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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SATAP 은 IPv4 기반의 거대한 인터넷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IPv6 초기 도입기에 IPv4 기반 망 

내의 IPv6 고립된 단말이 ISATAP 라우터와의 ISATAP 터널링을 통해서 IPv6 망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IPv4 망의 점진적인 IPv6 망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될 것

으로 기대되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이다. 이 기술은 국제 민간 표준화 기구인 IETF 의 NGTrans 워킹 

그룹에 의하여 표준화중인 IPv6 전환 기술 중에 하나이며 독립적으로 구성된 IPv6 호스트 IPv4 망

에서 통신을 하는 경우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ISATAP 기술을 리눅스 환경에서 

구현한 소프트웨어 모듈에 관한 설계 및 운용에 관한 것이다.   

 
 

I. 서론 

인터넷은 사용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주소고갈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휴대 
인터넷, 홈 네트워크 등의 신규 서비스들은 인터넷 주
소 고갈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주소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IETF 는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를 개발하였고 IPv6 이제 그 표준화

가 완료되어 도입기에 들어서고 있다[1].  
 IPv6 는 128 비트 주소 체계를 제공하여 거의 무한

한 주소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단순화된 헤더, 
주소 자동설정, 효율적인 이동성 지원 등 다양한 장점

들로 인하여하여 기존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인터넷 
프로토콜인 IPv4 를 대체할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IPv6 는 인터넷의 영역을 사
물들에까지 확대하는 차세대 통신패러다임으로 대두

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실현 시킬 기반 기
술로서도 그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IPv6 는 IPv4 와 
호환되지 않고 또한 이미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인터넷이 IPv4 에 기반을 두어 운영되고 있어 점진적

인 IPv6 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는 상당 기간 동
안 IPv4 망과 IPv6 망이 공존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
라서 IPv6 망과 IPv4 망사이의 투명한 연동을 지원하

는 IPv6 전환기술의 개발 및 지원이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었고 IETF 의 Ngtrans WG 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동기술이 개발되었다[2][3][4].  이 중에서 기존의 
IPv4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새로 구성된 IPv6 사이트간

의 통신이 필요하게 될 때 이를 자동 터널링 방식을 
이용하여 쉽게 통신할 수 있는 ISATAP 메커니즘에 대
한 연구 및 ISATAP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여 리눅스 
상에서 구현한  설계 구조 및 운용 방식에 대해서 기
술하고자 한다.  
  

 
II. 관련연구 

2.1 ISATAP 의 개요  

  ISATAP(Intra-Site Automatic Tunnel Addressing 
Protocol)은 주로 IPv4 기반의 인트라넷에서 IPv6 노드

를 점증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간단하고 확장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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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제공한다. ISATAP 은 64 비트 EUI-64 인터페이

스 식별자와 표준 64 비트 IPv6 주소 프리픽스를 포함

하는 통합 가능 글로벌 유니캐스트 주소 포맷을 기반

으로 한다. 이 접근법은 IPv6 게이트웨이와 공통 데이

터링크를 공유하지 않는 듀얼 스택 노드가 사이트 내
에서 IPv4 라우팅 인프라를 통해 IPv6 메시지를 자동

으로 터널링함으로써, 글로벌 IPv6 네트워크에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 ISATAP 주소 자동설정을 위하여 두 
가지 오프링크 IPv6 게이트웨이의 자동 탐색 방법이 
제공된다. 이 접근법에서는 전체 사이트에서 하나의 
IPv6 주소 프리픽스가 사용되므로, 보더 게이트웨이에

서 통합 확장 문제없이 대규모 사이트 내 배치가 가
능하다[5].  

 
(그림 1) ISATAP 의 주소 구조 

 
(*참고: ISATAP 주소 인터페이스 식별자는 /64 

ISATAP 프리픽스의 로컬 범주 내에서만 해석되므로, 
로컬 범주를 나타내기 위해 가장 중요도가 낮은 OUI 
옥텟의 u/l 비트를 '0'으로 설정한다.) 

