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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Pv6 환경에서는 NDP(Neighbor Discovery Protocol)를 이용한 주소 자동 설정 메커니즘을 지원한

다. 그러나, NDP 는 메시지 내 중요 정보가 네트워크 상에 그대로 노출됨으로 인해 각종 공격에 취

약하다.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CGA(Cryptographically Generated Address)를 사용하여 주소의 

소유권 증명이 가능한 SEND(SEcure Neighbor Discovery)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SEND 는 높은 비용 

연산으로 인해 모바일 기기 등에 적용하는데 한계점을 가진다. SEND 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해쉬 

함수를 이용해 주소 자동 설정에 사용되는 임시 주소를 감추는 기법이 제안되었다. 이 기법은 

DAD(Duplicate Address Detection) 과정 중 SEND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면서도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리눅스 환경에서 제안 기법을 구현해 보고, 주소 생성 시간 측정 및 

DAD 과정에서 드러난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한다. 

 

1. 서론 

IPv6 는 IPv4 의 주소 공간을 128 비트로 확장한 것

으로써 헤더의 단순화를 통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공

하며 다양한 추가 옵션 지원, 보안 강화, QoS(Quality 

of Service) 처리 지원의 이점을 갖는다[1]. 또한, DHCP 

서버나 관리자의 참여 없이 장치 스스로 주소를 생성

하고 할당할 수 있는 비상태형 주소 자동 설정 기능

을 제공한다. 비상태형 주소 자동 설정에서는 생성된 

주소를 할당하기 앞서, 네트워크 상의 주소 유일성 

검증을 위해 DAD 과정을 거쳐야 한다[2]. 그러나, 이 

과정에 사용되는 메시지에 대한 보호가 없다면, 악의

적 노드가 호스트의 중요 정보를 얻어 서비스 거부 

공격을 시도할 위험이 존재한다[3].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CGA 를 사용하는 

SEND 프로토콜이 도입되었으나, 주소 소유권 증명 

방식을 사용하는 특성상 주소 생성 및 검증에 높은 

비용의 연산이 요구된다[4]. 따라서 성능이 낮고 빈번

한 네트워크 이동이 있을 수 있는 모바일 기기 적용

에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고자 DAD 과정에 

적은 연산으로 수행될 수 있는 해쉬 함수를 사용하여, 

모바일 기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SEND 수준의 보안

을 제공할 수 있는 해쉬 함수 기반 주소 생성 및 검

증 기법이 제안되었다[5]. 본 논문에서는 리눅스 환경

에서 제안 기법을 구현한 후, 주소 생성 속도를 측정

하고 DAD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검증한다 

 

2. 배경 지식 및 관련 연구 

본 절에서는 DAD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거부 공격과 NDP 전반에 걸쳐 보안을 제공하는 

SEND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제안 기법에

서 사용하는 난수를 이용한 주소 생성에 대해 알아보

고 제안 기법을 설명한다. 

 

2.1. DAD 과정에서의 서비스 거부 공격 

DAD 과정에서의 가능한 서비스 거부 공격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6]. 첫 번째, NS(Neighbor 

Solicitation) 메시지를 받은 악의적인 노드가 NS 메시

지의 target address 필드를 복제하여 NA(Neighbor 

Advertisement) 메시지를 생성, 전송한다. NS 메시지를 

보낸 노드가 이 복제 NA 메시지를 받으면 DAD 과정

을 실패하게 된다. 

두 번째, NS 메시지를 받은 공격자가 NS 메시지의 

target address 필드를 복제하여 NS 메시지를 생성, 전

송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링크 상에 같은 임시 주소

로 DAD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노드가 있는 것으로 

가장한다. DAD 과정 중에 있는 노드가 자신의 임시 



 
 

제2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2호 (2007. 11) 

1267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DAD 과정을 수행하는 노드가 

있음을 알게 되면 DAD 과정은 실패한다[6]. 

이러한 공격은 송신자의 주소에 대한 소유권을 검

증할 수 없다는 점, NS 메시지의 target address 필드에 

임시 주소가 평문으로 포함되어 공격자에 의한 위조

가 가능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SEND 는 주소에 대한 

소유권 검증을 통해 공격을 방지하는 반면, 제안 기

법은 해쉬 함수를 사용하여 임시 주소를 감추는 방식

으로 공격을 무효화 시킨다. 

