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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공유기에 대한 보안공격의 탐지 및 대응

요 약

무선공유기에 대한 공격은 오픈 소스(Open Source) 소프트

웨어 도구(Software Tool)가 널리 공개되어 실행하기 수월해진 

반면, 이러한 보안 위협에 대한 탐지 및 대응 기술은 알려진 바

가 적다. 본고에서는 무선공유기에 대한 보안 공격의 유형과 그

에 대한 무선네트워크의 취약성을 알아봄으로써 무선 침입 탐

지시스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소규모 네트워크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용 무선침입방지시스템의 대안으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

어 도구를 제시하였다. 모의 침투를 통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도구의 성능을 분석하고 상용도구와 비교함으로써 추후의 개발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Ⅰ. 서 론

2000년대 이후에 IEEE 802.11 방식의 무선 랜(Wireless 

LAN)이 널리 사용되면서 오늘날 무선 네트워크는 가정, 사무

실, 공공장소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보안에 취약

한 무선 공유기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보안 공격의 위험

성 또한 늘고 있다. 무선공유기에 대한 보안 공격이란 악의를 

가진 공격자가 무선공유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의도적으로 방해

하거나, 무선공유기를 통해 송수신 되는 데이터를 엿듣거나 변

조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을 뜻한다. 근래에는 보안 공격을 손쉽

게 실행할 수 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

ware)들이 많이 공개되어, 크래킹(Cracking)에 대한 지식이 없

는 사람이라도 사용법을 따라 하기만 하면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보안 공격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무선공유기에 대한 보안 공격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수월해진 반면, 아직도 많은 네트워크 관리자는 보안 위협에 대

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어떻게 무선 네트워크의 보안 

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알지 못한다. 불행히도 무선공유기에 대

한 보안위협은 소규모 네트워크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며 네트

워크 관리자가 보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관점에서는 오

히려 더 위험하다 할 수 있다. 

본고의 2장에서는 대표적인 보안공격들을 보안 설정 우회 및 

암호 크랙(Crack), 로그AP(Rogue AP), 서비스 방해 공격(De-

nial of Service)으로 분류하고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상용 도

구의 대안으로 보안 공격에 대한 탐지기능을 제공하는 오픈 소

스 소프트웨어 도구를 제시하고 그 예로 WAIDPS를 소개하였

으며, 4장에서는 모의 침투를 통해 WAIDPS의 성능을 분석하

고 상용도구와 비교함으로써 무선공유기에 대한 공격 탐지 및 

대응에 사용될 새로운 오픈 소스 도구의 개발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Ⅱ. 무선 공유기에 대한 보안공격

1. 보안설정 우회 및 암호 크랙(Crack)

무선공유기의 관리자는 악의적인 사용자가 쉽게 연결할 수 없

도록 여러 가지 보안방식을 설정 할 수 있으며, 보안 방식의 종

류에는 네트워크 이름(ESSID)숨기기, 맥 필터링(MAC Filter-

ing), WEP, WPA, WPA2 등이 있다. 

ESSID 숨기기, 맥필터링은 인가된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

용자를 구분하는데 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악의를 가진 공격자

에게는 쉽게 우회할 수 있는 보안설정이다. 무선공유기는 사용

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비콘(Beacon) 메시지를 주

기적으로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하는데, 이 비콘 메시

지에 ESSID를 담아 사용자들이 무선공유기의 이름을 알 수 있

도록 한다. ESSID 숨기기는 ESSID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네

트워크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사용자만 연결할 수 있도록 하

는 보안 설정이다. 공격자는 스니핑(Sniffing) 기법과 스푸핑

(Spoofing) 기법을 사용해 숨겨진 ESSID를 알아낼 수 있다. 스

니핑 기법은 다른 사용자가 송수신하는 패킷(Packet)을 엿듣는 

행위를 뜻하고, 스푸핑 기법은 자신의 맥 주소 등을 속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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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다른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뜻한다. 스니핑과 스

푸핑 기법은 소극적 공격(Passive attack)으로 분류되는데 이

러한 공격의 특징은 전달되는 데이터의 변조가 이루어지지 않

기 때문에 공격받고 있는지 알아차리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숨

겨진 ESSID를 알아내기 위해 공격자는 피해자 AP의 맥 주소로 

스푸핑한 뒤 인증해제 패킷을 전송한다. 인증해제 패킷을 받은 

사용자는 AP로부터의 연결이 해제됨에 따라서 다시 AP로 접속

하기 위해 프로브 요청(probe request)패킷을 전송하는데, 이 

패킷에는 ESSID가 숨겨지지 않은 채로 담겨있다. 이를 스니핑 

함으로써 숨겨진 ESSID를 알 수 있다.

또 다른 보안 설정인 맥 필터링은 AP가 인가된 맥 주소 목록

을 작성하여, 해당 맥 주소를 가진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설정이다. 공격자는 자신의 무선 인터페이스를 인가

된 맥 주소로 스푸핑하여 기존의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AP

에 접속할 수 있다.

