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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Pv6는 IETF가 IPv4를 체하기 해 제안한 로토콜이다. 하지만 재 모든 네트워크를 IPv4에서 

IPv6로 환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인 측면에서 힘들기 때문에 상당 기간 IPv4와 IPv6가 공존하는 

IPv4/IPv6 혼재 네트워크가 유지될 것이다. IPv4/IPv6 혼재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해 다양한 메커니즘

들이 개발되었다. Teredo는 이러한 메커니즘들 에 하나로 NAT 내에 치한 IPv4 호스트가 IPv6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향후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 사용이 상되는 도우 비스타에서 기본 으로 이

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재 네트워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Teredo 메커니

즘은 NAT 내의 보안 장비 우회, Teredo 구성 요소의 신뢰성 등 보안 취약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Teredo를 이용하는 네트워크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 들에 해서 기술하고, 그 에서 캐

쉬 오버 로우 공격에 한 실험 결과를 기술한다.

*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A-2006-C1090-0603-0027)

1. 서론

IPv6가 제안된 이후, IPv4에서 IPv6로 환하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부분의 호스트와 네트워크 

장비들은 IPv4만을 사용하고 있지만, IPv6를 지원하기 

해 성능이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재 모든 네트워크를 

IPv4에서 IPv6로 환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인 을 고

려할 때 불가능하다. 따라서 IPv4와 IPv6가 공존하는 네

트워크가 상당 기간 존재할 것이다. IPv4와 IPv6가 혼재

한 네트워크에서 원활한 통신을 해 다양한 메커니즘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6to4, ISATAP과 같이 IPv6를 IPv4 

주소로 캡슐화하여 IPv4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송 메커

니즘은 일반 으로 NAT를 지원하지 않는다. Teredo는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IPv4와 IPv6의 원활한 통신을 해 

제안된 메커니즘이다[1]. 도우 비스타와 롱혼에서는 기

본 으로 Teredo가 사용되고 있으며, 도우 XP와 도

우 2003에서는 기본 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추가 인 

패키지 설치를 통해 Teredo를 이용할 수 있다[2]. 한 유

닉스 계열의 호스트에서도 추가 인 패키지 설치를 통해 

Teredo를 이용할 수 있다. IPv4의 NAT 뒤에 치한 노

드들이나, 도우 비스타를 이용하는 노드의 경우, IPv6를 

이용하기 해 Teredo를 사용하고 있고, IPv4에서 IPv6로 

환하는 기간 동안 사용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3장에서 Teredo의 동작 방식에 해서 

기술하고, 4장에서 Teredo 이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보안 

취약 에 해서 기술한다. 5장에서는 기술된 보안 취약  

 캐쉬 오버 로우 공격에 한 실험 결과에 해서 기

술한다. 

2. 련연구

IPv6는 IPv4의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IETF가 제안

하 다. 하지만 IPv6는 IPv4와 호환되지 않으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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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호스트가 IPv4로만 동작하고 

있으므로 IPv4에서 IPv6로 환하기 해서는 IPv4와 

IPv6가 상호 공존하는 기간이 존재할 것이다. IPv4와 

IPv6가 공존하는 네트워크에서 IPv4에서 IPv6로, IPv6에

서 IPv4 네트워크를 거쳐 IPv6로, IPv4에서 IPv6를 거쳐 

IPv4로 통신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IPv4와 IPv6가 혼재한 네트워크에서 두 로토콜간의 통

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이 IPv4/IPv6 환기술이다. 

IPv4/IPv6 환기술은 모든 IPv4 네트워크가 IPv6 네트

워크로 환되기 까지 과도기 인 기술에 해당하지만, 

IPv6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까지 IPv4 네트워크와 

IPv6 네트워크가 공존하는데 있어서 많은 역에서 필요

한 기술이다. IETF Ngtrans(IPng Transition) WG에서 

IPv4/IPv6 환기술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듀얼스택

(Dual Stack), 6in4, 6to4, ISATAP, DSTM, Teredo, 

Tunnel Broker과 같은 터 링(Tunneling) 메커니즘, SIIT, 

NAT-PT, TRT, SOCKs, BIS, BIA과 같은 변환

(Translation)메커니즘이 있다. 재 Ngtrans WG은 종료

되었고, v6ops(IPv6 Operations) WG로 체되었다. v6ops

는 환 시나리오 작성과 IPv4/IPv6 환에 사용될 환 

기술들을 평가하는데 을 두고 있다[3].

