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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P 뭐예요?

DHCP 서비스가 뭐죠? 그렇죠! IP address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이 'DHCP'죠. 자동으로 IP를 할당받는 방법은

많습니다. DHCP 말고 다른 방법도 있냐구요? 

예전에 Multi-Access 망에서 많이 사용하던 RARP, PPP Protocol의 IPCP 기능을 이용한 IP address 할당

(RFC1332) 등 다양한 Protocol이 통신을 위해 IP address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

용되는 DHCP 서비스를 오늘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DHCP는 Bootstrap protocol(Bootp)을 사용하여 IP address를 할당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IP address 정보

를 상호간에 전달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DHCP packet을 Capture한 화면입니다.

공유기와 Router에서 DHCP를 구동시키고 capture를 해봤는데 결과에 차이가 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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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코 라우터 ]

[ 공 유 기 ]

웃긴건 CCNA 책에는 Cisco Router 형식으로 쓰여 있고, BSCI 책에는 공유기 형식으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뭐

가 정답일까요? 정답을 모를 때는 RFC를 찾아봐야겠죠. RFC213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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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C보면 뭐가 많이 써 있는데 중간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f 'giaddr' is zero and 'ciaddr' is zero, and the broadcast bit is set, then the server broadcasts DHCPOFFER 

and DHCPACK messages to 0xffffffff. If the broadcast bit is not set and 'giaddr' is zero and 'ciaddr' is zero, 

then the server unicasts DHCPOFFER and DHCPACK messages to the client's hardware address and 'yiaddr' 

address. In all cases, when 'giaddr' is zero, the server broadcasts any DHCPNAK messages to 0xffffffff.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조금 다르기는 해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미 Client가 Server의 DHCP table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Server는 Clinet에게 packet을 Unicast로 전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Broadcast로 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DHCP Discover, Offer, Request, ACK가 뭐냐구요? DHCP는 다음 4단계를 처려 IP address를 할당받습니다.

1. DHCP Dicover : '누가 나 IP address 좀 줘라!' IP address를 요청하는 Packet

2. DHCP Offer : '여기 IP address 있다.' IP address를 할당하는 Packet (아직 DHCP table에 등록하지 않음)

3. DHCP Request : '이 IP address 쓰면 되냐?' 할당받은 IP address를 사용해도 되냐고 요청하는 Packet

※ DHCP Request Packet을 받았을 때 Client가 IP address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DHCP table에 등록함

4. DHCP Ack : '그래, 그 IP 너 써라' IP address 사용을 허가하는 Packet

Packet을 하나씩 볼까요? 

DHCP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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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P를 사용하고 Port 번호는 2개를 사용하는군요. 

- bootpc(bootp clinet) - 68

- bootps(bootp server) - 67 

[ DHCP Discover ]

[ DHCP Offer ]

DHCP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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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IP address]를 통하여 IP address를 할당해 주었군요. DNS 정보, Default-gateway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option에 넣어서 전달을 해 주는군요

[ DHCP Request ]

자기가 받은 IP address를 확인하기 위해 Requested IP address에 넣어서 사용해도 되냐고 문의를 하고, Host 

name 등 자세한 정보를 Server에게 알려주네요. DHCP Server가 Table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DHCP Ack ]

DHCP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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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써도 된다는 메세지를 던지면 해당 IP address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잘 보시면 DHCP Server는 IP address를 할당해줄 때, 수동으로 설정한 IP address와 같
은 IP address를 줘서 충돌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수동으로 IP 
address를 설정한 PC에서 DHCP한테 자신의 정보를 보내지 않을텐데요.

DHCP는 IP address를 할당할 때, ICMP나 SNMP message 등을 던져서 자신이 할당할 IP address를 누군가 사용하
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IP address를 할당하는 Option이 있습니다. 대부분 DHCP Server에 이 기능이 enable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OS 방화벽 기능 때문에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요.

DHCP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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雨珍의 숲을 보는 IT (숲을 보는 IPv6 1편)

1. 또 IPv6야? - IT 업계의 양치기 소년 IPv6

"IPv6 얘기만 해도 지겹다. 되지도 않을꺼 또 얘기는 왜 꺼내냐"

"10년 전에 당장 당장 하다가 어느새 잊혀진 그거 말하는 거냐?"

"IPv6 그거 NAT 만 쓰면 되는 거잖아. 공부할 필요 있냐?"

"어디 또 사기 칠려고 그러냐 이놈아!“

6

작년에 IPv6 강의를 준비하면서 주변 지인 분들께 들었던 얘기 입니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15년 이상 IT 에 근무하신 분들이고 네트워크 벤더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반응이

이렇습니다. ㅎㅎ

당장 IPv6 가 피부에 와 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IPv6 가 없으면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거나 불편한 점이 없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별로 없는게 현실입니다. 

< IT업계의 양치기 소년 IPv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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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얘기들에 속아서 10년 동안 IPv6 얘기만 듣고 있던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선뜻 좋은 반응이 안 나옵니다. 

정말로 참 오래 됐습니다.

