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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만간 우리와 친숙하게 될 IPv6 는 여러 가지의 새로운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예로, 안
정성과 auto configuration 을 도입한 쉬운 setup 등 기존에 IPv4 에서 아쉬웠던 많은 특징들이 더해

졌다. 그래서인지, 마치 IPv6 는 IPv4 에서 있었던 보안 문제점들을 해결 해줄 수 있는 해결사로 
믿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IPv6 발전과 더불어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security 문제점들

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많은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IPv6 의 보안상의 문제점과 해결책들을 짚어봄으로써 해커들로부터 자신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문제 발생시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1. 서론  

우리와 친숙하게 될 IPv6 와 SCTP 에는 여
러 가지의 새로운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예로, 안정성과 autoconfiguration 을 도입한 쉬운 
네트워크 셋업 등 기존에 IPv4 에서 아쉬웠던 
많은 특징들이 더해졌다. 그래서인지, 마치 
IPv6 는 IPv4 에서 있었던 보안 문제점들을 해
결 해줄 수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 사실인 즉, 
IPv6 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보안 문제점

들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다. 이제 많은 네트

워크 관리자들이 IPv6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금에 IPv6 에서의 보안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해커들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문제 발생 
시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이 본 논문에 주된 목적이다. 

2. IPv6 와  SCTP 소개  

현재 인터넷 상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대
표적인 프로토콜들은 transport 계층에서는 TCP 
와 UDP 를 들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 계층에

서는 IPv4 를 들 수 있다. 이 두 계층의 세 프
로토콜들은 처음 설계되었을 당시, 현재 인터

넷에 대한 제반의 기술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설계가 되었다. 그 당시에 존재했던 application
들만을 위하여 설계가 되어진 이유로 설계 이

후에 탄생한 application 들에게는 성능발휘에 
제한된 부분이 있다. 최근 들어 이렇게 제한된 
부분을 보안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지고 있
고, 그 대표적인 결과물로 IPv6 와 SCTP 가 탄
생되었다. 이번 절에서는 이 새롭게 제안된 프
로토콜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2.1 IPv6 

인터넷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속도로 발전

해 가면서, 90 년대초에 기존의 IP 로는 인터넷

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1992 년 7 월에는 급기야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가 다음 세
대의 IP 에 대한 제안서를 요구했다. 많은 제안

서를 토대로 해서 1994 년에는 IPng (IP next 
generation)에 대한 설계가 마무리 되었고 이듬

해인 1995 년에야 비로서 IPng 에 대한 RFC 
(Request For Comments) 가 첫 선을 보였다. 

IPv6 가 가장 절실했던 이유는 232 개로 고
갈된 IP 주소이다. 설계 당신 아무도 40 억 개
의 IP 주소가 이렇게 빨리 고갈될 것이라고 생
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80 년대 말부터 
IP 주소의 고갈은 예견되어졌고, DHCP 
(Dynamic Host Control Protocol) 와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을 개발해서 한시적으로 나
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지만, 궁극적인 문
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32 비트의 IP 주소를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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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 외에도 IPv6 는 IPv4 
에 비해 많은 성능 향상을 가져다주었다. 이번 
chapter 에서는 IPv6 가  일궈낸 성능 향상에 대
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림 1: 일반적인 IPv6 주소 형식  

2.1.1 주소체계 

v6 에서는 IPv4 에서의 32 비트의 IP 주소 
비트 수를 128 비트로 늘렸다. 늘어난 IP 주소 
수만 해도 무려 296 배이고, 이 개수는 지구 
1m2 마다 223 개의 IP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렇게 큰 숫자이다. 

