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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IPv4 주소는 고갈되었고 IPv6로의 이는 지연되고 있다. 차선책으로 IPv4 주

소공간의 낭비를 이기 하여 공 망과 사설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주소변환(NAT : Network Address 

Translation) 방안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소공간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  NAT과 PAT  

기반의 네트워크 설계를 기존의 이론 심에서 탈피하기 해 토폴로지 설계 후 패킷 트 이서를 이용하여 공통 

가상 망을 구 하고 시뮬 이션을 통해 결과의 검증이 가능한 효과 인 구 사례를 제시하 다.

ABSTRACT

As the size of the internet market grows rapidly, the number of IPv4 addresses available is being exhausted, while transition to 

IPv6 is being delayed. As the best alternative solution, Network Address Translation(NAT) scheme is being used. It connects the 

public internet network with the private internet network in order to reduce the waste of IPv4 addresses spa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effective example of network based on common virtual network using Packet Tracer with topology designed 

rather than usual theoretical approach in Dynamic NAT and PAT, which allows more efficient use of address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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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Pv4 주소 체계는 A․B․C․D․E의 5개 주소 클

래스(class)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규모나 용도에 맞게 

할당되고 있으나, 신규 네트워크 수요의 증가로 IP 주

소의 고갈과 낭비 문제가 부각되었다. 

IP 주소 고갈문제를 해소하기 한 방법으로 내부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여 하나의 IP 주소를 여러 명

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주소변환(NAT : 

Network Address Translation)의 개념은 1994년 5월 

발표된 CIDR와 NAT의 계를 논의한 RFC 1631에 

기술되어 있다[1].

NAT은 외부 네트워크에 알려진 공인 IP 주소와 

다른 IP 주소를 사용하는 내부 네트워크의 사설 IP 

주소를 변환하는 기법으로 사설 네트워크에 속한 여

러 개의 호스트가 하나 이상의 공인 IP 주소를 사용

하여 인터넷 망에 속하게 함으로서, 인터넷의 공인 

IP 주소를 약할 수 있고, 인터넷이란 공 망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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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용자들의 고유한 사설망을 침입자들로부터 보

호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NAT은 라우터나 방화벽의 일부로서 구 된다.

본 논문은 련연구로 해당 논문들을 검토한 후, 

선행연구로 NAT을 검토하 으며, 본론에서는 토폴로

지를 설계한 후, 동  NAT과 PAT(: Port Address 

Translation)을 용한 라우터와 각 단말기에 IP 주소

를 할당한 공통 가상 망을 구 하여 주소변환이 정상

으로 이루어지는지 검증하기 한 효과 인 구 사

례를 제시하 다. 

II. 련 연구

2.1 논문연구

윤승용 외 3인은 단하나의 로벌 IP 주소에 모든 

로컬 호스트가 할당되면서도 기본 인 NAT 방식처럼 

DNS와 연동하여 Full Access 기능도 지원할 수 있도

록 데이터 로우 구별에 의한 주소변환(NAT-FS : 

NAT by Flow Separation) 기법을 제한하 다[2].

고문 , 민상원은 라우터에 할당된 공  인터넷 주

소를 이용하여 공  인터넷 사용과 외부로부터 사설

망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하여 NAT 

구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 으로 제시하 다[3].

조태경, 박병수는 소규모 기업이나 사무실에서 

NAT을 사용하는 경우 외부에서의 근을 허용하기 

해서  NAT 테이블을 수정함으로서 사설망 내부의 

특정 서버에 근할 수 있는 확장된 개념의 NAT과 

이러한  NAT 기능을 이용하여 구성된 사설망 간의 

연결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4].

황성 , 이 석은 NAT 탐지를 해 제안되어 리 

사용되는 ID 필드를 이용한 방법을 실험 으로 분석

한 결과 서 넷의 계층이나 운 체제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NAT 이용 호스트를 탐지하기 어렵

다는 것을 검증하 다[5].

한석  외 2인은 NAT의 주소변환 테이블에 없는  

바인딩과 련된 패킷을 제거하는 필터링 특성 때문

에 발생하는 NAT Traversal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P-CSCF(: Proxy-Call Session Control Function)를 

활용하여 부가 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NAT  

Traversal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6].

2.2 선행연구

2.2.1 NAT 개요

NAT의 개념은 1994년 5월 발표된 CIDR(: 

Classless Inter Domain Routing)와 NAT의 계를 

논의한 RFC 1631에 기술되어 있다.

NAT은 그림 1과 같이 네트워크 외부와 통신을 

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공인 IP 주소와 네트워크 

내부에서 사용하는 다수의 사설 IP 주소를 상호 변환

하는 네트워크 주소변환 기술이다.

