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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무선 네트워크의 발달로 카페나 학교, 지하철 등 부분 공간에서 무선 공유기를 통해 WIFI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무선 공유기는 IEEE의 표  로토콜인 802.11을 사용하는데, 이 로토콜의 

상용화된 버 인 802.11n의 리 임은 암호화되어 있지 않아 쉽게 악용될 수 있다. 이는 Rogue 

AP, 비 번호 크래킹 등 다른 공격으로의 발 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에 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썬을 이용해 이러한 취약 에 해 공격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취약 과 책에 해 논의할 것이다.

  

1. 서론

 IEEE의 802.11[1]은 무선 LAN을 한 컴퓨터 무선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기 버 인 802.11a

에서부터 최근에 배포된 802.11ay까지 역폭의 증가

와 변조 방식의 변경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재 

한민국에는 802.11n이 상용화되어 있고, WEP, 

WPA/PSK, WPA2/PSK 등의 암호화를 제공하여 보

안을 유지한다. 하지만 802.11n의 리 임은 암

호화되어 있지 않아 쉽게 악용될 수 있다.

 한, 802.11n을 이용하는 무선 공유기를 통해 

WIFI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업체에서 이런 취약

에 해 인식하고 방하기 힘들어서 이를 근본

으로 방지해주는 로토콜이 필요하다.

 802.11w
[2]
에서 이를 막기 해 보호된 리 임

을 제공하지만, 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어있지 않아서 

리 임을 이용한 DoS 공격을 실 으로 막을 방

법이 없다.

  그런데 리 임을 통한 DoS 공격으로 인해 가용

성에 한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추가 인 취약

이 생긴다. 무선 공유기 암호가 유출된다면 개인정보에 

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썬으로 Scapy를 

이용하여 DoS 공격을 시연하고 이를 통해 생기는 추가

인 취약 과 책에 해서 논의해 볼 것이다.

2. 연구의 배경

2.1. 인증 해제 임

 802.11의 임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데이터, 리, 제어 임이다. 리 임 에서 

인증 해제 임은 무선 공유기가 정책을 변경하거나 

사용자가 연결을 끊을 때 발생하는 임으로 이를 악

의 으로 공격 상에게 보내게 된다면 DoS 공격을 유

발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DoS 공격뿐만 아니라 그다음

의 비 번호 크래킹이나 Rogue AP 공격 등으로 이어져 

개인정보 유출에 을  수 있다.

2.2. Scapy

 Scapy[3]는 사용자가 네트워크 패킷을 스니핑, 조, 

송신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 련 기능을 가진 

이썬 기반의 라이 러리이다. Scapy를 이용하면 어

떤 802.11 패킷도 캡쳐해서 볼 수 있으므로[4] 이 정

보를 분석하고 패킷을 조하여 송신함으로써 다양

한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컨 

임을 캡쳐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무선 공유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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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선 네트워크 어 터 모드 변경

<그림 2> 소스 코드[7]

MAC 주소인 BSSID를 근원지로, 로드 캐스트를 

목 지로하고 인증 해제 패킷으로 조하여 DoS 공

격을 실행한다.

3. 연구의 내용

3.1.  DoS 공격

3.1.1. 공격 환경

 Host OS인 Windows 10에서 VMWare를 설치하여 

Debian 리 스 기반의 모의 공격/테스트에 특화된 

Kali 리 스를 사용했다.[5] VMWare에서도 무선 네

트워크를 인식하게 하려고 외장형 무선 네트워크 어

터 삼성 무선 동 이 WIS12ABGNX를 사용했으며 

Python 2.7.12, Scapy 2.3.2 버 을 사용했다.

3.1.2. 무선 어 터 모드 

 DoS 공격을 실행하기 해 먼  공격 상을 설정

해야 하는데, 공격 상은 공격자가 자신의 치에서 

비컨 임을 수신할 수 있게 되는 모든 무선 공유

기가 될 수 있다. 비컨 임을 수신하기 해서는 

먼  무선 네트워크 어 터의 모드를 모니터 모드로 

설정해야 한다.
[6] 

리 스 환경에서는 <그림 1>과 같

이 ifconfig, iwconfig 명령어로 모니터 모드로 변경

할 수 있다.

