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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무선 통신 기술의 발달은 장비를 간편화 하고 편리화 시키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하였다. 하지만 무선 랜의 다양한 서비스와 접속성의 확대는 보안의 취약점을

야기 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IEEE802.11 무선 랜 서비스를 통하여 PDA 상에서 AP의 정보를 받아 무

선 랜 보안 서비스의 특성과 취약성을 살펴보고 PDA 기반 위치 추적 시스템을 구현을 하였다.

 

1. 서론

기술의 발달은 장비를 간편화 하고 편리화 시키고

있다. 많은 장비들을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장비간의 네트워크는 필수가 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장비들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

크 구성에 있어 유선은 공간적 제약 사항이 뒤따른

다. 이는 다양한 장비의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 많은

불편 사항을 발생 시킨다. 해결책으로 제시된 무선

랜은 유선의 제약 사항을 보안하고 많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무선 랜

의 접근성 및 편리성 확대는 보안위협에 대한 큰 허

점을 드러내 보인다. 해커들은 불법 무선 랜을 통하

여 방화벽을 우회 할 수 있고 침입 경로를 감출 수

있다. 또한 워 드라이빙을 통하여 물리적 위치 또한

감추기 쉽다. 이런 보안 위협을 제공하는 것은 취약

한 많은 무선 랜 기반들을 들 수 있다. 네스팟, 애니

웨이와 같은 무선 랜을 이용한 공중망 서비스부터

유무선 공유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무선 랜 기반들

이 존재하고 이들 대부분은 보안에 취약하다. 06년

4월에 실시한 무선 랜 보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

면 조사 대상 4천여 클라이언트와 500여 AP 중 안

전한 64%가 전혀 보안이 되어 있지 않는 오픈 시스

템이 있었고, 34%는 크래킹(Cracking)이 가능한

WEP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단 2% 만이 안전한

802.1x나 WPA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

문에서는 무선 랜의 취약성을 파악하고자 간편하게

PDA 상에서 AP 정보와 보안 상태를 점검 하고 AP

위치를 추적하여 map에 도식하고자 한다. 본 논문

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위치탐

지 기술 및 특징을 기술하며, 3장에서는 위치 탐지

시스템의 기술적 사항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4장에

서 결론으로 맺었다.

2. 위치탐지 기술 및 특징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측정자의 위

치와 AP 와의 거리를 통하여 AP의 위치를 추론 하

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GPS의 RMC 데이터를 통

해 측정자 위치를 파악하고 <그림 1>에서와 같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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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측정자 위치에서의 신호 값 [반지름1,반지름2,

반지름3]정보를 통해 AP 위치를 2차원 평면에서 추

정 하였다.

<그림 2> 신호 측정에 의한 2 차원 위치 검출

PDA는 GPS 모듈과 시리얼 통신을 통하여 GPS

정보를 획득하고 NDIS를 통하여 네트워크 카드로부

터 무선 랜 신호감쇠 정보를 획득 한다. PDA는 두

정보를 혼합하여 정보 테이블을 만들고 정보 테이블

은 소켓통신을 통하여 공간 제약 없이 Computer 로

보내질 수 있다. Computer 는 AP정보 테이블을 통

해 AP위치 추적 및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기 쉽도록

표현해 준다.

3. 위치 탐지 시스템

3.1 전체적 시스템 구성

PDA상에서 AP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수집이 이

루어진다. 사용자는 PDA를 이용하여 비교적 작은

범위의 지역을 순찰하면서 AP의 상태 파악 및 불법

AP를 탐지할 수 있다. PDA를 통하여 탐지된 전반

적인 정보 데이터는 Computer로 옮겨져 맵에 도식

화 하고 사용자에게 정보를 보기 편하도록 편리성을

제공해준다. <그림 4> 는 본 프로그램의 구성을 나

타낸다.

<그림 4> 시스템 구성도

3.2위치 추적 알고리즘

<그림 6>은 주기에 따라 신호측정 데이터 그래프

이다.

부분 1

부분 2

부분 3

층정된 AP 번호

<그림 6> AP 신호표

본 프로그램에서는 신호에 따른 교차점을 찾기 위

하여 3개의 수신신호 세기를 추출하여 계산 하였다.

