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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최근 중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IPv6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
다. 2004년 말에는 IPv6기반의 시험망인 CERNET2를 정식 개통하였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IPv6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IPv6를 비롯한 차세대 네트워크의 추진현황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중국의 IPv6 추진현황
현재 중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IPv6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IPv4
주소체계로는 폭증하는 중국 인터넷 이용자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앞으로 네트워크
기술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IPv6에 대한 자체기술이 없으면 향후 급성장하게 될 시장을 고스
란히 외국 업체들에게 내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 배정된 IPv4
<표 1> 중국 IPv6 주소 배치표
소 속

주소수

中國敎育科學硏究計算機網

5*/32+/48

北京英納特網絡硏究所

2*/32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

2*/32

鐵道通信信息有限責任公司

/32

中國國際電子商務中心

/32

中國科技網

/32

中國移動通信集團公司

/32

中國電信集團公司

/32

中國聯合通信有限公司

/32

中國網絡通信集團公司

/32

重慶網通信息港寬帶網絡有限公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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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수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 할당된 주소정도밖에 되지 않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를 감안하면 IPv6의 인프라구축이 그 어느 국가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7월 CNNIC에서 발표한 중국 인터넷발전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6월
말 현재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1억300만 명으로 1억 명을 넘어섰다. 또한 현재 중국 내
의 IPv4주소는 총 68,300,032개로 4A＋18B + 45C이고 IPv6주소는 17*/32 + /48이다. 이중
IPv6주소의 배치는 앞의 <표 1>과 같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기존의 IPv4기반의 교육연구망인 CERNET(China Education
and Research Network)를 발전시킨 CERNET2를 개통하였으며, 이는 북경, 상하이, 광저
우 등 20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IPv6연구망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IPv6
망을 구축함에 있어 IPv4와 함께 사용하는 과도적 방법을 주로 사용해왔으나, 이번 중국에서
개통된 CERNET2는 순수하게 IPv6를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IPv4에서 IPv6로의
전환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CERNET2의 개통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의 IPv6 기술력의 급성장
이다. 네트워크 기술에서 핵심기술인 라우터 기술이 중국에서는 아직 외국 업체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CERNET2의 구축에서는 청화대학에서 자체연구개발한
라우터장비들을 활용하여 구축하는 등 자국 라우터설비의 사용률이 80%에 달하고 있다. 중
국정부에서도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6개의 차세대 인터넷 네트워크 연구 프로젝트로
1억6,9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이 중 절반가량이 CERNET2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현재 지속적으로 IPv6표준화 작업도 계속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국제 IPv6표
준화 작업은 1994년 인터넷 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Png (IP Next Generation) WG에서 IPv6 규격을 표준화를 시작한 이후 현재 거
의 완성된 상태이다. 중국정부에서는 자체기술을 통한 자국내 표준화작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의 표준화진행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IPv6망의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함께 제기되는 부분은 IPv6를 활용한 IPv6킬러응용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CERNET2상에서 무선IPv6에 기초한 이동단말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일반
이동단말기의 기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전송속도가 현재의 이동단말기보다 1,000배
나 더 빠르다고 한다. 올 연말쯤에는 상용화된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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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 IPv6 표준화작업 현황
대분류

소분류

기본프로토콜

프로토콜

국제표준

중국 내 표준

RFC2460

IPv6기술요구 － IPv6프로토콜

RFC2461

IPv6이웃탐색프로토콜(ND)

RFC1881

IPv6기술요구 － 네트워크 및 주소 구조

RFC3041

IPv6 주소자동설정기술규범

RFC2740
라우터프로토콜
RFC2283

IPv6기반 라우터 프로토콜 － OSPF프로토콜 기술규범
IPv6기반 라우터 프로토콜 － OSPF프로토콜 테스트방법
IPv6기반 라우터 프로토콜 － BGP4프로토콜 기술규범
IPv6기반 라우터 프로토콜 － BGP4프로토콜 테스트방법

모바일프로토콜

IPv6기술요구 － 지원컴퓨터 모바일부분
IPv6가장자리라우터기설비 기술규범

설비

순수IPv6설비

IPv6가장자리라우터기설비 테스트방법
IPv6핵심라우터기설비 기술규범
IPv6핵심라우터기설비 테스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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