3.1.3. 공격 소스 분석

먼 , 패킷을 스니핑할 무선 네트워크 어 터의 인터

페이스와 스니핑할 패킷의 수를 입력받는다. 그리고 

여러 채 에 해 스니핑하기 해서 iwconfig 명령

어의 channel 옵션으로 인터페이스의 채 을 바꾼다. 

sniff 함수로 채 마다 앞서 입력받은 패킷의 수만큼 

스니핑하여 PacketHandler 함수를 통해 복되지 않

은 BSSID가 발견된 경우 ap_li 리스트에 삽입하고 

콘솔 창에 띄워 다. 한 채 에서 입력받은 패킷의 

수만큼 스니핑 한 경우 공격을 시도할 무선 공유기

와 인증 해제 패킷의 수를 입력받고, deauth_ap 함수

를 통해 목 지를 로드 캐스트로, 근원지를 발견한 

무선 공유기의 MAC 주소로 하고 인증 해제 패킷으

로 조한 패킷을 송신해서 공격을 시도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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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행 화면 

<그림 3> 공격의 개요도 

802.11n의 일부 채 (1-14)에 해 의 과정을 반복 

실행한다. 공격의 개요도는 <그림 3>과 같다.  

3.1.4. DoS 공격 결과 

 가정용 무선 공유기인 U+Net3AD3을 상으로 <그

림 2>의 소스코드를 실행해서 공격을 시도해 보았

고, 실행 결과는 <그림 4>와 같았다. 그리고 인증 

해제 패킷을 송신하는 동안에는 해당 무선 공유기를 

통해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던 모든 단말기가 연

결이 끊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인증 해제 공격을 통한 취약

WPA/PSK, WPA2/PSK 방식의 암호화를 사용하는 

무선 공유기에서 DoS 공격을 통해 인증이 해제된 

단말기는 재 인증을 해 무선 공유기에 PSK와 함

께 연결을 4-way handshake 방식
[8]
으로 요청한다. 

이 때, 패킷을 계속 스니핑하고 있던 공격자는 

airodump-ng와 같은 툴로 4-way handshake를 캡쳐

할 수 있고 이는 PSK를 알아내기 한 사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 한, 재인증을 해 연결을 요청한 

다른 무선 공유기가 Rogue AP인 경우에도 PSK가 

노출되어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4. 결론

4.1. 취약

 802.11n의 리 임이 암호화되어있지 않아 구

나 쉽게 패킷을 조작하여 악용할 수 있다. 리 

임 에서 인증 해제 임을 악용하여 목 지를 

로드 캐스트, 근원지를 공격하려는 무선 공유기의 

MAC 주소로 한 후에 패킷을 조하여 송신한다면 

패킷이 송신되는 동안 주변의 모든 단말기의 연결이 

끊어진다. 이는 단순히 DoS 공격으로 가용성에 한 

뿐만 아니라 WPA/PSK, WPA2/PSK 방식에서

는 PSK에 한 사  공격, Rogue AP의 효과 인 

공격을 한 도구가 될 수 있다.

4.2. 해결 방안

보호된 리 임을 제공하는 IEEE 802.11w 로

토콜을 지원하는 무선 공유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림 2>의 소스코드를 통한 DoS 공격은 막을 수 있지

만 802.11w에서 유니캐스트 방식과 달리 로드캐스

트 는 멀티캐스트를 사용하여 리 임을 송

할 때는 임 자체를 암호화하지 않고 

MIC(Message Integrity Code)를 추가하여 송하기 

때문에
[9]
 공격자가 리 임을 도청하여 MIC를 

탈취하면 DoS 공격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리 임이 로드캐스트로 송되었을 

때 인증 해제 패킷을 무시하는 경우에도 <그림 2>

의 소스코드를 통한 DoS 공격을 막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특정 단말기를 상으로 하는 DoS 공격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802.11w를 사용하되 로드캐

스트로 송된 인증 해제 패킷을 무시한다면 무선 

공유기 DoS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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