IPv4 에서는 unicast, broadcast 그리고 
multicast 이렇게 세 종류의 주소가 있다. IPv6
에서는 마찬가지로 세 종류의 주소가 있지만 
많은 보안 문제를 야기 시켰던 broadcast 가 빠
지고 대신에 anycast 가 새로 추가가 되었다. 그
림 1 에서처럼 IPv6 주소는 세 가지 요소로 구
성되어 있다. Global routing prefix 는 위에서 언
급한 세 가지 주소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 그리

고 한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소의 범위를 구
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Subnet ID 는 한 사이트 
내에서의 링크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마
지막으로 Interface ID 는 링크내에서의 interface
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2.1.2 라우팅 성능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가 외부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트래픽 양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외부 트래픽을 
제어하는 라우터의 성능이 네트워크의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비록 IPv6 에서

의 header가 IPv4 에서의 20 바이트 보다 두 배 
증가한 40 바이트 이지만, 결정적으로 라우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필드 수는 12 필드에서 
8 필드로 줄어서 실제적으로 성능향상에 일조

했다. IPv6 의 header의 길이 고정된 반면에, 
IPv4 의 header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진 헤더 길이 덕분에 라우터에서 패킷 
processing 하는 일이 많이 단순화 되었다. 마지

막으로 패킷 fragmentation이 엄격히 통제가 되
어서, 오로지 송신 호스트에서만 가능하게 되

었다.1

 
그림 2: 40 바이트 IPv6 header 

2.1.3 네트워크 서비스 (Network Service) 

그림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IPv6 header 중
에 8 비트의 priority 필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이 필드 에 용도는 IP 가 운반하는 
application 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class
를 부여할 수 해주는 필드 이다. 예를 들어 실
시간 비디오 application 의 경우에 적절한 값을 
이 priority 필드 에 부여함으로써 해당하는 
flow 를 application 특성에 따라 특별하게 취급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2.1.4 보안 (security capabilities) 

IPv6 에서는 IPv4 에서 들어났던 보안에 관
한 문제점들이 많이 보안이 되었다. IPsec 은 
IPv4 에서와 마찬가지로 IPv6 에서도 포함이 되
어졌다. 단, IPv6 에서는 IP option header 중 AH 
(Authentication Header) 와 ESP (Encapsulated 
Security Payload) 를 사용하는 차이점이 있다. 

IPv6 에서의 많은 숫자의 IP 주소들은 IP 주
소를 scanning 해서 개인 컴퓨터나 기업 네트워

크로 침입하려는 의도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IPv6 에서는 IP 주소들을 자동으로 정렬하는 
auto configuration of address 를 도입했다. 이 새
로운 시스템의 원래의 목적은 개인이나 기업에 
주어진 IP 주소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체계적

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었지만,  불순한 네트

워크 공격자 (malicious attackers) 가 침입을 하
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해서 네트워크 보안에 
큰 보탬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random 

                                                           
1 패킷 fragmentation 은 IPv4 에서도 금지 되어있다. IPv6 
와의 차이는 그 엄격성의 강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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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ning 과 같은 공격에 대해서는 IPv6 의 새
로운 보안 장치도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3: SCTP 패킷 형식. 공통 header 와 데이터 chunk
들 

2.2 SCTP 

인터넷 생성 초기부터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두 개의 전송 프로토콜 
즉, TCP 와 UDP 를 사용해 왔다. 이 두 프로토

콜은 범용으로 설계되어져서 초기부터 전송 프
로토콜로 무난하게 사용 되어져왔다. 인터넷에

서 통용되고 있는 application 들의 숫자가 설계 
당시의 그 숫자를 훨씬 앞지른 작금에는 
application 들의 종류도 많아졌지만, 각각의 
application 마다 네트워크 서비스로부터 기대하

는 바가 판이 하게 다른 실정이다. 범용으로 
쓰이던 두 프로토콜만으로 다양한 기대치를 충
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

면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

운 전송 프로토콜에 관심이 높아졌다.  
2000 년 10 월에 IETF 는 SCTP (Stream 

Control Transmission Protocol) 을 인증하기에 이
르렀다. SCTP 는 IETF 의 Signaling Transport 
(Sigtrans) working group 이 주축이 되어서 voice-
over-IP (VoIP) 의 특별한 call control signaling 으

로 개발되었다. SCTP 의 유효성이 점차 입증되

면서 IETF 는 SCTP 를 세 번째 전송계층의 프
로토콜로 인정하게 되었다. 