Symantec에서는 Teredo 로토콜에 한 보안성 평가

와 보안 취약 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도우 비스타

의 보안성 평가와 함께 도우 비스타에서 Teredo 사용에 

따른 보안 취약 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4].

3. Teredo 동작

듀얼스택 호스트가 생성한 IPv6 패킷을 IPv4 로토콜

로 캡슐화할 때 로토콜 41번을 사용하게 되는데, NAT

는 일반 으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러한 

NAT 내부의 사설 네트워크에서 UDP 로토콜을 이용하

여 IPv6 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도록 Teredo 기술이 제

시되었다. Teredo는 NAT 내부에서 사설 IP를 사용하는 

듀얼스택 호스트가 IPv6 용 호스트와의 통신을 해 자

동 터 을 설정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서로 다

른 NAT 네트워크에서 사설 IP를 이용하는 듀얼스택 호

스트 간의 통신도 지원한다.

Teredo는 NAT 내부에 치하는 Teredo 클라이언트, 

IPv4와 IPv6의 에 치하는 Teredo 서버와 Teredo 

릴 이로 이루어진다[1]. 그림 1은 Teredo 동작을 나타낸 

그림이며, 기 설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Teredo 클라이언트는 IPv6 용 호스트로 ‘Echo 

Request’ 패킷 송

② 패킷은 먼  Teredo 서버로 송되고, Teredo 서버

는 IPv6 용 호스트로 해당 패킷 달

③ IPv6 용 호스트는 가장 가까운 Teredo 릴 이에

게 ‘Echo Reply’ 패킷 송

④ Teredo 릴 이는 수신한 ‘Echo Reply’ 패킷을 잠시 

보 하고, 자신의 주소와 포트가 장된 Teredo 버

블 패킷을 Teredo 서버에게 송

⑤ Teredo 서버는 Teredo 릴 이가 송한 Teredo 버

블 패킷을 Teredo 클라이언트에게 달

⑥ Teredo 클라이언트는 Teredo 릴 이에게 Teredo 버

블 패킷 송

⑦ Teredo 릴 이는 ③단계에서 수신한 패킷을 Teredo 

클라이언트로 달

<그림 1> Teredo 기 설정

기 설정 과정을 거친 후, Teredo 클라이언트는 

Teredo 릴 이를 통하여 외부의 IPv6 노드와 통신을 한

다.

4. Teredo 보안 취약

Teredo는 기 설정  송 단계에서 많은 보안 취약

을 가지고 있다. 기 설정 단계에서는 패킷 스니핑을 

통한 Teredo 구성 요소 정보 획득, 공격자에 의한 잘못된 

Teredo 릴 이 설정, 도우 비스타의 Teredo 자동 연결 

설정으로 인한 취약  등이 있다. 송 단계에서는 

Teredo 클라이언트의 캐쉬 오버 로우 공격, Teredo 패킷

의 보안 장비 우회로 인한 취약  등이 있다.

4.1 Teredo 패킷 스니핑

공격자는 Teredo 패킷의 스니핑을 통해 서버 주소, 클

라이언트 IPv4 주소,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 cone bit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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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쉽게 획득 할 수 있다. Teredo 주소는 Teredo 

리픽스, 서버 주소, 클라이언트 포트, 클라이언트 주소 등

의 Teredo 만의 특별한 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Teredo에 

배정된 리픽스 2001:0000::/32 는 서버 주소 등을 통해 

공격자는 패킷 스니핑 후 쉽게 Teredo 패킷임을 별할 

수 있으며, 공격 상을 선택할 수 있다[5].

