수단 : NAT, DHCP, CIDR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나 운영 복잡성 

및 비용 증가

   ※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 사설IP주소를 공인IP주소로 변환해 주는 기술

   ※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 클라이언트에서 요구할 경우 IP주소를 

동적으로 할당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기술

   ※ CIDR(Classless Inter-Domain Routing) : IP주소를 고정된 블록이 아닌 유동적인 

크기로 할당하여 IP주소를 절약하기 위한 기술

  - 정책적 수단 : 주소이전 정책 및 중계 브로커의 등장, Legacy 주소의 회수 등 논의

   ※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텔로부터 66만 6,624개의 IPv4 주소를 개당 11달러가 넘는 

가격으로 750만 달러에 구입

□ IPv6 수요 전망

o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장비(스마트기기, 컴퓨터, 네트워크 등)는 인터넷

주소가 필요하지만, 전 세계의 주소 수요는 급격히 증가

   ※ ‘12년에는 모바일 기기, 모바일 통신(10억대)의 14%가 IPv6를 지원했지만, ’17년에는 

41%(42억대)로 증가 전망(출처 :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Global Mobile Data Traffic 

Forecast for 2012-2017, 2013)

- 43억개 규모의 인터넷주소(IPv4)가 고갈됨에 따라 보다 더 규모가 큰

차세대인터넷주소(IPv6)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준비중

o 2035년경 IPv4/IPv6 사용이 역전되고, 2046년경 IPv4 사용 중단

(10만명 이하 사용) 예측(출처 : KISA, IPv4/IPv6 공존시기에 관한 연구,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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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하지만, 기업의 IPv4 주소 고갈 현실화와 정부 정책적 결정, 해외

IPv6 전환 동향에 따라 전환 시점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유선) KT를 제외한 SKB, LGU+ 등 국내 ISP 사업자는 2~3년 내에

IPv4 주소 부족으로 신규 가입자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

- (무선) 공인 IPv4주소 부족으로 사설 IP주소를 서로 다른 지역에서

중복 사용하고 있어 IP관리나 추적의 어려움 발생

2. IPv6 도입 설문조사 결과

주요 내용

 ▪조 사 명 : IPv6주소 도입 현황 및 도입 시 애로사항

 ▪조사기간 : 2013년 4월 23일 ~ 5월 7일(약 2주)

 ▪조사내용 : IPv6주소 도입 현황 및 도입 시 애로사항

 ▪조사대상 : 549개 기관 응답(이중 81개 기관은 사설IP 현황만 응답함)

구분
인터넷
제공자
(ISP)

콘텐츠
제공자
(CSP)

지자체/공공기관 학교 일반기업 금융기관 합계

기관수 102 88 141 106 90 22 549

 o 전체 응답기관의 38.2%(179개)가 IPv4주소가 부족하다고 응답

- 특히 ISP(67.4%), 학교(50.9%), CSP(34.1%)의 IPv4주소 부족이 심각

o 전체 응답기관의 13.0%(61개)가 IPv6주소를 보유

- ISP(44.9%)의 IPv6주소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IPv4주소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CSP(4.5%)와 학교(4.7%)의 IPv6주소 보유율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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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Pv6 미도입 이유로는 도입비용(66.5%), 기술 불확실성(48.9%), 전문

인력 부족(36.3%), 기타 의견(콘텐츠 부족 등)이 있었음(중복응답)

- (도입비용) IPv6 장비 교체비용, 프로그램 수정에 따른 신규개발

비용, 관리범위 확대 등으로 인한 비용 투자 부담

- (기술 불확실성) IPv6 전환 성공사례 및 운영 안정성에 대한 보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네트워크 구성 변경의 위험 부담이 높음

- (전문인력 부족) IPv6 시스템 운용 및 IPv6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한 IPv6 전문인력 부족

-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부족) IPv6 수요를 유발하는 IPv6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이 부족하여 시장성이 낮음

o IPv6 도입 촉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희망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중복응답)

- 컨설팅, 교육 등 기술지원(80.1%)

- 정부의 IPv6 도입 시기 결정 등 정책 정비(67.5%)

- 저가의 국산 IPv6 장비 개발을 위한 지원(63.9%)

- IPv6 전환 성공 사례, IPv6 전환기술 국내·외 동향 제공(61.3%)

3. 국내 IPv6도입 추진 현황

인터넷주소(IPv4)의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차세대 인터넷

주소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IPv6 보급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 IPv6 보급 촉진 기본계획 수립(’04. 정통부)