TCP 와 마찬가지로, SCTP 는 point-to-point, 
connection-oriented 프로토콜이며 IP 프로토콜 
상위 계층에서 동작한다. 또한 SCTP 는 TCP 와 

흡사한 congestion control 을 채택하고 있다. 반
면, TCP 에서는 다소 어렵게 여겨졌던 멀티미디

어 관련 그리고 VoIP 관련 applications 전송에 
유리한 option 들을 SCTP 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1: SCTP, TCP 와 UDP 의 각 서비스에 따른 특징 비교 
Service / Feature SCTP TCP UDP
Full-duplex data transmission yes yes yes 
Connection-oriented yes yes no 
Reliable data transfer yes yes no 
Partially reliable data transfer opti yes no 
Ordered data delivery yes yes no 
Unordered data delivery yes no yes 
Flow and congestion control yes yes no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 support yes yes no 
Selective ACKs yes opt no 
Preservation of message boundaries yes no yes 
Path maximum transmission unit 
discovery yes yes no 
Application data fragmentation/bundling yes yes no 
Multistreaming yes no no 
Multihoming yes no no 
Protection against SYN flooding attack yes no n/a 
Half-closed connections no yes n/a 

표 1 에서는 SCTP 의 특징과 서비스들을 
TCP 그리고 UDP 의 그것들과 비교한 도표이

다. 특별히 SCTP 에서는 커넥션을 association
이라 부르고 association 내에 복수의 IP 주소를 
허용하는 multihoming 과 한 개의 association 안
에서 복수의  stream 을 독립적으로 전송하는 
multistreaming 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에서 
보듯이 chunk 들은 서로 다른 stream 에 속하는 
데이터들이다. 이 chunk 들이 하나의 패킷에 
multiplexing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TCP 
에서의 three-way handshake 대신에 SCTP 는 
four-way handshake 를 채택하여 blind DOS 
(denial of service) 공격을 방어하고 있다. 다음에

는 SCTP 내에서 채택하고 특징에 대해 알아보

기로 하자. 

2.2.1 Multihoming 

Multihoming 은 SCTP 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다. Multihomed 호스트는 
복수의 IP 주소로 접속이 가능하므로 가령 한 
개의 IP 주소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다른 IP 
주소를 호스트에 접속할 수 있는 있다. 또한 
multihomed 호스트는 여러 개의 IP 주소 중에

서 “우선 IP 주소“를 정하고 이 "우선 IP 주
소”  만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다가, 전
송에 문제가 생겨서 재전송을 해야 될 경우에

는 다른 IP 주소를 통해 재전송을 한다. 이렇게 
되면 전송 문제로부터 SCTP 커넥션을 빨리 복
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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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CTP multistream association  

2.2.2 Multistreaming 

Multistreaming 은 SCTP 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주목받고 있는 특징이다. 복수의 
application 소스로부터 받은 각각의 데이터 
stream 들을 하나의 association 안에서 
multiplexing 하는 것을 multistreaming 이라고 한
다. 

그림 4 에서는 SCTP multistream 에 대한 일
례를 들고 있다. Association 셋업단계에서 호스

트 A 가 호스트 B 에게 세 개의 streams (0 ~ 2) 
를 요구했고, 호스트 B 는 호스트 A 에게 한 개
의 stream (0) 을 요청했다. 한 개의 stream 안에

서는 stream sequence number (SSN) 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순서를 확인하지만, 서로 다른 스트

림끼리는 데이터 순서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커넥션 안에서의 기본 단위를 바이트로 삼

는 TCP 는 순서가 바뀌어서 도착한 바이트들

을 수신 큐에 보관하고 있다가 잃어버린 바이

트가 도착해야 비로소 수신 큐의 바이트들을 
수신 socket 으로 전달한다. 이로써 순서가 바꾸

어서 도착한 바이트 때문에 정상적으로 도착한 
바이트들도 수신 socket 으로 전달되는데 불필

요하게 기다려야 되는 head-of-line (HOL) 
blocking 이 초래된다. 반면, 커넥션에서의 기본 
단위를 스트림으로 보는 SCTP 에서는 비록 스
트림의 도착순서가 보낸 순서와 달라 뒤죽박죽

이 되어도 한 스트림 안에서만 데이트가 바꾸

지 않았으면, 바로 수신 socket 으로 전달되어 
HOL blocking 을 모면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SCTP 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TCP 와 흡사한 congestion control: SCTP 에서는 
TCP 에서 congestion control 로 쓰이고 있는 
slow-start, congestion avoidance, 그리고 fast 
retransmit 을 채택하고 있다. 