그림 1. NAT 개념

Fig. 1 Concept of NAT

사설망의 IP 주소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으므로 침

입자들로부터 사설망을 보호할 수 있고, 공개된 인터

넷과  사설망 사이에 방화벽(Firewall)을 설치하여 외

부 공격으로부터 사용자의 통신망을 보호할 수 있어 

일정 부분 보안성이 담보된다.

한 사설 IP 주소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경

제 으로 유리하며 망에 연결된 PC 리도 용이하다.

표 1은 사용 가능한 사설 IP 주소 역이다.

표 1. 사설 IP 주소

Table 1. Private IP address 

Class private IP address band

A 10.0.0.0 ～ 10.255.255.255 10.0.0.0 /8

B 172.16.0.0 ～ 172.31.255.255 172.16.0.0 /12

C 192.168.0.0 ～192.168.255.255 192.168.0.0 /16

2.2.2 NAT의 용 사례

NAT은 인트라넷과 같이 네트워크 내부에서 비공

인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고 외부 인터넷으로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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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공인 IP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와 기존에 사

용하던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에서 새로운 

ISP로 바꾸면서 내부 체의 IP를 바꾸지 않고 기존

의 IP 주소를 그 로 사용하는 경우에 용한다.

한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던 2개의 인트라넷을 

연결되어 사용하던 사설 IP 주소 역이 겹치는 경우

와 밖에서 하나의 주소로 보이는 호스트가 내부에서

는 여러 개의 호스트에 매핑 하도록 하여 서버의 로

드를 분배하는 경우 등에 용한다[7].

2.2.3 NAT 종류

NAT은 라우터에서 설정하며, 종종 통합된 방화벽

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공인 IP 주소와 사설 IP 주소

의 변환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8].

⑴ 정  NAT (1:1)

그림 2와 같이 하나의 사설 IP 주소와 하나의 공인 

IP 주소를 1:1로 직  매핑 하도록 설정하는 방식으

로,  호스트가 변하지 않는 공인 IP 주소를 가져야 할 

경우 사용한다.

DNS 서버나 이메일 서버 같이 외부 인터넷 망에

서  내부 사설망을 속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며 

공인 IP 주소를 통해서 속이 가능하다.

그림 2. 정  네트워크 주소변환

Fig. 2 Static NAT 

 ⑵ 동  NAT (m:n)

그림 3과 같이 다수의 사설 IP 주소와 다수의 공인 

IP 주소를 m:n으로 매핑 하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공인 IP 주소가 사설 IP 주소보다 을 경우에 사용

한다.

사설망에서 인터넷에 속할 때 주로 사용되며, 사

설 IP 주소는 다수의 공인 IP 주소  사용되지 않는 

주소와 매핑 되어 사용된다. 

다만 사설망의 단말기가 10  이상인 경우 NAT 

라우터의 역주소 풀의 공인 IP 주소가 10개라면, 아

무리 단말기가 많아도 한번에 10 만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문제 을 안고 있다.

그림 3. 동  네트워크 주소변환

Fig. 3 Dynamic NAT 

⑶ PAT ( n:1 )

그림 4와 같이 다수의 사설 IP 주소를 1개의 공인 

IP 주소의 TCP나 UDP의 port 번호와 매핑 하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공인 IP 주소만 있어도 내

부 네트워크 체 주소를 변환할 수 있는 오버로딩 

기능이 있으므로 동  NAT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

다.

사설 IP 주소가 외부로 변환되어 나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다시 돌아오는 트래픽에 한 역변환이 불가

능 하므로, PAT은 IP 주소에 포트번호를 사용하여 

돌아오는 트래픽에 해서 올바른 역변환이 가능하도

록 한다.

그림 4. 포트 주소변환

Fig. 4 Port address translation 

Ⅲ. 본  론

본 논문에서는 그림 5와 같이 동  NAT과  PAT

을 공통으로 용할 수 있는 토폴로지에 기반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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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망을 구 한 다음, 해당 변환 기법에 맞도록 라우

터를 각각 설정한 후, 시뮬 이션을 실시하여 검증하

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5. 동  NAT과 PAT의 구   검증 사례

Fig. 5 The case study for implementation and verification 
of dynamic NAT & PAT 

3.1 토폴로지 설계

동  NAT과 PAT의 구 과 검증 사례연구를 

해, 그림 6과 같이 공통으로 용할 수 있는 사설망과 

공 망을 갖는 토폴로지를 설계했다.

토폴로지에서 192.168.0.0 네트워크는 다수의 사설 

IP 주소를 갖는 사설망으로서 구   검증을 해 5

개의 PC가 연결되어 있도록 구성했고, 20.0.0.0과 

30.0.0.0 네트워크는 공인 IP 주소를 갖는 공 망이다.