- IPv6 보급 촉진 기본계획Ⅱ 수립(’07, 정통부)

-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전환 추진계획 수립(’10.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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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1차 기본계획(‘04) 주요내용

- IPv6 기반의 유․무선 통합 차세대인터넷 기술개발

․IPv4/IPv6 연동기술, IPv6 이동성제공기술, IPv6 기반품질관리기술, 중소형라우터등

- 응용서비스 개발을 위한 IPv6 시범사업

․IT839의 3대 인프라 사업에 포함되어, 다양한 KOREAv6 시범사업 추진(총 26개)

․IPv6 기반 홈네트워크, IPTV, VoIP,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의료서비스 등

o 제2차 기본계획(‘07) 주요내용

- 공공부분 및 연구기관에 선도적으로 IPv6를 적용하여 초기시장 선도

․지자체(7개) 및 대덕특구 연구기관 등에 IPv6 적용

- IPv6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정부기관 장비구입 시 IPv6 적용제품 도입 제도화 등

o 제3차 기본계획(‘10) 주요내용

- IPv6 상용서비스 지원 기반구축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국내 통신3사 백본망 IPv6 적용 및 IX간 IPv6 연동 등

- 민관협력제계 구축 및 취약계층 지원

․IPv6 전환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운영(중소기업 대상 IPv6 전환교육 및 컨설팅)

4. IPv6 이해관계자 및 전환대상

<인터넷망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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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C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때와 같이 인터넷 데이터가 지나가는 
모든 장비들이 IPv6주소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함

 o IPv6 전환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ISP, 서비스제공자, 비즈니스이용자, 
일반이용자, 제품제조사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IPv6적용 대상 구분

    ① ISP : 인터넷교환설비(IX), 백본망, 가입자망 네트워크 장비 등

    ② 서비스제공자(포털, CP 등) : 웹, VoIP, IPTV, 홈네트워크, 영상전송, 의료분야 등

    ③ 제품제조사 : 네트워크장비(라우터, 스위치 등), 보안장비(IDS, IPS, 방화벽) 등

    ➃ 공공기관/일반기업 : 외부 인터넷망, 내부 인프라망, 응용프로그램 등

    ➄ 일반이용자 : PC, 모바일 단말 등 

※ IPv6 기술 적용 방법은 OS 및 펌웨어 등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과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구형장비를 신규 장비로 대체하는 등 2가지 방법이 있음

    

<IPv6이해관계자별 IPv6도입 고려사항>

  

분야별 IPv6도입 고려사항

ISP

o (백본망) 라우터, 스위치 IPv6 장비 교체

o (가입자망) 가입자 네트워크 장비(스위치, 광랜 , AP 등) IPv6 장비 교체

o (관리) 가입자 관리 시스템 IPv6 지원하도록 설정변경 및 프로그램 수정

 - DNS, DHCP, NMS, 인증, 과금, 유해트래픽 차단 시스템 등 

o IPv6기반 망 운영 정책 도입

서비스제공자

(CP, 포털 등)

o (망)네트워크장비(라우터, 스위치) IPv6 장비교체

o (서비스)웹서버, 메일서버, DNS 등 IPv6 장비교체 및 프로그램 수정

o (관리) DHCP, NMS 등 IPv6 장비교체

o (보안)방화벽, IDS, IPS, VPN 등 보안장비 IPv6 장비 교체

o (VoIP) 소프트스위치, IP-PBX, 인터넷단말기 IPv6 장비교체

제품제조사

o 장비 개발시 IPv6 표준 수용 및 IPv6지원 OS 사용

 - 광랜(OLT, ONU, CMTS 등), xDSL(IP DSLAM 등), 무선(GGSN, EPC 등), 보안장비(IDS, 

IPS, 방화벽 등)

공공기관/일반기업

o (망) 네트워크장비(라우터, 스위치) 교체

o (서비스) 웹서버, 메일서버, DNS, VoIP 등 장비교체 또는 프로그램 수정

o (관리) DHCP, NMS 등 프로그램 수정

o (보안) 방화벽, IDS, IPS, VPN 등 장비 교체

o (응용프로그램) 그룹웨어 등 프로그램 수정

일반이용자

o 사용자 단말 OS의 IPv6 장비 교체

 - (유선) PC OS IPv6지원

 ※ Windows OS Vista(‘06년 출시) 이상은 IPv6를 기본적으로 지원

 - (무선)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의 IPv6지원

 ※ 모바일 운영체제 IOS 4.0 이상, 안드로이드 2.3이상 버전에서 IPv6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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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IPv6 도입 현황