 Selective acknowledgment: acknowledgement 방식 

역시 TCP 에서 부분적으로 쓰이고 있는 
selective acknowledgement 방식을 사용한다. 

 Heartbeat keep-alive control packet: 복수의 IP 주
소를 포함하고 있는 association 에서는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선 IP 주소”  로 
사용되는 interface 를 제외한 나머지 interface 에 
대해 정기적으로 heartbeat 패킷을 전송한다. 이
로써 무응답 횟수가 정해진 숫자를 초과하는 
interface 에 대해서는 그  interface 를 사용하는 
IP 주소를 association 에서 제거하게 된다.   

 DOS protection: "cookies" 와 four-way handshake
를 사용해서 blind port scanning 으로부터 시스템

을 보호한다.  

3. IPv6 보안  

IP 계층에서 보안에 관한 기능을 포함한다

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여러 번 재시 되어 왔
다.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은 기대하기가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보안은 어는 
한 계층에서 특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
니고 각자의 계층에서 요구되는 보안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IP 계층에서의 
보안은 많은 computing 부하를 유도하지만, 다
음과 같은 종류의 공격들에 대해 보안 기능을 
부여하기에 적당한 계층이기도 하다.  

 패킷 스니핑 (sniffing): 나와 상관없이 남에게로 
전달되는 패킷을 몰래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현존하는 네트워크는 패킷 스니핑은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IP 스프핑 (spoofing): 결정권자의 오판을 유도

하기 위해 소스 IP 주소나 목적지 IP 주소를 
특정한 주소를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커넥션 하이젝킹 (hijacking): 한 커넥션에서의 
모든 IP 패킷들을 불순한 속임수가 포함된 IP 
패킷들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상기된 공격들에 대한 대응책들이 
주로 application 계층에서 제시 되어 졌다. 이
런 대응책들은 상호 연계하기가 어렵고 또한 
다른 계층에서 제안된 대응책과 중복되는 부분

이 많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던 차에 
IPv6 은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IPv6 에서 
제안된 상기 공격들에 대한 대응책의 특징들을 
이번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한 가지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IPv6 에서는 extension 
header 를 이용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성능을 우선하는 커넥션에서는 이 
옵션 header 를 배제함으로서 자칫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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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ing 파워를 보안을 위해 잃어버리는 것
을 막을 수 있다. 

3.1 보안에 관계된 특징들 

IPv6 의 extension header 에는 두 개의 보안과 
관련 있는 보안 header 가 있다. 보안 header 에

는 authentication header (AH)와 encrypted security 
payload (ESP)가 있다. IPv6 는 이 두 보안 header
를 이용하여 상기된 세 가지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 주로 AH 는 스프핑을 억제하는데 쓰이며 
ESP 는 IP 데이터를 암호화를 하여 정해진 수
신자 외에는 데이터를 열람할 수 없게 하는데 
쓰인다. 

AH 와 ESP 모두는 양방 간에 사용할 알고

리즘과 파라미터를 정하기 위해 security 
association (SA)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SA 는 오
로지 한쪽 방향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어서, 양
방 간의 통신에서는 두 개의 SA 를 필요로 한
다. SA 는 security parameter index (SPI)와 수신 IP 
에 의해 결정이 된다. SPI 는 IPv6 authentication 
header 에서 찾을 수 있다. 

3.2 키 관리 

IPsec 에 있어서 선결사항은 하나의 통신에 
참여하는 모든 호스트들이 공통의 키를 가지고 
보안 header 를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으

로 공통의 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IPv6 에서는 수동으로 하는 
방법과 자동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의 
키 관리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수동으로 하는 방법은 관리하는 인력에 대
한 비용뿐만 아니라 확장성면에서도 효과적이

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제한된 환경, 즉 소수의 호스트들이 사람들

의 입력에 동기화되어 움직이는 환경에서는 자
주 사용된다. 