그림 6. 토폴로지 설계

Fig. 6 Topology design

공인 IP 주소를 갖는 20.0.0.0 네트워크에는 서버가 

연결되어 있고, 30.0.0.0 네트워크는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에 Point-to-Point 시리얼 연결로서 2개의 IP 주

소가 필요하므로, 서 넷 주소와 로드캐스트 주소를 

포함한 4개의 호스트가 가능한 가장 작은 서 넷을 

생성시켜 시리얼 포트를 할당했다.

표 2는 상기 토폴로지 설계 사양을 나타낸다.

표 2. 토폴로지 설계 사양

Table 2. Design specification for topology
IP/suffix port Equip. IP/suffix port Equip.

192.168.0.2 - 6 /16 fa0/2-6 PC 1-5 30.0.0.2 /8 s0/2/0 R2

192.168.0.1 /16 fa0/0 R1 20.0.0.1 /8 fa0/0 R2

30.0.0.1 /8 s0/2/0 R1 20.0.0.2 /8 Server1

3.2 공통 가상 망 구

실제 네트워크와 차이는 있지만 동  NAT과  

PAT의 구 과 검증 사례연구를 해, 그림 6과 같은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그림 7과 같은 가상 망을 패킷 

트 이서로 구 하 다[9-10].

IP/suffix port Equip. IP/suffix port Equip.

192.168.0.2 /16 fa0/1 PC1 192.168.0.1 /16 fa0/0 R1

192.168.0.3 /16 fa0/2 PC2 30.0.0.1 /8 s0/2/0 R1

192.168.0.4 /16 fa0/3 PC3 30.0.0.2 /8 s0/2/0 R2

192.168.0.5 /16 fa0/4 PC4 20.0.0.1 /8 fa0/0 R2

192.168.0.6 /16 fa0/5 PC5 20.0.0.2 /8 Server1

그림 7. 공통 가상 망 구

Fig. 7 Implementation of common virtual networks

3.2.1 동  NAT 구성

그림 7의 공통 가상 망에서 사설망은 192.168.0.0 

네트워크이고, 라우터 R1(1841)은 동  NAT 기능을 

갖도록 그림 8과 같이 라우터 R1을 설정하 다.

라우터 R1에서 50.0.0.1～50.0.0.4까지 4개의 공인 IP 

주소를 보유한 nat pool인 test(외부망 역 )를 만든 

후, 192.168.0.0 사설망을 갖는 라우터 R1의 nat pool

만 동  NAT을 허용하도록 필터링을 했다.

PC에 연결되어 있는 fa 0/0 포트를 nat inside로 설

정하여 들어오는 정보의 공인 IP 주소를 사설 IP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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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변환하고, 라우터로 나가는 s 0/0/0 포트를  nat 

outside로 설정하여 나가는 정보의 사설 IP 주소를 보

유 인 R1 nat pool인 test의 공인 IP 주소  50.0.0.1～

50.0.0.4  1개로 변환하도록 했다.

그림 8. 동  NAT에서 R1의 명령어

Fig. 8 Commands of R1 on dynamic NAT

라우터 R2(1841)는 공 망 사이의 경로배정이므로 

네트워크 주소변환 기능이 없으며, 그림 9와 같이 디

폴트 라우 으로 설정하 다.

그림 9. R2의 디폴트 라우

Fig. 9 Default routing of R2

3.2.2 PAT 구성

PAT은 하나의 공인 IP 주소만 있어도 내부 네트워

크 체 주소를 변환할 수 있는 overload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설 IP 주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7의 공통 가상 망에서 사설망은 192.168.0.0 

네트워크이고, 라우터 R1(1841)은 PAT 기능을 갖도

록 그림 10과 같이 라우터 R1을 설정하 다.

라우터 R1에서 동   NAT과 달리 유일한 공인 IP  

주소 50.0.0.1의 포트번호인 overload를 사용하도록  

nat pool인 test(외부망 역 )를 만든 후,  

192.168.0.0 사설망을 갖는 라우터 R1의 nat pool만 

PAT을 허용하도록 필터링을 했다. 

PC에 연결되어 있는 fa 0/0 포트를 nat inside로 설

정하여 들어오는 정보의 공인 IP 주소  포트번호를 

사설 IP 주소와 포트번호로 변환하고, 라우터로 나가

는 s 0/0/0 포트를 nat outside로 설정하여 나가는 정

보의 사설 IP 주소와 포트번호를 보유 인 R1 nat 

pool인 test의 공인 IP 주소 50.0.0.1의 포트  1개로  

TCP 는 UDP 통신을 통해 변환해 주게 된다.

PAT에서 내부 사설 IP 주소가 외부로 변환되어 나

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시 돌아오는 트래픽에 

해서 역변환이 불가능하므로, PAT은 IP 주소에  

포트번호를 사용하여 돌아오는 트래픽에 해서 올바

른 역변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0. PAT에서 R1의 명령어

Fig. 10 Commands of R1 on PAT

3.3 시뮬 이션 결과

3.3.1 동  NAT 시뮬 이션 결과

PC 1～5에서 Server1으로 ping을 실시하여, 그림 

11과 같이 네트워크가 정상 으로 구동하는 것을 확

인하 다[11-12].