4.2 신뢰할 수 없는 Teredo 구성 요소

공격자가 만일 Teredo 구성 요소(Teredo 서버, Teredo 

릴 이)로 량의 패킷을 송하여 서비스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면, 정상 인 형태의 패킷이 큐에 쌓이거나 

달되지 않게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노드들이 연결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공격자가 Teredo 릴 이를 서비스 불능 상태로 만든 

후, 기 패킷 송이 이루어지기 에는 Teredo 서버와 

Teredo 클라이언트는 릴 이 라우터의 주소를 모르는 상

태로 존재한다. Teredo 메커니즘에 따라 Teredo 릴 이가 

자신의 주소를 송하면 릴 이를 인식하여 Teredo 릴

이를 이용한 송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공격자가 

Teredo 릴 이 라우터로 장하여 서버에 장된 릴 이 

라우터 주소를 송하면 Teredo 클라이언트는 장된 

Teredo 릴 이를 통하여 통신을 하게 되다.  이로인해 공

격자는 클라이언트에서 송된 패킷을 엿보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로부터 송된 패킷을 목 지까지 

송하지 않음으로써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할 수 있다.

4.3 Teredo 자동 연결 설정

도우 비스타의 경우, 시스템 부  시 자동 으로 마

이크로소 트사에서 제공하는 Teredo 서버로 Teredo 연

결이 설정된다. IPv4 NAT 환경의 경우, 외부에서 내부 

클라이언트로 근이 불가능하지만 Teredo 터 을 이용하

여 외부에서 근이 가능하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설정된 

Teredo 터 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공격자

에 의해서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4].

4.4 캐쉬 오버 로우 공격

Teredo 클라이언트는 최근 통신한 상 방의 정보를 캐

쉬에 장한다. 만일 공격자가 소스 주소를 조함으로서 

여러 노드로 가장하여, 다량의 패킷을 보내는 경우, 공격 

상 클라이언트는 유지할 수 있는 노드의 수를 과하게

되고 서비스 거부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6].

4.5 보안 장비 우회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에 설치된 기존의 네트워크 기반 

보안 장비들은 터 링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없다. 따라서 

Teredo는 이러한 제어들을 우회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공

격자는 NAT의 경계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패킷의 

IPv4 주소 필터링을 수행하는 보안 장비들을 우회할 수 

있다. 이로인해, 이나 웜이 방화벽과 네트워크 경계의 

방어 장비를 우회하는 공격 경로로 이용되기 시작하면, 

이나 웜에 감염된 컴퓨터의 수가 속히 증가될 수 있다

[4].

5. 실험  분석

이번 장에서는 4장에 기술된 취약  에서 Teredo 클

라이언트의 캐쉬 오버 로우 공격에 한 실험 결과를 기

술한다. 실험 환경은 도우 2003을 이용하여 Restricted 

NAT 환경을 구축하고, Teredo 서버와 릴 이는 리 스 

환경에서 miredo[7] 패키지 설치를 통해 실험환경을 구축

하 다. Teredo 클라이언트는 도우 비스타와 리 스 환

경에서 구축되었으며, 리 스의 경우 서버나 릴 이와 마

찬가지로 miredo 패키지 설치를 통해 구축되었고, 도우 

비스타의 경우 기본 으로 Teredo를 이용할 수 있다. 

Netwox[8]를 이용하여 패킷을 생성하고 소스 주소를 조

하여 송하 으며, 패킷을 확인하기 하여 이더리얼 

0.99[9]를 이용하 다.

캐쉬 오버 로우 공격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공격자는 소스 주소를 조한 다량의 패킷을 Teredo 

네트워크의 Teredo 클라이언트에게 송

② 공격자가 송한 패킷이 Teredo 클라이언트로 송

됨을 확인

③ 공격자가 송한 조된 주소 정보가 캐쉬에 장됨

을 확인

그림 2는 Teredo 캐쉬 오버 로우 공격의 시나리오이

다. Node A는 N개의 노드 정보를 캐쉬에 장 할 수 있

다. 하지만 공격자에 의해 다량의 조된 패킷이 송되어 

캐쉬에 장할 수 있는 노드 수 N개를 과하게되면 캐

쉬 오버 로우 공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2> 캐쉬 오버 로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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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인터넷 주소 실제 주소 형식