자동으로 키를 관리하는 방법은 ISAKMP 
(Internet Security Association and Key Management 
Protocol)과 Oakley 프로토콜을 조합해서 만든 
ISAKMP with Oakley 를 들 수 있다. 이 방법 외
에도 SKIP (Simple Key-management for Internet 
Protocols)이라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
다. 

4. SCTP 보안  

SCTP 는 프로토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안정되고 시간적으로 정확한 전송 서비스 제공 

 SCTP 에 의해 전송되는 정보의 무결성 

이 chapter 에서는 위의 두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5: 쿠키와 four-way handshake 를 이용한 SCTP 
association 셋업 순서 

4.1 서비스 차원의 보안 

인터넷 상에서의 가장 빈번한 위협은 blind 
DOS 공격이다. TCP 에서는 커넥션 셋업 시에 
커넥션을 요구하는 소스 (sources) 호스트에 대
한 authentication 이 미비하다는 허점을 이용하

는 것이 바로 blind DOS 공격이다.  
커넥션을 맺는 두 호스트 중, 커넥션을 먼

저 요구하는 쪽을 클라이언트 (client) 라고 부
르고 나머지 다른 한쪽을 서버라고 부르면, 클
라이언트가 IP 헤더에서의 소스 IP 주소를 임
의로 정해서 SYN 패킷을 송신한다. 서버측은 
이 SYN 패킷이 도착하면 프로토콜 결함으로 
인해 소스 IP 주소 확인절차 없이 protocol 
control block (PCB) 은 생성한다. 만일, 나쁜 의
도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위에서 언급한 SYN 
패킷을 엄청난 속도로 한 서버를 향해 발생시

킨다면 서버는 금세 모든 메모리를 socket 의 
PCB 로 소진하게 되게 곧 무능력하게 된다. 이
런 종류의 공격을 blind DOS 공격이라 일컫는

다. 
SCTP 는 blind DOS 공격에 대한 취약점을 

그림 5 에서처럼 쿠키로 대응하고 있다. 그림 5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서버는 association 셋업이 
개시되었지만 "COOKIE-ECHO" 패킷을 받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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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아직 “ closed" 상태이다. ” closed" 상태

임으로 클라이언트에 관한 어떤 정보도 기억하

지 않고 있으며, blind DOS 공격에 원인을 제공

했던 PCB 또한 생성하지 않고 있다. 클라이언

트는 "INIT ACK"에 포함되어 있는 쿠키를 바
로 “COOKIE ECHO" 패킷에 담아서 서버로 전
송한다. 쿠키는 양방 호스트의 IP 주소, 스트림 
번호, timestamp 그리고 쿠키의 TTL (Time To 
Live)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클라이

언트가 blind DOS 공격을 할 의도로 가장된 소
스 IP 주소를 "INIT" 패킷에서 사용했다면 서
버는 ”INIT ACK" 패킷을 가장된 소스 IP 주소

로 보낼 것이며 가장된 주소된 전송된 "INIT 
ACK" 는 가장 주소를 소유하고 있는 호스트에 
의해 무시되어 진다. 결과적으로 커넥션은 맺
어지지가 않고, 불순한 의도의 클라이언트의 
blind DOS 공격은 수포로 돌아간다. 

쿠키가 사용되어지는 주된 의도는 커넥션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지 않고 
쿠키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나 네트워크에 보
관하려 함이다. 쿠키의 사용으로 DOS 공격을 
면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man in the 
middle" 같은 공격에는 대응책이 제시되어지지 
않고 있다. 

4.2 정보의 무결성 

정보의 무결성이라 함은 수신자에게 전달되

는 정보는 반드시 송신자가 보낸 정보와 다름

이 없어야 하고 (integrity), 송신자가 의도하는 
수신자 외에는 아무도 이 정보를 열람하지 못
함 (confidentiality) 을 말한다. 이 정보의 무결

성을 위해 SCTP 는 IPsec 과 TLS (Transport 
Layer Security)를 채택하고 있다. 