제가 IPv6를 이리 저리 들쳐 보기 시작 했던게 2001년, 처음 공부하기 시작 했던게 아마 2003년 일 겁니다. (10년

이 넘었군요 ㅠㅠ 아 늙었다.) 

네트워크 벤더, 글로벌 교육센터 에서 정식 교재로 발행이 되었었고

당장이라도 IPv4 주소가 고갈 돼서 준비해야 되는, 그리고 IPv6 만 지금 준비하면 당장이라도 핑크빛 미래가 펼쳐

진다고 착각할 만한 얘기들이 주위에서 많이 들려 왔었습니다. 

사실 저도 띄엄띄엄 준비 했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장비 개발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몇 가지 개발에 참여 했었고

그때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테스트 환경을 꾸리던 때를 제외 하고는 IPv6 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네요. 

뭐 어찌 했던 간에 저나 주위 분들이나 IPv6를 보는 눈은

"IT 계의 뻥쟁이", "IT 계의 양치기 소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늑대는 바로 앞에 와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계속 거짓말(?) 을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다는 겁니다.

IPv4 주소 부족하다는 얘기를 10년동안 들어 왔는데 씨알이 안먹히는거죠 ㅎㅎ

"내가 또 거짓말에 속을 줄 알고? 그냥 NAT 쓰자 좋잖아!!"

라고 얘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ㅎ

"IPv6" 
IT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 이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준비가 필요 하고

엔지니어 뿐만 아니라 IT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프로젝트 인데도, IPv6 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왜냐!!!

급하다 급하다를 외치던 네트워크 장비 벤더들과

IPv4와 IPv6 가 아주 쉽에 이전이 가능 할 꺼라고 예상했던 여러 사람들. 

< 늑대가 바로 뒤에… 딸꾹 >

雨珍의 숲을 보는 IT (숲을 보는 IPv6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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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IPv4 주소는 고갈 상태 입니다.

대륙마다 다르지만 아시아는 이미 고갈 되어서 "마지막 IPv6 전환용 IPv4 주소" 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신흥 개발국가들은 IPv4 주소가 이미 고갈 상태를 넘어 선 상황 입니다.

신규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IPv4 공인 주소가 없어서 서비스 제공이 힘든 상황을 직접 겪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글로벌 Retail 기업인 A 사에 근무했었습니다. (이거 원 범인은 김철수 씨 아들 관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

람이다 랑 비슷한 ㅎ)

IT 인프라 총괄, Technical Architect 를 겸직 했었는데요. 

그때 중국에서 Public 하게 VDI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지만 IPv4 주소 고갈로 인해서 IPv6 주소로 서비스를 해야

할 상황 이었고

이로 인해서 IPv6 주소 전환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함께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한 지사에서 IPv6 전환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글로벌 지사들이 고민해서 한꺼번에 전환하는 계획을 짜야 하다 보니 모든 글로벌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IPv6 교육을 듣고 관련 내용을 심각하게 논의 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저의 경험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 IPv6 전환이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지켜 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입니다. 

IPv6 전환은 저 혼자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위 상황을 보고 함께 보조를 맞추어 진행 해야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2. IPv6 를 바라보는 여러가지 고민

이렇게 당장 발등의 불, 등 뒤의 늑대(??? ㅎㅎ) 인데

왜 사람들은 IPv6 전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걸 까요? 

Major ISP 가 가지고 있는 IPv4 주소는 서비스 하기

에 충분하고 (몇 년은 버틴다고 하데요 ㅎ)

컨텐츠,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IPv6 주소만을 위

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품 제조사 입장에서는 IPv6 제품을 만든다고 당장

매출이 올라 가는 것도 아니고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는 IPv6 전환을 위한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IPv6 가 뭔지도 모르겠고

(ㅎㅎ) 당장 이득이 되는 게 없고. < 강 건너 불 구경 재미있긴 한데… >

雨珍의 숲을 보는 IT (숲을 보는 IPv6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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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렇습니다.

조금 정리해 보자면

IPv6 만의 Killer Contents 가 없고 (IPv6가 없으면 안되는 엄청난 컨텐츠)

IPv4 보존을 위한 전략들이 너무 잘 만들어 졌고 (NAT, Subnetting 등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Major ISP나 비즈니스 이용자 (엔터프라이즈, 일반 사용자) 들을 움직일 만한 당근도 없다

그래서 IPv6 전환이 안 이루어 지고 있는 거다. 라고 말 할 수 있겠네요.

결국 IPv6 전환이 당장 "돈" "이익" 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선뜻 나서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참 힘든

게 현실 이고요. 

하지만 위의 내용을 반대로 말 한다면

IPv6 만의 Killer Contents 가 생기면

Major ISP나 비즈니스 이용자 들을 움직일 당근이 생기면

IPv6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닭걀이 먼저냐 의 문제가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IPv6 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컨텐츠가 개발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용자들이 IPv6 전환을 할 겁니다.

반대로 IPv6 사용자 들이 많아지면 컨텐츠 제공 업체들은 IPv6용 컨텐츠를 많이 만들겠죠.

