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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기존 IPv6 프로토콜은 안정적인 전원 공급, 고성능 프로세싱 능력을 가진 데스크탑 및 

서버 시스템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으며, 비교적 대역폭이 큰 네트워크 환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형 센서 노드에는 불필요하거나 자원 소모가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표준에서는 최소한의 통신 기능을 지원하면서 호스트로 동작하는 센서 노

드(이하 센서 노드)들의 자원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IPv6 프로토콜의 기능을 최적화한 

구현 가이드라인을 정의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본 표준에서는 소형 센서 노드들에 적합한 IPv6 프로토콜 기능 구현 가이드라인을 다

음 2가지 환경에 대해 정의한다. 

- 단일 게이트웨이 환경 
- 다중 게이트웨이 환경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표준은 센서 노드에 탑재되어야 하는 IPv6 프로토콜 스택의 기능을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센서 노드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4. 참조권고 및 표준  

 

4.1 국제표준(권고)  

 

- IETF RFC 2460, “Internet Protocol, Version 6 (IPv6) Specification,” December 
1998 

- IETF RFC 4443, “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ICMPv6) for the Internet 
Protocol Version 6 (IPv6) Specification,” March 2006 

- IETF RFC 4861, “Neighbor Discovery for IP version 6 (IPv6),” September 2007 
- IETF RFC 4862, “IPv6 Stateless Address Autoconfiguration,” September 2007 
- IETF RFC 4944, “Transmission of IPv6 Packets over IEEE 802.15.4 Networks,” 
September 2007 

- IETF RFC 4921, “ IP Version 6 Addressing Architecture,” February 2006 
- IETF RFC 1981, “Path MTU Discovery for IP version 6,” Augus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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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표준  

 

- 해당 사항 없음 
 

4.3 기타 

 

- 해당 사항 없음 
 

5. 참조표준(권고)과의 비교  

 

5.1 참조표준(권고)과의 관련성  

 

- 4.1절의 모든 참조표준(권고)에서 정의하고 있는 IPv6 프로토콜의 기능 중 센서 네
트워크에 필요한 기능만을 선별하여 구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5.2 참조한 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 4.1절의 모든 참조표준(권고)에서 정의하고 있는 IPv6 프로토콜의 기능 중 센서 네
트워크에 필요한 기능을 선별하였으므로 별도의 비교표는 생략함 

 

6.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 본 표준의 ‘지적재산권 확약서’ 제출현황은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적합인증 관련사항  

7.1 적합인증 대상 여부  

 

- 축약된 IPv6 관련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체 기능에 대한 적합성 시험을 만
족하지 않으며, 본 표준을 위한 별도의 적합성 시험을 필요로 함 

 

7.2 시험표준제정여부(해당 시험표준번호)  

 

- 적합성 시험 표준의 제정이 필요함 
 

8. 표준의 이력  

 

판수 제/개정일 제․개정내역 

제1판 2008.12.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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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s 

 

IPv6 protocol is designed for desktops or server systems which has high 

performance processing capabilities and usually main powered. It means IPv6 protocol 

has functionality which is not needed for sensor node and used too much resource.  

This standard defines minimum functionalities of IPv6 protocol for sensor node. 

 

 

2. The summary of contents  

 

This standard defines minimum functionalities of IPv6 protocol for following two 

environments. 

- Single gateway environment 
- Multiple gateway environment 
 

 

3.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This standard will provide interoperability of various sensor node by defining 

minimum set of IPv6 protocol functionalities for sensor node. 

 

 

4. Reference Standards (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ations)  

 

- IETF RFC 2460, “Internet Protocol, Version 6 (IPv6) Specification,” December 
1998 

- IETF RFC 4443, “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ICMPv6) for the Internet 
Protocol Version 6 (IPv6) Specification,” March 2006 

- IETF RFC 4861, “Neighbor Discovery for IP version 6 (IPv6),” September 2007 
- IETF RFC 4862, “IPv6 Stateless Address Autoconfiguration,” September 2007 
- IETF RFC 4944, “Transmission of IPv6 Packets over IEEE 802.15.4 Networks,” 
September 2007 

- IETF RFC 4921, “ IP Version 6 Addressing Architecture,” February 2006 
- IETF RFC 1981, “Path MTU Discovery for IP version 6,” Augus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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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Domestic Standards  

 

- Nothing is referred  
 

4.3 Other references 

 

- Nothing is referred 
 

 

5. Relationship to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ations)  

 

5.1 The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standards  

 

- This standard minimizes functionalities which are defined in the reference 
Recommendations in Section 4.1 

 

5.2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Standard (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 This standard minimizes functionalities which are defined in the reference 
Recommendations 

 

 

6.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Rs related to the present document may have been declared to TTA.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se IPRs. If any, is available on the TTA Websites. 