IPsec 은 IPv4 와 IPv6 모두에서 사용가능하

며 내부에 두 개의 프로토콜을 두고 있다. 
Authentication Header (AH) 와 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 (ESP)들이 바로 그것이다. ESP
는 상위 프로토콜에 대하여 데이터 무결성, 
authentication 그리고 secret service 를 제공하며 
AH 는 상위 프로토콜에 데이터 무결함과 
authentication 을 제공한다. 

TLS 는 SCTP 에 정보의 무결함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버 authentication: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서버의 identity 를 보장하는 서비스다. 

 클라이언트 authentication: 사용자의 identity 를 
서버에 보장하는 서비스이다. 

 암호화된 메시지 전달: 모든 정보는 관계자 외
에 정보 열람을 금지하기 위하여 암호화되어 
있다. 이 암호화 서비스를 TLS 가 제공한다. 

IPsec 과 TLS 를 SCTP 와 함께 사용할 때, 
가능한 프로토콜 스택이 그림 6 에 나타나 있
다. 

 
그림 6: SCTP 와 IPsec 그리고 TLS 의 사용 가능한 프로

토콜 스택  

5. IPv6 와  SCTP 의  현재  

북아메리카에서의 IPv6 는 다소 주춤한 상태

지만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이미 시험단계를 거
처 상용화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아직 일반 사
용자들이 IPv6 를 사용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IPv4 에서 IPv6 로 변화해서 사용하는 
기법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다. SIT (Six In Tunnel), 
6to4 automatic tunnel, 그리고 Teredo (IPv4 over 
UDP) 라고 불리는 기법들이 IPv4 에서 IPv6 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기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

어지고 있다. 상기의 세 기법들은 반드시 IPv6 
터널 중개인을 거쳐야 된다. 즉 IPv6 용으로 생
성된 패킷이 터널 중개인까지 IPv4 망을 통해 
터널링이 되고, 중개인은 터널링을 통해 도착

한 패킷에서 IPv4 헤더를 버리고 그래서 순 
IPv6 만으로 구성된 패킷을 IPv6 망을 통해 최
종 도착지로 보내다. IPv6 망으로는 Internet6 와 
6bone 이 대표적이고, 한국에서는 한국전산원에

서 IPv6 망을 제공하면 동시에 IPv6 터널 중개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명 컴퓨터 운영체제들도 대부분이 IPv6 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Microsoft Windows
는 XP 시리즈부터 IPv6 를 지워하고 있으며 
Unix 및 Unix clone 운영체계들은 이미 IPv6 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가정에서의 대부분의 네트워크 사용자들은 
DSL 라우터의 NAT 기능을 이용하여 복수의 
개인 컴퓨터에서 IPv4 망에 접속하고 있다. 
Low-end DSL 라우터들은 아직 IPv6 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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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다. 그러나 Teredo 같은 제품을 사용

하여 즉 IPv6 over UDP 기술을 사용하여 무난히 
IPv6 망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IPv6 의 저변확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트워크 관리자들은 IPv6 에 대한 준비를 소홀

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IPv6 에 대한 보안

문제는 그만큼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 이제 마지막으로 IPv6 에서 발생 가능한 보
안 문제들에 대해 점검을 해보기로 하자. 

6. IPv6 에서의  보안상의  문제점  

IPv6 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도구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인터넷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IRC 채팅에서는 공공연하게 IPv6 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도구가 거래되는 것이 자주 목격되고 
2002 년 12 월 허니넷 프로젝트에서도 IPv6 의 
취약점을 노리는 공격들이 목격 되고 있다. 

6.1 공격도구들 

Halfscan6 이나 netcat6 이 가장 인기가 많은 
도구들이며 freshmeat.net 에 이미 등재가 되어있

다. 이들은 IPv6 TCP 포트 스캐너들이다. 
6To4DDos 는 6to4 터널링을 이용해서 IPv6 사
이트나 IPv4 사이트들을 분산 DoS 공격하는 도
구이다. Relay6, 6tunnel, nt6tunnel 그리고 asybo 
등은 protocol bouncer 라고 불리며 이들의 역할