그러면 ISP 망 입장에서도 빨리 IPv6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ISP 망에서 IPv6 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컨텐츠 제공자가 아무리 IPv6 전용 컨텐츠를 만들

어도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안되면 일반 기업들은 움직이지

않고 사용자도 뭔가의 이익이 없다면 불편을 감수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을 풀어야 IPv6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악순환을 선 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은 분야에서 하고 계

십니다.

< 인류의 태고적 고민이 IPv6에도
-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

3. IPv6 그 악순환을 풀기 위한 노력

여기서 각 나라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나라가 미리 IPv4 주소를 어느정도 확보해서 지금 여유있게 IPv6를 준비하고 관망할 수 있는 것 처럼 IPv6

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면 한결 편안하게 인터넷을 세상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

만일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부족한 주소 사정이나 준비되지 않은 인프라로 인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雨珍의 숲을 보는 IT (숲을 보는 IPv6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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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 전환을 일종의 국가경쟁력 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면 IPv6 전환, 그에 대한 준비, 저변 확대 모두 각 국가들이

사활을 걸고 진행해야 되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각 나라들에서는 여러가지 준비를 진행중에 있고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은 이미 작년 10월까지 모든 관공서의 대 국민 사이트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홈페이지 같은) 에 IPv6 전환

을 완료하도록 독려를 했고 (독려만 했을까요? ㅎㅎㅎ) 실제로 이미 전환이 완료 되었다고 선언 한 상태 입니다.

호주도 작년까지 대 국민 사이트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했고요.

또 이런 작업들 뿐만 아니라 IPv6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은 미국이나 호주에서 진행하는 대국민 사이트 IPv6 전환은 1단계만 끝난 겁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이 있습니다. ㅎㅎ)

한국에서는 이 작업을 KISA 에서 주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작년에 "CIO, IT Planner 를 위한 IPv6 특강" 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이렇게 웹진에 기고

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KISA 에서 IPv6 전환을 위한 기술교육 사업을 진행해 주고 계시기 때문 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IPv6 기술교육 (출장도 나가서 교육합니다 ㅎㅎ) 도 진행하고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서 IPv6 전환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고

장비 개발사들을 위한 테스트 환경도 지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업이 저희 입장에서는 공짜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게 놀라울 뿐이죠 ㅎㅎ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KISA 홈페이지를 항상 주시하셔서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 보셨

으면 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올해 IPv6 강의에서는 다시 기술 강의만 열립니다. ㅠㅠ 당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플래닝

인데. 조금 답답한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작년에 만든 컨

텐츠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웹진에 기고하고 blog 도 운영하고 동영상 강의도 올릴 계획 입니다. )

얘기가 좀 샜는데요 ㅎㅎ

4. 언제, 어떻게 IPv6 전환을 시작해야 할까?

그럼 우리는 언제 어떻게 IPv6 전환을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 드릴려는 내용은

"당장!!! 롸잇나우!!!"

입니다. 
< 롸잇나우!!! >

雨珍의 숲을 보는 IT (숲을 보는 IPv6 1편)



네트워크 전문가 따라잡기 매거진 2013년 7월호 11

컨텐츠도 없는데? 당장 ISP가 IPv6 주소도 할당 안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저희 주변에 IPv6 가 많이 가까히 와 있고 외국에서는 IPv6로 서비스 되는 컨텐츠 들이 점점 많

아 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향후 기고 할 예정이니까 주의 깊게, 따뜻한 시선으로 계속 봐 주세요)

< IPv6대표서비스 – 어둠의 경로(?) 토렌트 >

제가 어둠의 경로를 가끔 이용하는데요. 어둠이 경로에서 절대자는 역시 토렌트죠 ㅎㅎ 여러분들 께서는 토렌

트 많이 쓰시나요? 

사실 IPv6 서비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가 토렌트 입니다. 어둠의 경로를 많이 이용하시

고 (토렌트를 많이 사용하시고 ㅎㅎ) 주의 깊게 살펴 보신 분들은 토렌트 피어에 IPv6 주소가 이미 많이 쓰이고

있다는걸 확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안타까운건 여러분들께서 IPv6를 멀게 느끼실 수 밖에 없는 주위 환경, 현실 입니다. 구글 IPv6 페이지에

가시면 현재 IPv6 전환율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텐데요. 한국은 분류조차 되지 않는 회색 입니다 ㅠㅠ. 