ISATAP 에 의한 IPv6-in-IPv4 터널링에 의해 IPv4 
망내의 IPv6 호스트에서 다른 IPv6 망으로 향하는 
IPv6 패킷들은 ISATAP 라우터에서 IPv4 프로토콜 타
입 41 을 가지는 IPv4 패킷들(RFC 791) 패킷들로 전송

되며, IPv4 헤더는 목적지 주소와 송신측 주소를 포함

한다. 이들 중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성된 
IPv6 프리픽스의 V4ADDR 필드와 동일할 것이다. 
IPv4 패킷의 Payload 는 IPv6 헤더와 Palyload 를 포함

한다. (그림 2)는 ISATAP 에 의한 IPv6-in-IPv4 터널패킷

의 형식을 보여준다. IPv4 TTL 은 캡슐화된 IPv6 Hop 
limit 이 될 일반값으로 설정될 것이다.  

 
Version HL Type of 

Service 
Total Length 

Identification Flags Fragment 
Offset 

Time to Live Protocol 
41 

Header Checksum 

Source Address 
Destination Address 

Options Padding 
IPv6 header and Payload ………………. 

 
 
 (그림 2) ISATAP 에의한 IPv6 in IPv4 Tunnel 패킷 형식  
 
이러한 ISATAP 은 IPv4 기반의 거대한 인터넷이 주

류를 이루고 있는 IPv6 초기 도입기에 IPv4 기반 망 
내의 IPv6 고립된 단말이 ISATAP 라우터와의 ISATAP 
터널링을 통해서 IPv6 망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IPv4 망의 점진적인 IPv6 망으로의 전환

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2 6TALK 에서의 ISATAP 의 구현구조 및 운용방법  

 본 장에서는 리눅스 커널 하에서 구현된 ISATAP
의 구현 구조 및 ISATAP 의 운용방법에 관한 것이다.  

 
(1) 구현 구조  
 리눅스 기반 운영환경에서 ISATAP 라우터의 동작

을 수행하는 커널레벨의 터널링 모듈 형태로 개발이 
되었으며, 또한 개발된 모듈을 통해 ISATAP 터널링을 
제어할 수 있는 텍스트 기반 CLI 를 제공하였다. 개발

된 ISATAP 터널링 모듈은 리눅스 커널 2.4.20 기반 환
경에서 독립모듈로 개발되며 텍스트기반 CLI 를 통해 
제어되도록 구현하였으며 동적인 모듈 설치 제거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2) 전체 블록도  
(그림 3)은 리눅스 커널 모듈로 구현된 ISATAP 의 

구현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IPv4 망내의 IPv6 단말

에서 ISATAP 라우터를 통하여 다른 IPv6 망으로 향하

는 IPv6 패킷은 단말의 ISATAP 터널인터페이스를 통
해서 IPv6-in-IPv4 터널 패킷으로 터널링되어 ISATAP 
라우터로 전송된다. 이를 수행한 ISATAP 처리과정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로 나타나 있다. 
또한 IPv6 망을 통해 수신되는 IPv6 패킷의 캡슐화 과
정 및 ISATAP 터널을 통한 IPv4 망내의 IPv6 단말로

의 전달과정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의 
흐름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때 IPv6 패킷에 IPv4 터널

헤더가 추가되게 됨으로 패킷 크기가 증가되어 프레

그멘테이션(Fragment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처리를 해당 처리 루틴이 담당하게 된다. ISATAP 은 
리눅스 커널로 구현되어 있으며 관리자가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통한 터널생성 및 제거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텍스트 기반의 CLI 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구현구조는 공개 리눅스 환경의 커널에

서 이미 지원되는 기존의 SIT 인터페이스와 중첩됨으

로 이 터널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6to4 와 중첩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linux/src/net/ipv6/af_inet6.c 에

서 sit_init()와 sit_cleanup() 모듈 부분을 코멘트 처리하

여 커널을 재 컴파일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

였다.  