 

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 This standard needs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8.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08.12.19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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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력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호스트를 위한 

IPv6 프로토콜 구현 가이드라인 

IPv6 Implementation Guideline for 

the Hosts in a Low-Power Wireless Sensor Network 

 

1. 개요 

 

기존 IPv6 기반 인터넷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환경을 고려하여 정의되어 있어 센서 

네트워크에는 불필요한 기능과 자원 소모가 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 

- 기존 인터넷 프로토콜들은 안정적인 전원 공급, 고성능 프로세싱 능력을 가진 
데스크톱/서버 시스템을 대상으로 설계됨  

- 또한 비교적 대역폭이 크고 멀티캐스트 및 브로드캐스트 전송에 적합한 네트워
크를 대상으로 설계됨 

 

따라서 IPv6 기반 인터넷 프로토콜을 센서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센서 노드

들의 자원 소모를 최소화하는 기능 최적화가 필요하다. 

본 표준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 상의 센서 노드와 인터넷을 연동하기 위해, 저성능의 

센서 노드에서 실행 가능한 최소 사양의 IPv6 기반 인터넷 프로토콜의 기능을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표준에서 정의하는 기능 구현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센서 노드들의 전력 소모, 프로세싱 오버헤드, 메모리 소모의 최소화 
- 일반 외부 인터넷 호스트와 종단간(end-to-end) 프로토콜 호환성의 보장  
 

본 표준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한다. 

- 센서 네트워크에 관한 가정 
 센서 네트워크의 PHY/MAC은 IEEE 802.15.4 표준을 따른다. 

 센서 네트워크는 802.15.4에서 정의한 Multi-Hop 전송을 지원하며, 이를 

위한 계층 2 멀티 홉 라우팅 기능이 지원된다고 가정한다. 

 각 노드의 MAC 주소는 EUI-64 방식의 48 비트 long 주소 또는 중복 없

는 16 비트의 short 주소를 사용한다. 

 IPv6의 최소 MTU(1280 bytes)를 지원하기 위해서 6LoWPAN(RFC 4944)

의 단편화/재조립 기능이 지원된다. 

 주소 자동 생성은 RFC 4944를 따른다. 

 센서 노드 또는 센서 네트워크의 IP 계층에서의 이동성은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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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본 표준은 다음 2가지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IPv6 기능 구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

다. 

- 단일 게이트웨이 환경 
- 다중 게이트웨이 환경 

 

본 표준에서는 저전력 무선 센서 네트워크 내 호스트 센서노드의 제한적 자원을 고려

하여 IPv6 프로토콜 규격 가운데 구현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IPv6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능을 명시한다. 따라서, 각 센서 네트워크의 자원 특성에 따라 본 표준에서 지원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3. 정의 

3.1 용어 정의 

호스트: RFC 2460의 정의를 따른다. 

(라우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노드: any node that is not a router) 

 

4. 단일 게이트웨이 환경을 위한 IPv6 프로토콜 기능 구현 가이드라인 

본 장에서는 IPv6 프로토콜의 기능을 최적하기 위해 관련 RFC에서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기능을 설명한다. 즉, 본 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 외부 인터넷 호스트

와 종단간 프로토콜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 구현해야 한다.  

 

4.1 IPv6 

4.1.1 보안 관련 

IPsec을 위한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IEEE 802.15.4는 기본적으로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를 이용한 링크 계

층의 보안을 제공하지만 상위계층 보안 기법은 다루고 있지 않다. 상위계층의 보안은 응

용의 요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과도한 계산이나 대역폭이 필요한 보안 솔루션은 

센서 노드에게 적합하지 않다. 

IPsec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스택 크기를 가지면서 대역폭과 비용에 구애 받지 않는 

환경을 대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센서 네트워크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센서 네트워

크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IPsec 기능은 배제되어야 한다. 

 

4.1.2 라우팅 테이블 관리 관련 

라우팅 테이블 관리를 위한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센서 네트워크에서 싱크 노드와 같이 특별한 기능을 갖는 노드를 제외한 센서 노드는 

라우터로서 동작을 하지 않고 단말 노드로만 동작하기 때문에 디폴트 라우터 리스트 정

도의 간단한 정보만 관리하면 된다. 따라서 센서 노드에서는 FIB(Forw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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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Base)와 관련된 라우팅 테이블 관리 기능은 필요하지 않다. 