구글 접속 client 들 중에서 IPv6 주소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용자가 0.5% 도 안된다는 얘기지요 ㅠㅠ. 실제로

www.google.com/ipv6 에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후진국이라고 간주되는 나라들이 생각보

다 IPv6 전환율이 높다는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한국 인터넷 사정이 너무 좋다보니 IPv6 전환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1990년대 말 급격한 인터넷 확장으로 인해서 (StarCraft와 O양 동영상이 우리나라 인터넷 빅뱅을 이끌었다는

우스갯소리? 도 있죠 ㅎㅎ) 가용할 수 있는 IPv4 주소를 미리 많이 확보해 놓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雨珍의 숲을 보는 IT (숲을 보는 IPv6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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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IPv6 접속율 >

< 통계도 안 나오는 한국 IPv6 접속율 >

雨珍의 숲을 보는 IT (숲을 보는 IPv6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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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둠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 가까운 일본의 IPv6 현황 >

< IPv6 선진국 스위스 -0- 부럽다 … 쩝 >

雨珍의 숲을 보는 IT (숲을 보는 IPv6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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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의 IPv6 전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늦었다" 입니다.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늦는것 뿐만 아니고
IPv6 에는 엄청난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 이 있는데 이 것 때문에 더 늦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아 Secret이구나.. 나는 오렌지캬라멜이 좋은데..>

뒤에 자세한 얘기는 다룰 예정 입니다 만

다시 한번 강조 하지만 IPv6 전환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Application 입니다.

그 비밀은!!!

사실 IPv4 랑 IPv6 랑 호환이 안됩니다.

( 기술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 입니다만

이건 뒤에서 풀겠습니다.)

그리고 IPv4 에서 IPv6 로 넘어갈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문제가 되는 것은 네트워크 장비가 아니라

Application 입니다.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NAT 면 다 되는 건데, IPv4랑 IPv6 랑 호환 되는데

왜 고민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아요. 

이런 문제는 우선 IPv6 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신

분들이 주위에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IPv6 를 너무 네트워크 관점에서만 보고 있다는

점 때문에 생깁니다. 

Application 코딩 소스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뒤져서 변경하면 됩니다

만 (물론 이 비용이 네트워크 장비 전환비용 보다 클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프레임웍을 구매해서 application 을 개발 했다면 플랫폼이나 프레

임웍이 IPv6 를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인 즉. (극단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pplication (웹 사이트 포함) 이 IPv6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Pv6 지원을 위해서 Application 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큰 프로젝트를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전체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 인프라는 비용 투자가

30%도 안됩니다. 그 중에서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비용은 더 작죠. 

사실 IPv6 전환에 있어서 네트워크 에서 고민을 먼저 시작하면 안되고, IT 전체를 바라보셔야 하는 CIO 나 IT 

Planner, 혹은 Architect 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이 다 만들어 진 이후에 개발자, 서버 엔지니

어, 그 이후에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 문제는 Appl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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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CIO?? ㅎㅎ 요 분들이 좀
IPv6 전환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네트워크 장비는 일반적으로 4~6년이면 교체 합니다. 서버도 마찬가지 인프라 기계는 대부분 6년 이내 주기로

교환하죠.

그런데 Application (서비스) 은 6~8년 주기로 교체 됩니다. 인프라 기계들 보다 주기가 길죠.

조금 더 나가서 차세대 라고 부르는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교체할 때는 10~12년 주기로 교체 합니다.

이 때는 Application 부터 인프라 까지 싹 다 뜯어 고치고 보통 은행권에서 이런 일들을 하죠. :) 

저 주기 들이 문제가 됩니다. 

IPv6 전환을 잘 했다고 소문좀 내 시려면 (ㅎㅎ)

미리미리 준비 해서 비용을 가장 적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 있는 IPv6 관련 강의, 교재는 모두 네트워

크 엔지니어를 위한 내용 입니다.

가끔 개발자 강의가 있긴 합니다만 내용 자체가 몇 가

지 함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있

습니다. 

정작 고민하고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사람은 CIO, IT 

Planner, Architect 인데 말이죠.

작년에 처음으로 이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 준비를 하

면 서 뭔가 참 순서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구나

라면서 한탄(???) 했던 적이 있네요.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제가 직접 준비하고 고민

하고 적용해 보고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 

기존 네트워크 장비 장비 유지 연안이 다 될 때 IPv6 기

능이 되는 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별도로 IPv6 전환을 위한 예산을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Application 도 IPv6 

에 호환되도록 고치셔야 하는데요. (이게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했죠?)

Application 변경 주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할 경우 IPv6 

전환에 필요한 공수나 별도의 프로젝트 비용을 잡을 필

요가 없죠. 

< IPv6계의 소문난 스크루지 영감이 되어BoA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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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전문가 따라잡기 매거진 2013년 7월호 16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 당장 시작해야 하냐고요?? (사실 늦었습니다 ㅎㅎ)

IPv6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2015년 부터 완성 단계로 넘

어갈 2020년 까지 저희는 IPv6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때 IPv6 전환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기 시작한다면 정

말 어마어마한 돈이 IPv6 전환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Application, 인프라 교체 주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면 정말 많은 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늦었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고 당장 이라도 시작 하셔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이게 다 돈 때문이야!!! >

이 칼럼은

겁내빠른 네트워크 보안 포티넷 코리아
좋은생활 주식회사 한국 암웨이

의 도움으로 만들어 졌습니다.�감사 드립니다.�

IT�업계의 비와 보배 ⾬珍 올림

이 칼럼은

겁내빠른 네트워크 보안 포티넷 코리아
좋은생활 주식회사 한국 암웨이

의 도움으로 만들어 졌습니다.�감사 드립니다.�

IT�업계의 비와 보배 ⾬珍 올림

IPv6 변환을 한꺼번에 인프라와 Application 까지 홀딱 바꾸는 BigBang 방식으로 진행 하셔야 한다면 늦었지만

하지만 지금 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IPv6 를 숲 부터 보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 blog 와 칼럼을 연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칼럼에서 실제로 IPv6 전환을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 일들, 점검해야 하는 사항들을 다루고

어떤 부분들을 미리 고민해 놓으셔야 하는지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질문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ㅠㅠ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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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SPF�/�White�Domain�/�RBL

SPF(Sender Policy Framework)

- 메일서버 정보를 사전에 공개 등록하여, 수신자로 E-mail에 표시된 발송자 정보가 실제 메일서버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인증하는 기술.