은 IPv4 커넥션을 받아서 IPv6 로 또는 그 역방

향으로 변환시켜주는 도구들이다. 이 도구들은 
IPv4 만 지원하는 application 들이 IPv6 커넥션

에 연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도구들

의 유용성은 인정이 되나 간혹 backdoor 이나 
trojan 으로 남용될 수 여지가 다분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IPv4 시스템에 IPv6
가 백도어로 숨어있으면 IPv4 보안 스캐너로는 
이 백도어를 추출해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보안 스캐너는 먼저 IPv6 백도어의 
SLA (Site Local Aggregation) 과 EUI (End Unit 
Identifier) 를 찾아내어야 하는데 SLA 와 EUI 
의 비트수 합이 80 비트이고 이 범위 내에서 
한 IPv6 주소를 찾아내는 것은 80 비트를 키를 
추측하는 것과 똑같이 어려운 것이다. 이에 대
한 해결책은 IPv6 를 이해하는 지능형의 침입탐

지시스템으로 백도어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침입탐지시스템은 반드시 
IPv6 트래픽과 IPv4 트랙픽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IPv4 커넥션에 
터널링 되어있는 IPv6 를 탐지하는 기능 또한 

추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payload 안쪽에 
숨어 있을 encapsulating 된 데이터를 검색해야 
하고 Teredo 트래픽 검색을 위해서는 SIT 에서

의 똑같은 작업을 UDP 에서도 실시하여야 한
다. 

6.2 EUI-64 에서의 개인보호 침해 소지 

EUI-64 는 IEEE 가 새롭게 제안한 64 비트 
MAC (Medium Access Control) 주소이다. 또한 
IPv6 에서 하위 64 비트의 주소를 48 비트의 
IPv4 MAC 주소로부터 파생하는 방법이기도 하
다. 48 비트의 MAC 주소를 두 개의 24 비트 
주소로 나누고 그 가운데 "0xFFFE" 를 삽입한 
후 universal/local 비트, 즉 첫째 바이트에서 두 
번째로 낮은 비트의 보수를 취하면 64 비트의 
EUI-64 주소를 완성한다. 

이렇게 MAC 주소로부터 결정되어진 IPv6 
주소는 MAC 주소가 장치 고유의 번호이기 때
문에 비록 IPv6 주소가 정기적으로 바뀐다고 
해도 추적의 대상이 쉽게 된다. 또한 개략적인 
망구성도를 EUI-64 주소를 통해 추적하여 추측

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개인보호 차
원에서 침해를 당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IETF 에서는 임의의 번호 (random number) 로 
하위 64 비트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

도 했다. 

6.3 IPv6 주소 autoconfiguration 

IPv6 에서는 IPv6 주소 autoconfiguration 이 
제안되었다. 주된 목적은 호스트를 네트워크에 
접속시키기 전에 수작업으로 네트워크 
configuration 을 셋업 햇던 것을 자동화한 것이

다. 앞으로 수년 뒤에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
든 가전제품에 IP 주소가 할당 될 전망이다. 그
렇게 된다면 일반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한 집
에서 다루어야 할 IP 주소가 적어도 수십 개에

서 많게는 수백 개까지 이르게 된다. 그 때 발
생　 혼선을 막기 위하여 IPv6 에서는 IPv6 주
소 autoconfiguration 을 개발하게 되었다. 

주소 autoconfiguration 에는 stateless 와 
stateful autoconfiguration 이 있다. 이 두 방법들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 끝에 있는 참
고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Autoconfiguration 이 
실행 중 보안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
분은 호스트가 autoconfiguration 이 된 직후부터

이다. 따라서 이 부분부터 자세히 설명을 하기

로 하자. 호스트가 autoconfiguration 이 되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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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먼저 link-local 주소를 부여받는다. 또한 지
정된 multicast 그룹에도 가입을 한다. 호스트는 
새롭게 부여 받은 link-local 주소를 ICMPv6 
“Neighbor Solicitation" 메시지에 실어서 보내다. 
IPv6 는 broadcast 주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RP (address resolution protocol)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Broadcast 주소 대신에 동일 네트워크상

의 모든 호스트가 가입하고 있는 multicast 주소

를 사용하여 broadcast 주소를 대신한다. 
만일 동일 네트워크에서 이웃하는 호스트가 

똑같은 link-local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

Neighbor Solicitation"에 응답하는 메시지가 전달

된다. 그러면 여기서 autoconfiguration 작업을 
멈추게 된다. 만일 응답하는 메시지 정해진 시
간 내에 없으면 유일한 link-local 주소로 간주

하고 이 주소에 IP connectivity 가 부여된다. 
호스트는 어떤 라우터가 자신이 속한 네트

워크를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라우터 IPv6 
주소의 prefix 는 무엇이지를 파악하고자 "router 
solicitation" 메시지를 위에서 설명한 “neighbor 
solicitation" 과 같은 방법으로 전달한다. 이 메
시지를 받은 라우터는 "router advertisement"로 
호스트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응답한다. 