신호 선정 기준에 따라 위치 탐색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신호 선정 방식을 적용

하여 실험을 해보았다. 첫 번째 방식은 분류된 AP

의 모든 정보 갯수를 3등분 하여 3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서 신호가 가장 좋은 신호만을 추출 하는

방식이다. 본 방식은 넓은 범위에서 신호가 좋은 데

이터를 얻어 표현 하고자 한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

은 분류된 AP 의 모든 데이터 갯수를 3등분 하여

나누어진 각 부분의 중간 위치의 신호를 추출 하는

방식이다. 신호 세기를 고려하지 않고 중간 값을 추

출함으로서 물리적 위치의 평균점에서 AP 위치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방식은 측정 위치와 관계

없이 동일 위치가 아니면서 가장 좋은 신호 값 3개

를 추출 하는 방식이다. AP위치를 측정함에 있어 간

섭이 적은 신호를 추출하여 신호적 오차가 적은 데

이터를 얻고자 하였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갖고자 하

였다. 추출된 3개의 신호 정보는 측정자의 위치로부

터 무 방향성으로 AP위치를 표현해 준다. 이는 3개

의 신호정보를 취하여 AP 위치를 2차원에 표시할

수 있게 한다. <그림 9>는 신호 값을 윈 의 반지름

으로 표시하고 해당 원의 교차점을 얻고자 한다.

<그림9> 위치 교점 탐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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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원의 교차점을 구하기 위하여 (1)과 같은

식을 사용하였다.

    costan 

± cos  


  

  


    sin tan 

± cos  


  

  


(1)

두 원의 교점을 구한 후 나머지 신호 정보를 이용하

여 2차원 평면상에서 AP의 위치를 추론한다.

3.3 시스템 구동 및 시뮬레이션 결과

구현된 PDA 프로그램을 통해<그림12> 및 <표

4>에서와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AP의 정

보는 실시간으로 PDA에서 표현되어 진다.

<그림 12>시뮬레이션 결과 화면

얻어진 PDA의 데이터는 컴퓨터에 보내지고 컴퓨터

는 PDA를 통해 얻은 정보<표 4>를 통하여 <그림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 AP 정보 데이터 테이블
NESPOT 00-02-78-f3-xx-xx -88 1 36503699 127111627

BonBu 00-0f-cb-98-xx-xx -85 1 36503706 127111536

BU-Wireless 00-02-78-f3-xx-xx -56 1 36503724 127111375

BonBu 00-0f-cb-98-xx-xx -80 1 36503724 127111375

BU-Wireless 00-02-78-f3-xx-xx -77 1 36503747 127111375

lab1132 00-14-bf-89-xx-xx -60 2 36503747 127111364

3개의 신호 값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그

원들의 교점을 구함으로서 <그림13>과 같은 AP위

치를 탐지할 수 있다. AP위치 추적을 위해 측정자

위치가 다른 최적의 신호 값 3개를 추출하여 교점을

구하였다. 맵 좌측 상단에 해당 AP의 MAC 주소가

표시된다.

<그림 13> 추적된 AP 도식

시험된 대학가 주변을 탐색한 결과 80% 이상이

보안 설정을 하지 않고 사용 중임이 나타났다. 또한

신호정보를 통하여 위치 정보를 추론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DA를 활용하여 실외에서 무선

AP를 탐지하는 탐지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구현을 위

해 PDA 환경 인터페이스 설계, PDA와 호스트 PC

간 소켓통신 인터페이스 설계, 호스트 상에서 맵 도

식 인터페이스 및 GUI 설계, 구현하였다. 구현된 시

스템을 활용하여 모 대학 주변을 탐지한 결과, 지도

에 도식된 AP 정보를 통하여 사용자는 AP의 위치를

알 수 있었다. 또한 PDA를 통해서 얻은 AP 정보 테

이블을 보면 대부분의 AP는 오픈되어 있어 보안 설

정이 미흡한 상태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시스템을 적용하여 무선 랜 위치 및 AP정보를 을

살펴봄으로써 많은 위협으로부터 AP들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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