Network Interface

IPv6 in IPv4 Decapsulation

IPv6 stack IPv4 stack

ip6tables user interfaceUser CLI

Driver APIKernel space

IPv6 in IPv4 Encapsulation

IPv6/IPv4 
mapping table

6TALK ISATAP6TALK ISATAP

Error Handling

IPv6 DATAIPv4 IPv6 DATAIPv4IPv6 DATAIPv6 DATA

IPv6/IPv4 
mapping tableFragmentation

IPv6
Networks

ISATAP
Site

 
 
(그림 3) 리눅스 커널상의 6TALK 6to4 의 구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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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ATAP 에서의 IPv6-in-IPv4 터널 패킷 수신 및 

처리  

 
(그림 4) 생성된 ISATAP 인터페이스의 화면 
 
(그림 4)는 리눅스 기반 ISATAP 인터페이스의 생성

정보를 보여준다. ISATAP 은 구동 시 ISATAP 단말들

에 대한 터널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IPv4 망 쪽 인터

페이스에 설정된 IPv4 주소와 ISATAP 인터페이스에서 
광고메시지(Router Advertisement)를 보내는 IPv6 Prefix 
정보로 (그림 1)과 같은 형식의 ISATAP 주소를 
ISATAP 인터페이스에 부여한다. 아래 그림에서는 
ISATAP 인터페이스를 생성한 후의 시스템의 IPv6 라
우팅테이블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4) ISATAP 과 관련된 IPv6 라우팅 테이블의 예 
 
위의 (그림 4)의 예에서는 ISATAP 인터페이스가 설

정되어 ISATAP 라우터의 Forwarder 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의 IPv6 라우팅 테이블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
다. eth0 인터페이스를 통해 IPv6 망으로 접속되어 있
고 eth1 인터페이스가 ISATAP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
을 서비스하는 물리적 인터페이스이다. ISATAP 인터페

이스인 ip6inip0 인터페이스 상으로 2001:230:1:4::/64 
IPv6 Prefix 를 가지는 RA 가 뿌려지고 있다. 따라서

2001:230:1:4::/64 Prefix 를 가지는 트래픽의 출력 인터

페이스가 ip6inip0 인터페이스로 지정되어 있음을 위

의 라우팅 테이블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IPv6
Stack

IPv4
Stack

IPv6
Stack

IPv4
Stack

ISATAP interface

tcp_rcv
udp_rcv

:
ipip6_rcv()
ipip6_err()

IPv4 IPv6 DATA

eth1 eth0

IPv6 DATA

IPv6 DATA

ipip6_rcv()

프로토콜 처리 테이블
(inet_protos[])

ISATAP Router

ISATAP CLI

Kernel Space

User Space Management by ioctl()

netif_rx()

ipip6_err()

①Router Solicit (All Router Multicast)

②Router Advertise

 
(그림 5) ISATAP 에서의 IPv6-in-IPv4 터널 패킷의 

수신 및 처리 
 
 (그림 5)는 리눅스 기반 ISATAP 모듈에서 수신된 

IPv6-in-IPv4 터널 패킷의 처리과정을 보여준다. 
Ip6inip0 인터페이스는 IPv4 프로토콜로부터 IPv6-in-
IPv4 터널 패킷을 전달받기 위해서 IPv4 프로토콜의 
프로토콜처리 테이블에 IPv4 헤더의 프로토콜 타입이 
IPv6 (41)일 경우 ipip6_rcv() 함수로 전달되도록 함수 
핸들러를 등록하고 IPv6-in-IPv4 터널 에러의 경우 처
리함수로 ipip6_err() 함수 핸들러를 등록하여 해당 이
벤트의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구현되었다. 이러한 프로

토콜 처리 제공하는 inet_add_protocol()와 
inet_del_protocol() API 함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스템의 재실행 없이 isatap 인
터페이스의 구동 및 제거가 가능하게 된다. IPv6-in-
IPv4 터널 패킷이 수신되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IPv6-in-IPv4 터널패킷 처리함수인 ipip6_rcv()로 전달되