그림 11. Ping test 결과

Fig. 11 The result of p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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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P가 ping을 보내면 패킷이 R1에 도달하게 되

고, R1은 access list 1을 통과할 수 있는지 소스 주소

를 검한다. 이때 패킷이 192.168.0.0의 네트워크에서 

생성되었다면 access list 1을 통과하게 되고, 라우터

는 주소변환을 해 NAT pool을 확인하게 된다.  

라우터 R1에서 debug ip nat 명령어를 입력한 후,  

PC에서 ping을 날려보면 사설 IP 주소가 어떤 공인  

IP 주소로 변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에서  

192.168.0.2가 50.0.0.1로 변경되어 20.0.0.2로 통신이 되

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다.

그림 12. R1에서 debug command의 출력

Fig. 12 The output of debug command on R1

3.3.2 PAT 시뮬 이션 결과

PC 1～5에서 Server1으로 ping을 실시하여, 역시 

그림 11과 같이 네트워크가 정상 으로 구동하는 것

을 확인하 다.

ICMP가 ping을 보내면 패킷이 R1에 도달하게 되

고, R1은 access list 1을 통과할 수 있는지 소스 주소

를 검한다. 이때 패킷이 192.168.0.0의 네트워크에서 

생성되었다면 access list 1을 통과하게 되고, 라우터

는 주소변환을 해 NAT pool을 확인하게 된다. 

라우터 R1에서 show ip nat translations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 그림 13과 같이 사설 IP 주소  포트번

호 192.168.0.6:port number가 외부로 나갈 때 공인 IP 

주소  포트번호 50.0.0.1:port number로 변경되어 통

신이 되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다.

여기서, 포트번호는 2 byte로 이루어져 65,536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1,204～35,535에서 임의의 

포트번호를 부여하여 각 PC를 구분하게 된다.

그림 13. PAT의 주소 패핑

Fig. 13 Address mapping on PAT

그림 13에서 inside global은 외부로 변환되어 나갈 

공인 IP 주소와 포트번호이고, inside local은 변환되기 

 사설 IP 주소와 포트번호이다. outside local은  외

부 호스트의 공인 IP 주소와 포트번호이고, outside 

global은 외부 네트워크의 한 호스트에 할당되는 IP 

주소와 포트번호이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각 학 컴퓨터 련 학과에 개설되어 있

는 컴퓨터 네트워크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동  

NAT과 PAT 련하여 토폴로지에 기반 한 공통 가

상 망을 구 한 후, IP 주소변환이 정상 으로 이루어

지는지 검증하기 한 효과 인 구 사례를 제시하

다.

제시된 구  사례는 5개의 호스트를 갖는 사설망과 

2개의 라우터  1개의 Server를 갖는 공인 IP 망으

로  구성한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한다.

이후 패킷 트 이서 시뮬 이터를 활용하여 공통 

가상 망을 구 한 후, 라우터 R1에 동  NAT과  

PAT이  동작하도록 명령어를 설정하 다.

동  NAT과 PAT으로 설정된 공통 가상 망의 라

우터에서 show ip nat translations 명령을 실행하여 

IP 주소변환을 검증하 고, 각 PC에서 Server까지 주

소와 포트가 변환되는 과정도 각각 검증하 다

시뮬 이션 결과, ping, tracert 명령과 시뮬 이션 

넬을 통해 IP 주소  낭비를 최 한 이면서 공통 

가상 망이 정상 으로 동작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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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  사례는 토폴로지 상에서 기존 이론 

심의 동  NAT과 PAT을 검토한 후 부분의 수

업에서 락된 검증  추  실습과정을 연계하 다. 

제안된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한 공통 가상 망의 라

우터 R1에서 debug ip nat, show ip nat translations 

명령어를 설정한 검증과 각 PC에서 ping test와 

tracert 명령과 시뮬 이션 넬을 통한 검증을 통해

서  동  NAT과 PAT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우수한 학습 결과가 기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동  NAT과 PAT 기능을 갖

는 라우터에 한 구  사례는 유사 논문이 발표된 

이 없으므로 기존 논문과 비교 분석하여 장단 이

나 개선 을 제시할 수 없었던 을 아쉽게 생각한다.

향후, 제시된 동  NAT과 PAT 기능을 갖는  라

우터에 한 구  사례를 실제 수업에 용하여 문제

을 도출하고 취약 을 보완해야 하며,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분석하여 제시된 각 사례의 네트워크 효율

성 평가를 검증하는 등의 보다 다양한 분야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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