 
2. 2. SEND(Secure Neighbor Discovery) 

SEND 프로토콜은, 공개키를 이용하여 주소를 생성

하는 CGA 를 사용함으로써,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가 

해당 메시지를 전송한 노드의 주소에 대한 소유권을 

검증 할 수 있다[7]. 그렇기 때문에 DAD 과정 중 서

비스 거부 공격을 방지 할 수 있다. 하지만 CGA 의 

생성에 P3-696MHz 시스템에서 평균 1.7964 초라는 높

은 비용의 연산 처리가 요구되므로 휴대형 단말기에 

적용하는데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소유권 검증을 위

해서 RSA 알고리즘이 사용되므로 이 역시 많은 부하

가 걸리게 된다[8]. 

 
2.3. RGA(Randomly Generated Address) 

RGA는 IPv6 주소의 하위 64비트 interface identifier

를 난수로 대체하여 전체 주소를 구성한다[9]. 이 경

우, 난수는 interface identifier 에서와 같이 u 비트는 

‘local’로 설정이 되어야 하고 g 비트는 ‘individual’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제 난수로 생성되는 

부분은 62 비트가 된다[10]. 이렇게 생성 된 RGA 의 

충돌 가능성은 생일 문제(Birthday problem)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n 개의 주소에서 k 개를 생성할 때, 한 

개의 주소라도 중복이 생길 확률의 상한은 다음 식에 

의해서 구해진다. 

 

 
 

n = 262, k = 500이라 할 경우, 충돌 쌍이 하나라도 

존재할 확률은 5.4∙e-14 이 된다[9]. 이 확률을 고려할 

때 충돌 가능성은 극히 희박함을 알 수 있다. 본 논

문에서 구현하는 기법은 임시 주소로 이 RGA 를 사

용한다. 

 

2. 4. 해쉬 함수 기반 주소 생성 및 검증 기법 

본 기법은 표 1 과 같은 NS 메시지 수정을 필요로 

한다[5]. 

 
<표 1> 제안 기법의 NS 메시지 수정사항 

수정사항 표 준 제안 기법 

IPv6 링크-로컬 

주소 생성 
MAC 주소 이용 난수 사용 

Target address 

필드 
생성된 IPv6 주소 

생성된 IPv6 주소의 

해쉬 값 

IPv6 

목적지 주소 

Solicited-Node 

멀티캐스트 주소 

All-Node 

멀티캐스트 주소 

 

수정 된 NS 메시지는 임시 링크-로컬 주소를 MAC 

주소 대신 난수를 사용하여 구성한다. 또한 공격자에

게 NS 메시지가 노출되더라도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NS 메시지의 target address 필드에 임시 주

소에 대한 128 비트 해쉬 값을 넣는다. 목적지 주소는 

all-node 멀티캐스트 주소(ff02::1)를 사용한다. 이로써 

solicited-node 멀티캐스트 주소와 달리 하위 24 비트의 

예측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수정으로 임시 주소

를 감추고 공격자의 복제를 무의미하게 한다. 

임시 주소의 노출 없이 해쉬 값 충돌 확인을 수행

하기 위해선 Challenge-Response 검증 과정을 사용한

다[5]. 

 

3. 구현 

본 절에서는 리눅스 환경에서 주소 생성 기법을 구

현하기 위해 추가 해야 할 ICMPv6 메시지들의 구조

를 알아보며 적당한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보안 알

고리즘을 선정한다. 또한, 전체 구현을 주소 생성 및 

할당 모듈과 메시지 핸들러 모듈로 나눠 각 모듈 별 

구현을 상세하게 알아본다. 

 

3.1. 구현 환경 

본 논문에서는 주소를 생성하여 DAD 를 수행하는 

호스트와, DAD 과정 중의 호스트에게 공격을 시도하

는 공격자로 망을 구성하여 안전성을 평가한다. 

 

3.2. 보안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난수 알고리즘으로, 구현 환경이 될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LRNG(Linux pseudo-

Random Number Generator)를 사용한다. LRNG는 시스

템 이벤트를 이용해 엔트로피를 축적한다. 난수 생성

은 시프트 레지스터, SHA-1(Secure Hash Algorithm-1) 

연산들을 사용한다[11]. 