○ SPF를 이용한 E-mail 인증 절차

발신자 : 자신의 메일서버 정보와 정책을 나타내는 SPF 레코드를 해당 DNS에 등록

수신자 : 이메일 수신시 발송자의 DNS에 등록된 SPF 레코드를 확인하여 해당 이메일에 표시된 발송IP와

대조하고 그 결과 값에 따라 수신여부를 결.

(메일서버나 스팸차단솔루션에 SPF 인증 기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17

○ SPF 레코드에 IP를 추가하는 방법

● Windows

o 최초등록 SPF : v=spf1 ip4:x.x.x.x -all

o 추가등록 SPF : v=spf1 ip4:x.x.x.x ip4:x.x.x.x –all

● Unix, Linux

o 최초등록 SPF : Domain. IN TXT "v=spf1 ip4:x.x.x.x -all"

o 추가등록 SPF : Domain. IN TXT "v=spf1 ip4:x.x.x.x ip4:x.x.x.x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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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과 ~all의 차이

"-all" : 메일발송IP를 위조하여 보내진 메일을 수신메일서버에서 drop 하라.

"~all" : 메일발송IP를 위조하여 보내온 메일을 수신메일서버정책에 따라 결정하라.

※ SPF 레코등에 개별 IP대신에 /24 등을 이용하여 대역으로 지정이 문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KISA-RBL은 통

합화이트도메인 검증을 위한 SPF Record 체크 시에 개별 IP만 정상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IP를 대역으로 지정

하게되면, 실제 자신의 메일 발송 IP외 다른 IP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SPF Record 출판시 주의사항

o UDP 패킷이 512byte 초과시 buffer overflow 발생하기 때문에 IP는 13개 이상 등록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

o -all(또는 ~all)은 문장 끝에 한번만 쓴다.

o 오탈자 조심(자주 틀리는 철자 : sfp.. )

o IN, TXT 등의 문자는 Unix, BIND, Linux에서 설정하는 것이므로 Windows에서는

v=spf1 ip4:1.2.3.4 ip4:1.2.3.5 -all

이외의 문자가 들어갈 수 없다.

Legacy Network와 SDN환경에서의 기본적인 Switching/Routing 동작에 대한 비교

구 분 내 용

all

앞의 설정 이외의 나머지를 뜻 함.

-all [fail] : 앞의 조건과 맞지 않으면 Deny

~all [soft fail]: 앞의 조건과 맞지 않으면, 특정 헤더를 남기고 통과

+all [pass]: 무조건 통과. 아무런 기호가 없으면, Default 값

?all [neutral]: 신경쓰지 않음

a a레코드에 지정된 IP와 매칭을 비교 Ex) v=spf1 a:plming.co.kr -all

mx mx레코드에 지정된 IP와 매칭을 비교 Ex) v=spf1 mx:plming.co.kr -all

ptr ptr레코드에 지정된 IP와 매칭을 비교 Ex) v=spf1 ptr:plming.co.kr -all

ip4 ipv4 규약의 IP주소와 비교 Ex) v=spf1 ip4:100.100.100.100 -all

ip6 ipv6 규약의 IP주소와 비교 Ex) v=spf1 ipv4:20.20.20.20.20.20. -all

include 지정된 도메인의 TXT레코드의 값을 가져와 비교 Ex) v=spf1 include:plming.co.kr -all

~ 과 – 의 차이는 수신서버에서 발송도메인의 SPF Record값을 벗어나는 메일을 수신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 할지 발송도메인서버에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상적으로 발송도메인을 관리하는 도메인서버에 SPF Record를 설정하였다면 메일발송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SPF Record에 발송 IP가 누락/ SPF Record 설정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메일발송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과 – 의 차이는 수신서버에서 발송도메인의 SPF Record값을 벗어나는 메일을 수신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 할지 발송도메인서버에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상적으로 발송도메인을 관리하는 도메인서버에 SPF Record를 설정하였다면 메일발송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SPF Record에 발송 IP가 누락/ SPF Record 설정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메일발송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SPF 설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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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cy Network와 SDN환경에서의 기본적인 Switching/Routing 동작에 대한 비교

○ 공백(space) 문자 주의사항

- v=spf (※주의 : v?=?spf 처럼 공백 입력 시 오류발생) 

- spf1?ip4:x.x.x.x

- ip4:x.x.x.x?ip4:x.x.x.x

- ip4:x.x.x.x?-all

- Tab 키 사용하지 말 것

○ White Domain
- 스팸이 아닌, 정상적인 다량의 이메일이 스팸으로 인식되어 RBL로 간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등록된 개인/사업자에 한해 국내 주요 포탈사이트로의 이메일 전송을 보장하는 제도.