 

4.1.3 다중 인터페이스 관련 

다중 인터페이스 지원을 위한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센서 노드는 IEEE 802.15.4를 지원하는 단일 통신 인터페이스를 가지기 때문에 다중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기능은 필요하지 않다. 

 

4.1.4 Mobile IPv6 관련 

Mobile IPv6 관련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차량이나 이동체에 부착된 센서와 같이 센서 노드가 이동성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일

반적으로는 센서 노드의 이동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MIPv6 기능은 센서 노드에 

필요하지 않다. 만일 센서 노드가 이동성을 갖는 경우에도 MIPv6의 올바른 동작을 위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나, 키 분배 및 관리, IPsec과 같은 많은 오버헤더를 필요로 하

기 때문에 현재의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고려하기 어렵다. 

 

4.1.5 Path MTU 탐색 기능 관련 

Path MTU 탐색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IPv6에서는 전송 경로의 모든 링크에 대해서 1280 옥텟 이상의 MTU를 요구한다. 

Path MTU 탐색 기능은 IPv6 노드가 1280 옥텟 이상의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며, 항상 1280 옥텟 이하로만 보내겠다면 구현할 필요가 없다. 센서 네트워크 환

경에서 1280 옥텟 보다 큰 사이즈의 패킷을 송수신 하는 일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센

서 네트워크의 MTU 크기는 IPv6와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280 옥텟으로 설정되

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path MTU 탐색 기능을 필요하지 않다. 

 

4.1.6 IPv6 주소 관련 

하나의 센서 노드는 하나의 링크 로컬 주소와 하나의 글로벌 유니캐스트 주소만 지원

한다. 

일반 IPv6 호스트는 다중 인터페이스와 다중 주소체계를 지원하지만 센서 노드는 다

중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센서 노드에 대해서는 링크 로컬과 글로벌 주소

를 하나씩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유니캐스트 주소는 비상태형(stateless) 주소 자동 설정 방식에 의해 생성한다. 

따라서 DHCPv6와 같은 상태형(stateful) 주소 생성을 위한 기능은 제거한다. 

All-Nodes-Multicast, All-Routers-Multicast 이외의 멀티캐스트 주소는 사용하지 않으

며, 애니캐스트 주소에 관한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4.1.7 패킷 관련 

Flow label 및 Traffic class 와 같은 QoS와 관련된 패킷 처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모

든 IPv6 확장 헤더의 처리와 생성을 지원하지 않는다. 

- Hop-by-hop 옵션: Jumbo Payload 옵션은 센서 네트워크에 필요 없으며, 
Router Alert 옵션은 IPv6 라우터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K.KO-10.0281 ４ 

없다. 

- Destination 옵션: Mobile IPv6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Home Address Option을 지
원한 필요가 없다. 

- Routing Header: 라우터 기능 수행하지 않으므로 Type 1 옵션 지원이 필요 없
으며, Mobile IPv6 지원하지 않으므로 Type 2 옵션도 지원할 필요가 없다. 

- Fragmentation Header: Fragment에 관한 처리는 센서 네트워크의 IPv6 게이트
웨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센서 노드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 

- AH/ESP Header: IPsec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 Mobile Header: Mobile IPv6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 수신 패킷 내의 확장 헤더 포함된 경우, 모든 확장 헤더는 무시한다. 다만 패킷 
파싱을 위해 헤더 type과 length는 검사한다. 

 

4.2 ICMP 

4.2.1 ICMPv6 error reporting 관련 

Destination Unreachable 생성 이외의 모든 Error Reporting 관련 기능은 지원하지 않

는다. 

 

4.2.2 ICMPv6 query 관련 

Echo server 기능 이외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4.3 Neighbor Discovery 

본 표준은 RFC 4861에서 정의한 Neighbor Discovery 기능을 최적화하는 관점에서 

센서 노드에 불필요한 기능을 정의하고 있다. 현재 IETF 6LoWPAN WG에서는 RFC 

4861의 Neighbor Discovery를 센서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표준을 개발 중에 있으므로, 

이 표준이 RFC로 완성되는 경우 해당 RFC를 참조하여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1 Router Discovery 관련 

센서 노드들은 IPv6 라우터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RS 메시지 수신 및 RA 송신에 

따른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센서 노드는 주소 생성과 링크 상태에 대한 정보에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벤트

가 발생할 경우에만 IPv6 라우터(게이트웨이)에게 RS 메시지를 전송한다.  