다음으로 임시 주소를 감추기 위해 사용 될 해쉬 

알고리즘을 선정해야 한다. 해쉬 출력이 IPv6 주소 길

이와 같은 128 비트를 가지며, 그 안전성이 검증되어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으로 MD5(Message 

Digest 5)를 생각 할 수 있다. MD5는 리눅스에서 파일

의 무결성 검증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12]. 해쉬 충돌

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알려졌으나 한 시간여의 

긴 시간을 요구하므로 본 적용과 같이 짧은 시간(NS 

전송 후 1000ms 이내 NA 가 없을 시 주소 할당)의 

은폐를 요구하는 환경에서는 적당한 안전성을 제공한

다[13]. 무엇보다 빠르게 해쉬 값을 계산, 바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본 구현에 적합하다. 

 

3.3. ICMPv6 메시지 타입 추가 

해쉬 함수 기반 주소 생성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 NS / NA 메시지와 혼재 된 상황에서 NS / NA 

target address 필드의 값이 해쉬 값인지 아닌지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표 2 와 같은 총 4 개의 

새로운 ICMPv6 메시지 타입의 지정이 필요하다. 

추가 메시지의 구성은 NS 메시지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Challenge-Response 프로토콜을 위한 CH / RE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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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는 난수를 넣을 공간 128 비트를 추가하여야 하

며 target address 필드에는 충돌한 해쉬 값을 넣는다.  

호스트는 자신의 해쉬 값과 CH / RE 메시지 내 target 

address 필드를 비교하여 처리해야 하는 메시지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표 2> 추가 된 메시지 

Message Type Target Address 이하 필드 

HNS* (148) MD5에 의해 해쉬 된 임시 주소 

HNA *(149) HNS에 의해 수신한 해쉬 값 

검증을 위한 난수 (r) 
CH **(150) 

MD5에 의해 해쉬 된 임시 주소 

검증 정보 [MD5(임시 주소 || r)] 
RE** (151) 

CH에 의해 수신한 해쉬 값 
* target address 필드에 해쉬 값을 갖는 NS / NA 메시지 

** CHallenge - REsponse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메시지 

 

3.4. 주소 생성 및 할당 모듈 

본 모듈은 주소를 생성하고 이에 대한 해쉬 값을 

계산하며, DAD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게 되면 주소

를 인터페이스에 할당한다. 또한 CH 메시지를 위한 

난수 생성, RE 메시지를 위한 해쉬 값 계산 기능을 

갖는다. 그림 1 은 LRNG 로 부터 주소 생성, 해쉬 값

을 출력하는 주소 생성 부분을 보여준다. 

 

Linux Random Number Generator

User Defined Value Allocator

64bit prefix 64bit identifier

Prefix
(Default : FE80::)

u / g bit

Mask

MD5 Hash function

128 bit random number (CH)+

128bit Hash Value (HNS / HNA / RE)

 

(그림 1) 주소 생성 

 

64비트 prefix 할당, u / g 비트 설정, MD5 해쉬 함수 

수행의 과정을 거치며, 생성 해쉬 값은 HNS / HNA 메

시지 내 target address 필드에 사용된다. CH 메시지를 

받을 경우는 CH 메시지 내 난수와 임시 주소의 OR 

연산 후 MD5 해쉬 값을 계산함으로 RE 메시지에 사

용 될 검증 정보를 생성한다. 

 

3.5. 메시지 핸들러 모듈 구현 

메시지 핸들러 모듈의 전체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메시지 핸들러 모듈은 응용 레벨에서 실행되지만, 패

킷은 netfilter 를 사용하여 커널 처리 전의 장치 레벨

에서 가져온다. ip6tables 를 이용하여 ICMPv6 패킷은 

queue에 쌓아두도록 하고, ipq library로 queue에서 패

킷을 가져와 타입에 맞는 처리를 하도록 구현하였다. 

반면, 생성된 메시지는 ICMPv6 레벨의 RAW 소켓을 

사용하여 send_msg() 함수를 이용해 전송한다. 

본 구현에서 관심을 갖는 메시지 타입은 추가로 정

의한 네 가지 타입뿐이므로 나머지 ICMPv6 패킷은 

커널에 재주입하여 커널에서 처리토록 했다. 

 

CH
Receive

HNA/RE
Receive

HNS
Receive

Message Type
Decision

Linux Network Device

Queue RAW Socket

Message Handler

CH Generator

Hash Value
Verification

HNA 
Generator

RE Generator

Address Allocator

K
E
R
N
E
L

Failure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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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essage Handler Module 

 

받아들인 메시지의 처리는 현재 네트워크 장치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구현에서 정의한 장치 상태

는 Auto-configuration state, Response waiting state, Listen 

state 의 3 가지이다. 각 상태에서의 4 가지 메시지에 

대한 처리는 표 3, 표 4, 표 5에 나타냈다. 