만일 "router solicitation" 이나 “ neighbor 
solicitation" 메시지가 IPv6 를 운영하지 않는 네
트워크에서 목격이 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

이다. 이 메시지들과 이에 상응하는 응답 메시

지들이 어디론가 흘러가서 해당 네트워크의 
IPv6 설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순한 라우터 또한 조심을 해야 한다. 이
들은 라우터 변경이나 해당 네트워크 prefix 변
경을 시도한다. 그 위험한 시도가 성공한다면 
해당 네트워크에서 외부로 전송되는 패킷이 이 
불순한 라우터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네트

워크 prefix 가 변경이 된다면 실제의 link-local 
주소는 더 이상 로컬 주소가 아니다. 외부에서 
나에게로 전송되는 패킷들은 전달되지 않으며, 
동일 네트워크 내에서 전달되는 패킷 역시 로
컬 주소로 인정이 되지 않아 라우터를 통해 외
부로 누출이 되게 된다. 

6.4 방화벽과 IPv6 

대부분의 방화벽은 IPv4 와 IPv6 를 위한 각
각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 규칙들은 보안상

의 허점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SIT 와 Teredo 같이 
터널링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방화

벽의 규칙들에 대해 몇가지의 문제점들이 제기

되어왔다. 방화벽들이 터널링 프로토콜을 인지

해서 encapsulated payload 에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화벽은 극소수 제품에 불과하다. 대부

분의 규칙이 비트맵 형식이어서 encapsulation
을 위해서 mask 된 payload 에 직접적으로 사용

하기에 어려움이 상당히 따르기 때문이다. 예
를 들면 IPv4 규칙에 비친 SIT 와 6to4 프로토

콜은 단순히 IP 프로토콜 41 로만 인식이 되고 
IPv6 규칙에는 SIT 와 6to4 는 존재하지 않는 프
로토콜로 여겨진다. 

이런 보안상의 허점이 백도어에 의해 오염

된 호스트와 연계되면 불순한 트래픽이 터널링

을 이용해서 방화벽을 통과하고 백도어를 이용

하여 원하는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술되어진바 같이 터널링 프로토콜에 대해

서는 방화벽 규칙을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패킷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부 네트워크에서 내부 네트워크로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터널링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터널의 끝을 방화벽 
외부로 지정하여 encapsulation 이 제거된 상태

로 패킷이 방화벽을 거쳐서 내부 네트워크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7. 결론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일부분이 된지는 오
래다. 데이터 전송과 라우팅을 책임지고 있는 
전송계층과 인터넷 계층은 이제 2 세대를 맞이

하려고 있다. 1 세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2 세

대에서는 더욱 다양해진 application 들의 특성

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많은 변신을 시도했

다. IPv6 에서는 고갈된 IP 주소가 IPv4 에서 보
다 4 배를 늘려졌고 필드 수도 12 개에서 8 개

로 줄였다. IP 주소 포맷도 획기적이어서 IPv4
에 비해 적은 수의 라우팅 테이블을 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SCTP 에서는 multihoming 과 
multistreaming 이용하여 빠르고 안정된 서비스

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런 성능 향상 이면에는 
불순한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악용될 수 있는 
프로토콜의허점도 발견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한 층 성장한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프로토콜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한 2 세대로 접어

들면서 미처 예비하지 못했던 허점들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제시된 특징과 허점들은 비록 일

부분이지만 새롭게 맞이할 2 세대의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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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간접 경험하고 허점에 대한 경각심을 고
취시켜서 차세대 인터넷 준비에 만전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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