- 단, 최초의 White Domain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이후, White Domin에서 삭제될 수 있다.

○ White Domain 등록요건

○ 해당 DNS에 SPF 레코드를 출판한 도메인에 한해서 등록 가능. 이는 SPF를 통해 이메일 발신지 인증을 통

한 도메인의 신뢰도 평가 및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함

○ RBL (Real-time Blocking List)

- 이메일 수신 시에, 스팸여부를 판단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스팸발송 IP 리스트 뜻함.

- 대체로 DNS Lookup을 통하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여 DNSBL(DNS-based Blackhole List)라고도 함.

- 국내에서는 현재 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KISA-RBL이 있다. (1시간 단위 업데이트)

※ White Domain에서의 삭제가 즉시 RBL 등록은 아니며, White Domain에서 삭제되더라도 스팸이력

모니터링이 되지않으면, 메일발신이 차단되지는 않는다.

※ White Domain에서의 삭제가 즉시 RBL 등록은 아니며, White Domain에서 삭제되더라도 스팸이력

모니터링이 되지않으면, 메일발신이 차단되지는 않는다.

○ KISA-RBL

- KISA-RBL은 메일서버를 운영하는 누구나 손쉽게 효과적으로 스팸을 차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

넷진흥원(KISA)에서 무료로 관리ㆍ운영하여 제공하는 실시간 스팸차단리스트입니다.

국내외로부터 스팸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이를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스팸전송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IP들을 리스트로 생성하여 1시간 단위로 제공합니다.

KISA-RBL을 이용하면 수신되는 모든 이메일의 발송IP 확인을 통해 스팸여부를 판단하여 즉각 차단하므로

메일서버 등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KISA-RBL은 3등급으로 나뉘어 제공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차단할 수 있는 스팸의 양은 커지지만, 오차단의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 편집자료 : KISA RBL (https://kisarb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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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소식

HP 컨버지드 클라우드를 위한 단일화 된 아키텍처 제공

- HP Cloud OS, 오픈스택 기술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개선

– HP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위해 더욱 빨라진 민첩성과 발전된 혁신성과 더불어 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컨버지드 클라우드(Converged Cloud) 포트폴리오의 새로운 혁신 사항을 발표했다.

최근 HP가 주요기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콜맨 팍스 리서치(Coleman Parkes Research)의 글로벌 조사

발표에 따르면 2016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업들의 77%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IT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

다. 그 중 38%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22%는 외부에서 관리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매니지드 클라우드

(managed cloud)를, 그리고 17%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의 IT운영 방식은 24%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콜맨 팍스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클라우드 기술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자됨에 따라 기업은 프라이빗, 퍼블릭, 

매니지드 그리고 기존 제공 모델을 아우르는 개방된 아키텍처를 원하고 있다. 사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응답자

중 59%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오픈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사에 의하면 클라우드 전략을 구현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

인은 아래와 같다.

○ 클라우드 솔루션 구현의 주된 장애물: 서비스 레벨 계약(SLA) 정의(62%), 규정 및 규약 준수(56%), 데이터

문제 관리(54%), 가장 적합한 전략적 파트너십(42%)

○ 설문 조사에 응한 기업 중 61%는 초기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로 이동시킬 작업 부하에 대한 클라우드

소싱 전략 구현

○ 클라우드 소싱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클라우드로 이동할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은 고객 관

계 관리(CRM)(70%), 마케팅(66%), 스토리지 및 아카이빙(63%)이며, 가장 이동할 가능성이 낮은 분야는 금융

애플리케이션임

○ 기업의 공용 클라우드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보안(68%), 구체적인 SLA(66%), 엔터프라이즈급 작업 부

하 처리 기능(48%), 신용-카드(pay-as-you-go) 기반의 솔루션(43%)이라고 답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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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컨버지드 클라우드를 위한 오픈스택 기반의 단일화 된 아키텍처

HP Cloud OS는 오픈소스 기반의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기술 플랫폼으로 오픈스택 기술을 활용하여 휴대성과

설치 단순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수명 주기 관리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업계 최고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제품인 HP 클라우드 시스템(CloudSystem)은 HP 클라우드 운영 체제(OS) 기술

을 내장하여 고객에게 폭 넓은 운영체제의 선택권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들이 초기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도입

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HP는 HP 클라우드시스템 엔터프라이즈 스타터 스위트( HP CloudSystem Enterprise 

Starter Suite)를 함께 제공한다. 이 솔루션은 기업들이 풍부한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

록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을 제공하며 패키지 제품의 경우 초기 비용을 최대 20%까지 절감할 수 있다. 