1
2001:220:1404::

6:703

192.168.53.123:

3544
연결가능(2 )

2

2001:0:cbfc:358

0:8000:fbe9:340

3:ca80

192.168.53.127:

1046
구

3
fe80::5445:5245

:444f

192.168.53.127:

1046
구

4
2001:220:1404::

6:704
완료 안 됨

5
2001:220:1404::

6:705
완료 안 됨

6
fe80::8000:f227:

3403:ca7f

완료 안 됨

(라우터)

… … … …

<표 1> Teredo 클라이언트 캐쉬 정보

표 1은 Teredo 클라이언트의 캐쉬 정보를 나타낸다. 공

격자에 의해 목록 4, 5번에 나타난 주소로 소스 주소를 

장한 패킷이 수신되고, Teredo 클라이언트는 캐쉬에 조

된 주소에 한 정보를 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된 주소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주소이므로 Teredo 클

라이언트와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캐쉬에 련 정보가 

장되었다. 따라서 공격자에 의해 조된 주소로 량의 패

킷이 송된다면, Teredo 클라이언트에서 캐쉬에 장할 

수 있는 노드의 수를 과하게 되어 캐쉬 오버 로우 공

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추가 인 실험

이 표 2와 같이 진행되었다.

취약
확인

여부
설명

캐쉬

오버 로우
◯

공격자에 의해 조된 주소로 

송된 다량의 패킷에 의한 

캐쉬 오버 로우 공격

사용자의

동의 없는

Teredo 터  

연결(비스타)

◯

도우 비스타 부  시 

자동으로 Teredo 터 이 

설정되어 공격자에게 이용될 수 

있음

신뢰할 수

없는 Teredo 

구성 요소

◯

Teredo 서버나, 라우터를 

가장한 공격자에 의한 DoS, 

MITM 공격

보안 장비

우회
◯

터 링 된 패킷이 보안 

장비에서 필터링 되지 못함

UDP Nonce

Spoofing

(비스타)

△

Teredo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주소 요청 시 항상 동일한 

nonce 값 사용에 따른 

<표 2> Teredo 보안 취약  실험

◯ :  확인 △ : 진행

캐쉬 오버 로우, 사용자의 동의 없는 Teredo 터  연

결, 신뢰할 수 없는 Teredo 구성 요소 그리고 보안 장비 

우회와 같은 취약 은 표의 설명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

다. UDP Nonce Spoofing 은 Teredo 클라이언트에 

서버로 주소 요청 시, RS(Router Solicitation) 메시지 내

의 Nonce 값이 항상 동일함을 확인하 으며 공격자에 의

한 Nonce 값 스푸핑을 통한 공격의 시나리오  실험은 

확인 진행 에 있다.

6. 결론  향후 연구

Teredo는 IPv4/IPv6 환 메커니즘  하나로 NAT 내

에 존재하는 IPv4 노드가 IPv6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Teredo를 이용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보

안 취약 들에 해서 기술하고, 실제 실험 환경을 구축하

여 공격자에 의한 캐쉬 오버 로우 공격의 시나리오와 실

험 결과를 보 다. 캐쉬 오버 로우 공격은 공격자에 의해 

조된 Teredo 주소로 다량의 패킷이 송될 경우, 

Teredo 클라이언트가 캐쉬에 유지할 수 있는 주소의 수를 

과하게 되어 발생한다. 실험 결과, 공격자에 의해 조

된 주소들이 Teredo 클라이언트의 캐쉬에 장됨을 확인

하고, 캐쉬 오버 로우 공격이 가능함을 보 다. NAT 내

의 기존의 보안 장비들은 Teredo 패킷을 제어하지 못하

고, Teredo 사용으로 인한 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들은 Teredo 패킷이 가지는 특징들을 바탕으로 기존 

보안장비에서 Teredo 패킷을 히 제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험 결과 데이터를 바

탕으로 알려진 Teredo 보안 취약 에 한 취약 을 해결

하기 한 응 방안을 제시하고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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