- 인터페이스가 초기화 되었을 경우 
- 센서 노드가 링크에 접속되었을 경우 
- 센서 노드가 링크에 재접속되었을 경우 

 

4.3.2 주소 자동 설정 관련 

센서 네트워크는 설치/유지/운영 관리자에 의해 구축 및 관리되므로 센서노드의 MAC 

주소의 중복성은 배제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Stateless address auto-

configuration 동작 시에 RFC 4944에 따라 주소가 생성된 경우 기술적으로 유일성을 보

장할 수 있으므로 RFC 4861에 정의된 Duplication Address Detection 기능은 지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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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Default Router 리스트 및 Prefix 리스트 관리를 지원하지 않는다. 

- PAN 내에 단일 IPv6 게이트웨이만 존재하며, 센서 노드는 하나의 글로벌 주소
만 사용하므로 하나의 Default Router와 하나의 Prefix만 등록한다. 

- RA 수신에 의해 새로운 Router/Prefix가 탐지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Router/Prefix는 삭제하고 새로운 항목을 등록한다. 

- 타이머에 의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등록된 Router/Prefix에 대한 타이머 동
작을 수행하지 않고, Lifetime이 0인 RA 패킷을 수신하였을 경우에만 삭제한다. 

 

4.3.3 Neighbor Discovery 관련 

NS와 NA 송신 및 수신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EUI-64 주소 및 중복되지 않는 16 비트 주소를 IPv6 주소에서 획득할 수 있으므로 

Address Resolution을 위한 NS 송신과 NA 수신 기능은 필요하지 않다. 

 

4.3.4 Neighbor Unreachability Detection 관련 

Neighbor Unreachability Detection (NUD)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IPv6에서 NUD 기능은 노드와 이웃 노드 혹은 노드와 IPv6 게이트웨이 사이의 

reachability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이를 위해서 노드는 NCE를 유지하면서 패킷 전송

에 의한 갱신과 Retrans 타이머에 의한 주기적인 탐색 기능을 수행한다. 갱신에 실패한 

이웃 노드에 대해서는 Address Resolution을 다시 수행하고 IPv6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는 새로운 게이트웨이 탐색을 시도한다. 그러나 저사양의 센서 노드 환경에서 NUD 기

능을 위해 이웃 노드들의 reachability 상태를 관리하고 타임아웃에 의한 이웃 노드 탐색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많은 오버헤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표준에서는, 모든 이웃 

노드들은 reachable하다고 가정하며 실제 이웃 노드의 unreachability 탐색은 IP 계층 

하위의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수행한다. 

 

4.3.5 Neighbor Cache Entry 관련 

센서 노드는 Address Resolution을 위한 NS 송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NS 메시지에 

따른 Neighbor Cache Entry 관리 기능은 수행하지 않다. 

 

4.3.6 Redirect 패킷 생성 및 처리 관련 

Redirect 패킷 생성 및 수신 처리를 위한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일반 센서 노드들은 IPv6 라우터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하나의 PAN내에는 하나의 

IPv6 게이트웨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Redirect 기능은 필요하지 않다. 

 

4.3.7 타이머 관련 

타이머를 관리하는 것은 센서 노드에게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타이머와 관

련된 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타이머 속성을 정의한

다.  

- Router Lifetime(디폴트라우터 지정), Reachable Time(NUD)은 0 이 아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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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대로 동작하도록 한다. 만일 연결오류와 같은 라우팅 정보(예를 들어 RERR)

가 수신되면 0으로 설정한다.  

- 프리픽스에 대한 Valid Lifetime과 Preferred Lifetime은 무한대로 설정한다.  
 

Valid Lifetime과 Preferred Lifetime은 무한대 설정이 가능하나(0xffffffff), 다른 타이머 

값은 동적으로 변한다. 동적으로 변하는 타이머 값을 내부적으로 상수 또는 무한대로 설

정한다면 수신 패킷에 대한 처리가 필요 없으며 이에 따른 필드 압축(예를 들면 

Reachable Time 필드(32비트)를 1비트)도 가능하다. 

 

 

5. 다중 IPv6 게이트웨이 환경의 IPv6 프로토콜 기능 구현 가이드라인 

5.1 IPv6 

- 4.1절과 동일 
 

5.2 ICMPv6 

- 4.2절과 동일 
 

5.3 Neighbor Discovery 

4.3절과 동일하며, 다중 게이트웨이 환경에서는 추가적으로 다음의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다중 프리픽스 리스트를 가지며 엔트리 관리는 하지만 타이머 관리는 하지 않음 
- 다중 Default Router List를 가지며 엔트리 관리는 하지만 타이머 관리는 하지 않
음 

- 다중 게이트웨이와 수동 주소 설정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 Redirect 메시지 처리
가 필요함 

- 동일한 인터페이스에 복수 IP 주소를 할당하는 기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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