고 IPv6 in IPv4 터널헤더가 제거된 후 IPv6 프로토콜

을 통해 IPv6 라우팅에 의해 IPv6 망의 목적지 단말로 
전달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ISATAP 단말의 IPv6 망으

로의 접속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ISATAP 터널링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인용 

PC 의 운영체제인 윈도우 XP 에서 IPv6 프로토콜과 
함께 지원된다. 따라서 IPv4 주소를 가지고 IPv4 인터

넷을 사용하는 사용자 단말은 ISATAP Router 의 주소

정보와 함께 ISATAP 설정을 수행하면 ISATAP 터널링

을 통해서 IPv6 망 접속을 할 수 있게 된다. ISATAP 
단말로 동작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먼저 IPv4 망 접속

을 가능하게 하는 IPv4 주소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ipv6 rlu 2 129.254.144.177" 명령을 도스 명령어 창에서 
수행하면 된다. 그러면 129.254.144.177 주소를 가지는 
ISATAP 라우터로 ISATAP 터널된 Router Solicit 를 보
내게 되고 이를 수신한 ISATAP 라우터는 해당 터널 
패킷을 수신하여 해당단말로 IPv6 프리픽스를 지원하

는 RA 메시지를 유니캐스트 통신으로 응답하게 된다. 
위의 명령을 수행한 후의 윈도우 XP 단말 상의 IPv6 
인터페이스상의 설정된 주소정보를 아래의 (그림 6)에
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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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ISATAP 윈도우 단말에서의 IPv6 주소설정  
 
아래 (그림 7)은 ISATAP 단말에서 IPv6 인터넷상의 

www.kame.net 사이트로의 ping 의 수행 예를 보여주고 
있다. ISATAP 인터페이스에  

 2001:230:1:4:0:5efe:129.254.144.178 주소가 부여 되

어 있다.  

 
(그림 7)ISATAP 윈도우 단말에서의 IPv6 사이트 접속통신 예 
 
 (4) ISATAP 에서의 IPv6 패킷 수신 및 IPv6-in-IPv4 

터널링 
ISATAP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되면 ip6inip0 라는 이

름의 IPv6-in-IPv4 IPv6 터널인터페이스가 (그림 6)과 
같이 생성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전송 함수로 
ipip6_tunnel_xmit()함수가 등록되고 터널생성함수, 터

널인터페이스에 대한 ioctl 를 수행하는 함수, 터널제거

함수등이 등록되어 각각의 이벤트시 호출되게 된다.    
IPv6 단말로부터 ISATAP 단말로 전송되어야 할 IPv6 

패킷이 isatap 라우터에 수신되면 IPv6 라우팅에의해서 
ip6inip0 인터페이스로 전달되게 되고 
ipip6_tunnel_xmit()함수가 이를 수신하여 IPv6 in IPv4 
터널링을 수행후 IPv4 프로토콜에 의해 처리되도록 
IPv4 프로토콜로 전달하게 된다  

 
(5) ISATAP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ISATAP 은 관리자에게 웹 CGI 모드 기반 제어 인

터페이스 및 텍스트 기반 CLI 를 제공한다. 이러한 인
터페이스 상의 명령들에 대한 ISATAP 인터페이스로의 
전달은 (그림 8)에서도 보여주듯이 ioctl 를 통해 이루

어진다. ioctl 코드를 기반의 ISATAP 이 관리자에게 지
원하는 명령어와 그 설명은 아래 테이블 참고  

 
(그림 8) ISATAP 제어 명령어와 그 구현 방식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ISATAP 연동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리눅스 상에서  설계 및 구현구조에 대해서 살펴

보았으며, 그 동작 성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수행

하였다. 이러한 리눅스 기반의 네트워크 모듈 방식은 
응용하여 터널 링을 기본으로 하는 여러 연동 메커니

즘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구현한 ISTAP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IPv6-in-IPv4 터널

링 방식을 이용한 성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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