또한 HP 클라우드 OS와 함께 제공되는 HP 문샷서버(Moonshot Server)는 전용 호스팅 및 대규모 서비스 제공

사를 위한 특정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최적화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의 서버로써 최단 시간에 수

천 개의 서비스를 프로비져닝하고 관리할 수 있다. HP의 퍼블릭 클라우드 제품인 HP 클라우드 서비스(HP 

Cloud Service)  역시 HP 클라우드 OS 기술을 활용하여 오픈스택 기술을 기반으로 최고 수준의 퍼블릭 클라우

드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HP는 고객들이 클라우드 필요에 따른 오픈스택 기반 아키텍처의 장점을 평가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체험용 HP 클라우드 OS 샌드박스(HP Cloud OS Sandbox) 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HP 전문 서비스로 고객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지원

HP 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클라우드 도입의 장애물로 가장 적합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부재를

꼽았다. HP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HP 컨버지드 클라우드 전문 서비스 스위트(HP Converged 

Cloud Professional Services Suite)를 출시했다. 

애플리케이션 변형, 클라우드 활용 워크숍 및 서비스 지원 등 업계 최고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을 기반으로

HP는 고객의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러한 새 제품에는 HP 컨버지드 클라우드 지원(HP Converged Cloud Support) , HP 클라우드 설계 서비스(HP 

Cloud Design Service) , HP 클라우드 기능 네트워크 서비스(HP Cloud-ready Networking Services) , HP 

CloudSystem 프로액티브 케어(HP Proactive Care for CloudSystem) , HP 클라우드 보안 위험 및 컨트롤 자문

서비스(HP CloudSecurity Risk and Controls Advisory Services) , 및 HP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변형

(HP Applications Transformation to Cloud Services)  등이 포함된다. 

HP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가속화

HP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사업부는 모바일 및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증가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

우드 서비스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 HP 기업 애플리케이션용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HP Enterprise Cloud Services for Enterprise Applications) 는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합 및 배포시 선택의 폭과 유연성을 제공하면서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고 데이

터 보안을 보장한다.

• HP 모바일 기업 클라우드 솔루션(HP Mobile Enterprise Cloud Solution) 은 여러 장치 유형에서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공유를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된 모바일 컨설팅 및 관리 서비스 세트를 제공한다.

• HP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 개인 클라우드(HP Enterprise Cloud Services – Private Cloud) 는 고객이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의 구축을 통해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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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클라우드 보안 위험 및 관리 자문 서비스(HP Cloud Security Risk and Control Advisory Services) 는 HP 

전문 서비스 포트폴리오의 새로운 제품으로 기업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데이터 침해 잠재 가능성을 관리

하며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애플리케이션을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준다.

HP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 쉬운 개발과 단축된 도입 시간

새로운 HP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은 기업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작업을 보

다 쉽고 빠르게 단순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 큰 규모의 새로운 인스턴스 형식 접근가능하여 사용자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대용량 데이터 분석과 고성능

컴퓨팅 작업 부하를 실행할 수 있다.

• 퍼블릭 클라우드를 현장의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

크)으로 새로운 버츄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한다. 새로운 맞춤형 이미지 업로드 기능으로

사업 요건에만 해당되는 이미지가 포함된 인스턴스 설정 및 배포를 단순화함으로써 고객 생산성을 높인다.

• 새로운 대량 가져오기 서비스(Bulk Import Service)는 사용자가 직접 HP 클라우드 블록 스토리지(HP Cloud 

Block Storage)  및 HP 클라우드 객체 스토리지(HP Cloud Object Storage) 로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는 하드

디스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속도를 높인다.

HP 금융 서비스, 기업의 신속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지원

고객이 클라우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HP 금융 서비스(HP Financial Services) 는 새

롭고 유연한 IT 투자 솔루션을 도입하여 자본의 여유를 확보하고 관련된 사업 상의 요건 조정을 지원한다.

• HP CloudSystem용 COD(Capacity on Demand)로 고객은 초기 및 운영 비용을 관리하면서도 컴퓨팅 용량의

기술 버퍼 30%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 

• 새로운 글로벌 관계 계약(Global relationship agreement)은 전세계 자산 복구 서비스와 모든 클라우드 및 기

존 IT 투자를 위한 하나의 포괄적인 계약과 프로세스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HP 아시아태평양 및 일본 지역의 클라우드 사업본부를 총괄하는 아만 도카니아(Aman Dokania) 부사장은 “새

로운 스타일의 IT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직접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한 서비스와 딜리버리 모

델이 필요하다’며,  “HP만이 가지고 있는 오픈형 시스템의 혁신적인 성능과 엔터프라이즈급 관리 및 보안성을

결합한 포트폴리오와 전문 기술은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HP의 프라이빗, 매니지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위한 단일화 된 OpenStack®-(오픈스택) 기반 아키텍처는 프라이

빗 클라우드 구현의 타임-투-마켓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지원하며 HP의 매니지드 및 퍼

블릭 클라우드 솔루션의 새로운 기능 또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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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중소기업 타깃 컨버지드 인프라 솔루션 ‘파워에지 VRTX’ 출시