먼저, Auto-configuration state 는 주소를 생성하고 

DAD 과정 수행 중에 있는 상태이다. 

  

<표 3> Auto-configuration state 메시지 처리 

Received Message Type 처 리 

HNS 해쉬 값이 같을 경우 CH 전송 

HNA 송신 주소와 임시 주소를 비교 

CH RE 메시지 생성 / 전송 

RE Don’t care 

 

다음으로, Response waiting state는 CH 메시지 전송 

후 RE 메시지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표 4> Response waiting state 메시지 처리 

Received Message Type 처 리 

HNS 해쉬 값이 같을 경우 CH 전송 

HNA 송신 주소와 임시 주소를 비교 

CH RE 메시지 생성 / 전송 

RE 새로 계산 된 해쉬 값과 비교 

 

마지막으로, Listen state는 주소 설정을 맞추고 설정 

주소로 패킷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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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Listen state 메시지 처리 

Received Message Type 처 리 

HNS 해쉬 값 같을 경우 HNA 전송 

HNA / CH / RE Don’t care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성능 평가 

10000개 주소 생성 시간의 평균은 표 6과 같다. 

 
<표 6> 구현 기법과 CGA의 보안 강도에 따른 

주소 생성 시간 비교 

구 분 P3-550 MHz 

구현 기법 0.00012초 

CGA 0.00015초 (sec* = 0) 1.8771초 (sec* = 1) 
* 보안 강도 

 

구현 기법은 CGA 를 최하 보안 강도인 0 으로 설정 

할 경우에는 CGA 와 성능이 비슷하다. 하지만 CGA 의 

보안 강도를 1 로 할 경우에는 구현 기법이 CGA 보다 

만 배 가량 빠르게 동작함을 알 수 있다. 이는 CGA 가 

두 번의 160 비트 출력을 갖는 SHA-1 알고리즘을 수행

하지만, 구현 기법은 한 번의 빠른 MD5 해쉬 함수를 수

행하기 때문이다.  

 

4.2. 안전성 평가 

공격자를 2 절에 언급 된 서비스 거부 공격을 수행

하도록 구현하여 동일 링크 상에 둔다. NA 복제의 경

우, 주소 자동 설정을 시도하는 노드 A 는 Auto-

configuration state 또는 Response waiting state에서 동일 

해쉬 값을 갖는 NA 메시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NA 

메시지의 송신지 주소가 노드 A 의 생성 주소와 다르

므로 DAD 과정에서의 공격은 실패하게 된다. 

NS 복제의 경우는 해쉬 값 충돌인지, 동일한 임시 

주소로 DAD 과정을 수행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Challenge-Response 검증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림 3

은 CH / RE 메시지를 패킷 모니터링 툴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이다. 

 

Challenge

Response  

(그림 3) Challenge-Response 메시지 

 

공격자로부터 동일한 해쉬 값의 NS 메시지를 받은 

노드 A 는, 검증에 사용할 난수를 CH 메시지에 포함

하여 공격자에게 보낸다. 공격자는 노드 A 로 부터 

받은 난수와 자신의 주소를 이용하여 해쉬 값을 생성

하고, 노드 A 에게 RE 메시지를 전송한다. 노드 A 는 

자신이 생성한 난수와 자신의 주소를 이용하여 새로

운 해쉬 값을 구하고 공격자로 부터 받은 RE 메시지 

내 해쉬 값과 비교한다. RE 메시지 내 해쉬 값은 공

격자의 주소로 생성 된 것이므로, 노드 A 에 대한 

DAD 과정에서의 공격은 실패하게 된다[5].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해쉬 함수를 사용하여 빠르게 주소

를 생성, 검증하는 기법을 구현하여 보았다. 구현 결

과 SEND 의 적절한 보안 수준에서의 주소 생성보다 

빠른 속도로 주소를 생성함을 확인하였으며, DAD 과

정 중 DoS 공격에도 대응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리눅스 응용 레벨에서의 구현이므로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커널 레벨에서의 구현이 필요하며 

DAD 과정 이외의 NS / NA 위장 공격에 노출되어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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