가. 국내 현황

o 국가별 IP주소/AS번호 현황(’13.4월)

  

<전세계 국가별 IPv4주소 보유 순위> <전세계 국가별 IPv6주소 보유 순위>

순위 국가 보유수(개)

1위 미국 1,567,909,248

2위 중국 330,188,032

3위 일본 202,074,624

4위 영국 124,069,520

5위 독일 119,605,096

6위 대한민국 112,261,632

7위 프랑스 95,823,632

8위 캐나다 80,466,176

순위 국가 보유수(단위 /32 개)

1위 미국 27,377

2위 중국 14,597

3위 독일 11,477

4위 일본 11,238

5위 프랑스 9,080

6위 오스트레일리아 8,614

7위 유럽연합 6,197

8위 대한민국 5,231

    ※ IPv6 주소 할당 단위인 /32는 43억☓43억☓43억개의 개별 IPv6 주소 모음임

o 국가별 IPv6 도입률 현황

- 시스코에서 측정한 IPv6 도입율은 한국이 11.3%로 낮은 수준임

    ※ 시스코는 IPv6 인프라 부분(IPv6 prefix와 Transit AS), 웹콘텐츠 부분, 사용자 부분을 

합산하여 도입률 측정(웹사이트 : http://6lab.cisco.com/stats/index.php)

      

전체준비도 프리픽스 AS 콘텐츠 사용자
한국 11.3 23 16 23 0.01
중국 9.6 14 22 6 0.68
일본 39 46 77 25 2.8
미국 42 42 58 46 2.3
영국 33 42 73 44 0.21

    ※ Transit AS(Autonomous System) : AS는 동일한 라우팅 정책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그룹을 말함. AS간에 트래픽을 흐르도록 하는 것을 Transit AS라고 하며 

주로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임
 

o 민간기관 IPv6 도입 현황

-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경우 백본망에 IPv6 적용을 91.2% 이상

완료하였으나, 가입자망의 경우 IPv6 준비율은 20% 이하

백본 라우터 가입자 망라우터
‘08년 ‘12년 ‘08년 ‘12년
61.6% 91.2% 3.3% 19.0%

    ※ 백본망 장비의 경우 고가이나 소수이고, 가입자망 장비의 경우 저가이나 그 개수가 

많아 전체적으로 가입자망의 IPv6 전환비용이 많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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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형 라우터 등 22개 업체의 133개 장비가 IPv6 Ready 인증을 받음

    ※ 최근 2~3년 전부터 생산되는 국산 네트워크 장비의 H/W 칩셋은 IPv6를 대부분 지원

하고 있으며 간단한 S/W의 업그레이드 만으로 IPv6 서비스 사용이 가능함

- 2010년 이후 CC인증을 획득한 197개의 제품 중 30개 제품(15%)이

IPv6 지원

- 국내 포털 3사(Naver, Daum, SK컴즈)는 ‘11년 6월 IPv6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테스트

    ※ 기업, 금융기관, 인터넷쇼핑몰 등 대형 웹서비스에서의 실제 IPv6 적용은 미미

o 공공기관 IPv6 도입 현황

- 국가정보통신망에 도입된 시스템의 IPv6 지원율은 약 60%이며,

이중 보안장비의 IPv6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통신장비 내용 년수에 따른 교체시, IPv6 지원 장비를 구매하도록 규정

나. 해외 현황

 □ OECD IPv6도입 보고서

   o 전세계 Top 1000개의 웹사이트 중 1.45%는 IPv6지원

o 글로벌 루트서버 13개중 7개가 IPv6적용

    - 네임서버에 IPv6주소할당및 IPv6레코드가적용되었으나활용은미비

o 국가별 IPv6주소 할당 및 라우팅 현황

- 전세계 IPv6 활용은 1%, 우리나라는 전세계 10위권 외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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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IPv6 인프라 준비>

 □ 미국

  o 미국 관리예산처(OMB)는 모든 연방기관의 대민 웹서비스에 IPv6 
적용을 `12년까지 완료하도록 명령

   ※ 실제 정부사이트의 약 40%가 IPv6도입 하였으며 지속적인 적용 추진중

  o T-Mobile, 3G 이동통신환경에서의 IPv6적용 및 서비스를 제공중

   ※ Google, Yahoo 등에 접속한 T-mobile 가입자의 50%이상이 IPv6을 사용한 이용자 

  o 구글, 페이스북, 컴캐스트, 타임워너등은 World IPv6 launch 참여(`12. 6)