- IT인프라의 복잡성, 비효율성, 경직성 해소할 컨버지드 인프라 포트폴리오 강화 정책 제시
- 중소기업 공략 ‘델 파워에지 VRTX’, 박스형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복잡함과 비용 문제 해결

(서울, 2013년 7월 1일) 세계 선두 IT 기업인 델의 한국법인인 델 인터내셔널㈜(대표 김경덕, 이하 델 코리아)는

중소기업을 위한 컨버지드 인프라 솔루션 ‘파워에지 VRTX’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솔루션은 IT 인프라의 복잡성, 비효율성 및 경직성으로 인해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을 해소

하기 위한 강력한 컨버지드 인프라 포트폴리오 정책이다. 구체적인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 사례에 따라 맞

춤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5명 이상 소형 지사와 중소기업이 타깃이다. 

박스형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원격 사무소 및 소규모 사무소 환경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최초의 IT 솔루션인 파

워에지 VRTX는 탁상형, 공간 절약형 디자인에 엔터프라이즈급 성능까지 갖췄다. 

기존 대기업을 위주로 워크로드 및 애플리케이션 중심 IT 인프라가 설계되어 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작은 원격 사무소나 지사(ROBO), 중소기업(SMB)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솔루션이다. 기업

규모로 인해 컨버지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한 간소성: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및 관리가 하나의 컴팩트한 섀시에 통합된 파워에지 VRTX는 특정 작

업 전용 시스템을 일일이 설치하는 데 비해 케이블을 최대 86%까지 줄일 수 있고, 고객의 시간도 절약할 수 있

다. 게다가 다양한 외부 디바이스와 많은 관리 도구로 인해 야기되는 복잡성과 비용 문제 및 스프롤 현상도 해

소할 수 있다.

향상된 효율성: 델 오픈매니지에센셜로 업그레이드하면 생산성 증대를 만끽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별도의 에

이전트가 필요 없고, 포괄적인 원격 시스템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시간을 절약하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현재 여러 곳에 분산된 IT 자산들을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서버, 스토리지 및 네

트워킹 구성 요소를 능률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델의 섀시 매니지먼트 콘트롤러(Chassis Management 

Controller) 내장형 콘솔도 함께 제공된다.

사전 구성형 솔루션으로 더욱 큰 투자 가치 실현: 수직적인 산업 기업 고객에게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사전 구성형 고급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채널 파트너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델코리아의 한상옥 부장은 “델은 고객의 문제를 위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안하는데 노력해왔다. ‘파

워에지 VRTX’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맞춘 솔루션으로 교육, 헬스케어 시장 및 지사 등 사무실 환경

의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시장을 공략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고객의 성공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

다. (끝)

참고자료

델은 각기 다른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간소성과 민첩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설계된 폭넓은 컨버지드

솔루션과 사전 통합형 솔루션으로 다양한 고객층을 공략하고 있다. 실제로, IDC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컨버지

드 시스템 비용은 2011~2016년 예측 기간보다 54% 이상의 빠른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IT 운용 및 관

리와 관련된 비용 이득 및 효율성, 솔루션 업체 선택의 편의성, 그리고 IT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한 생산성 강

화가 주요 동기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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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네떡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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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전문가 따라잡기 7월 기술세미나가 지난

7월 27일에 선릉역의 네모 솔데스크 아카데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0여명

의 네전따 카페 회원분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세미나를 모두 마친 후에는, 강사님과 오신 분들을

모시고 가벼운 호프와 함께 뒷풀이를 가졌습니다. 

세미나 중에 궁금했던 이야기와 평소에 궁금했던 이

야기, 그리고 이런 저런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세미

나만큼이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트워크 전문가 따라잡기의 다음 오프라인 행사로

는 10월에 제 15호 정기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Voice 기초 따라잡기“에 대한 주

제로 “네토커＂님께서 3시간여에 걸쳐서 PSTN부터

시작하여 Voice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세미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네트워크 전문가 따라잡기 매거진 201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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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전따 매거진 알림네전따 매거진 알림

1. 네전따 매거진 기고 관련

- 네전따 매거진에 기고를 원하시는 카페 회원분들께서는 언제나 열려있으니 ‘네떡지기＇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전따 매거진에 기고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프티콘을 발행 후, 보내드립니다.

매거진 발행을 마치며매거진 발행을 마치며

유난히 힘들었던 매거진 3호의 편집을 마칩니다.�
작년말에 매거진을 기획하면서 힘차게 내딛고자 하였던 의도와는 달리,�처음으로 매거진을 만들면서
아..�괜히 시작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힘겨운 3호 매거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힘든 컨텐츠의 부재로 인해서 회원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리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점이..�제일 큰 것 같습니다.�

매거진에 기꺼이 컨텐츠 사용을 허락해주신 넷트레인의 이경태 원장님과

컨텐츠 기근에 시달려서 사막을 헤매고 있을 무렵,�오아시스를 안겨주신 KrDag 의 수장인 이상훈
커미터님께 정말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 7월 30일 마감을 10여분 앞두고 발행을 종료한
네떡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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