 □ 중국

o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IPv4와 IPv6 상호

운용을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2011년 12월 국가위원회에서 발표

  o 국무성 주도로 정부 차원의 IPv6전환을 위해 80억위안(1조4000억)
투자 계획 발표

  o‘13년까지IPv6를 소규모 상용 네트워크에 적용하고 ’14년~’15년  
 IPv6 상호운영 추진

  o IPv6기반의 연구망인 CERNET2에 중국 1,000개 대학 연동 중

 □ 일본

  o `12년 까지 IPv6전환을 목표로 IPv6 실행계획 수립(`08~`12)
  ※ 민간주도의 IPv6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2년 목표로한 IPv6전환은 사업자들의 

여건에  의해 일부 미흡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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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IPv6전환확산 문제점

<IPv6 전환 확산의 Chicken-Egg 딜레마>

 ① ISP는 IPv6 서비스망 요구 및 트래픽이 없어 IPv6 기반 구축에 미진

 ② 서비스제공자는 IPv6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IPv6
로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은 불필요한 투자라 판단

 ③ 기업/일반이용자는 IPv6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아

IPv6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임

<IPv6이해관계자별 IPv6전환 문제점>

IPv6이해관계자 현황 IPv6확산 문제점 IPv6전환 기회

ISP

o ISP IPv6준비율

 

구분 `08 `12
백본망(%) 61.6 91.2
가입자망(%) 3.3 19.0

o IPv6수요부재

o 가입자망 장비의 IPv6미지원

 - IPv6전환비용 약 1조원

o 중소 ISP의 IPv6전환에 대한 

인식 및 기술이 부족

o KT는 아직 IPv4가 여유가 

있으나 SKB, LGU+는 2~3년 

내에 보유 IPv4 고갈 될 예정

o 무선망의 경우 IPv4부족으로 

고객 IP에 사설 IPv4를 사용하나 

이마저도 부족함(NAT64고려)

서비스제공자

(포털, CP 등)

o IPv6준비율

 - CSP : 15.3%

o IPv6수요부재

o 포털 등 IPv6적용 어려움

 - 기존 운영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수정 필요

o 정부기관 선도적용을 통한 

이용자 수요 생성

o 금융(증권), 국방 등의 

IPv6전환 추가 검토 필요

제품제조사

o 중소형라우터 등 IPv6 Ready 

인증(22개업체, 133개 장비)

o 국산 IPv6보안장비 CC인증

  (30개장비)

o IPv6 시장 미활성화

o 최근 생산되는 국내 

네트워크 장비는 IPv6지원

(간단한 S/W업데이트로 가능)

공공기관/일반기업
o 공공기관 IPv6준비율 59.6%

o 정부 백본망 IPv6서비스 제공 가능

o IPv6전환 비용 미확보

o IPv6기술 불확신 및 변경에 

따른 운영 부담감

o 보안장비의  IPv6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o 2개 공공기관에 대해 IPv6실제 

서비스를 적용하고 서비스 

성공사례 발굴예정(NIA)

일반이용자
o 국내 단말(핸드폰) IPv6지원은 

LG옵티머스 I모델 유일

o Window VISTA, MAC X 

버전이상 IPv6 지원

o 무선 칩(퀄컴) IPv6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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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추진 계획

 ① 인프라 → 서비스 → 이용자 순으로 IPv6 이용환경 구축

※ 정부기관, 대학 등 수요자가 선도 적용하여 인프라 및 서비스의 수요촉발 필요

예) 강릉시청이 IPv6 서비스를 요구하여 KT가 특정 구간에 IPv6 적용

 
 ② IPv6 도입 단계별로 문제점을 파악 및 해결 방안 추진

o (네트워크) 국내 ISP 가입자망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국산장

비의 IPv6 지원(주요 가입자망 장비 국내업체는 다산, 유비쿼스 등 9개 기업)

o (콘텐츠) 유·무선 IPv6기반 포털, CP 웹페이지의 이미지, 영상 등의 콘

텐츠의IPv6 지원 환경 구축

o (보안) 안전한 IPv6 서비스를 위한 보안장비 개발 및 시험 인증

 ③ IPv6 도입을 위한 인식제고 및 교육

  o 국내․외 동향정보 제공을 통한 IPv6 도입 인식제고

  o IPv6를 구현할 수 있는 인력양성 교육 실시

  o IPv6 적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자 대상 IPv6 도입 컨

설팅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