WEP 보안 기법은 개방(Open System)방식과 공유키(Shared 

Key)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개방 방식의 경우 사용자 인증에는 

암호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 암호화에만 암호를 사용한다. 공

유키 방식은 사용자 인증과 데이터 암호화 모두에 암호를 사용

하는 방식이다. 겉보기에는 인증 없이 사용자를 연결 시키는 개

방 방식이 더 취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개방 방식이 암호를 가

지고 있지 않은 사용자는 어떠한 데이터도 교환하지 못하게 하

는 반면, 공유키 보안방식은 접속단계에서부터 암호 키를 교환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격자가 인증단계에서 패킷 캡처(cap-

ture)를 통하여 쉽게 암호를 크래킹할 수 있다. 또한 이 암호 키

를 데이터 암호화에도 똑같이 사용하므로 공유키 보안방식이 

더 취약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개방 방식의 암호 또한 AP와 

사용자간의 데이터를 스니핑하는 방식으로 쉽게 크래킹이 가

능하기 때문에 WEP 보안기법은 매우 취약한 보안방식이라 할 

수 있다. WEP 보안기법을 사용하는 데이터의 암호화 시에는 

24bit 데이터인 IV(Initialization Vector)를 임의적으로 생성하

는데, 이 IV값을 40bit의 암호(key)값과 함께 RC4 암호화 알고

리즘에 대입하여 64비트의 키스트림(Key Stream)을 생성한다. 

이후, 만들어진 키스트림을 평문(plain text)과 XOR하여 최종

적인 암호문을 만들어 전송한다. 이때 IVs값은 암호화 되지 않

고 헤더에 담겨 송신되는데, 이 약점을 이용해 암호 크랙이 이

루어진다.

WEP 암호 크랙 또한 스니핑기법을 사용하므로 공격 받고 있

음을 알 수 없으며, AP에 접속된 사용자가 없더라도 가상의 사

용자를 접속시킨 뒤 강제로 트래픽을 발생시켜 IVs를 수집하는 

공격법도 존재하는데 이는 분할 공격(Fragment Attack)이라

고 한다.

WPA 보안방식은 TKIP 또는 AES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

고, WPA2는 의무적으로 TKIP보다 강력한 AES 암호화 알고리

즘을 사용하고 있다. 공격자가 WPA/WPA2의 암호를 암호학적

으로 크랙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AP가 취약한 암호를 사용할 

시에는 가능하다. WPA/WPA2 보안기법을 사용하는 AP에 접

속하려는 사용자는 암호와 ESSID를 이용해 쌍방식 마스터 키

(PMK, Pairwise Master Key)를 계산한 뒤, AP에게 인증 요

청 패킷을 전송한다. 그 다음 AP가 사용자에게 인증응답 패킷

으로 답하고 나면 사용자와 AP 사이에는 네 방향 핸드셰이크가 

이루어진다.

그림 2. WPA 네 방향 핸드셰이크

AP가 사용자에게 인증자 난스(ANounce)를 전송한다. 사용

자가 ANounce를 수신하면, ANounce를 이용해 일대일 대칭 

키(PTK, Pairwise Transient Key)를 생성하고, AP에게 피인

증자 난스(SNounce)와 함께 메시지 무결성 코드(MIC, Mes-

sage Integrity Code)를 전송한다. 이때 PTK와 MIC는 인증과

정에서 다른 사용자에 의해 위조되지 않았는지 검사하는데 사

용된다. 이후 AP가 SNounce를 이용해 PTK를 생성하고, MIC

를 검증한 뒤 성공하면 사용자에게 세션 키를 전송한다. AP가 

전송한 세션 키를 사용자가 수신하면, 키를 설치하였다고 AP

에게 응답한다. 이후 사용자와 AP는 세션 키를 사용해 모든 데

이터를 암호화 한다. WPA 보안설정을 사용하는 AP의 암호를 

크랙 하려는 공격자는 사용자가 AP에 연결하는 과정의 패킷을 그림 1. WEP 보안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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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함으로써 ANounce와 SNounce를 알아낸다. 다음 ESSID

와 공격자가 추측하는 AP의 암호를 이용해 PMK를 계산하고, 

PMK와 난스들을 결합해 PTK 를 생성한 다음 무결성 검사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만약 무결성 검사를 성공적으로 통

과하는 키가 있다면 공격자가 암호 크랙에 성공한 것이다[1]. 

ESSID와 암호를 이용해 PMK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공격자는 

아직 무선 공유기의 암호가 무엇인지 모르므로, 무작위로 암호

를 대입해 맞는 암호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무작

위로 암호를 대입하는 방식에는 브루트 포스(brute force)방식

과 사전공격(dictionary attack)방식이 있다. 브루트 포스 방식

은 영문 및 특수기호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대입해보는 방식으

로, 짧고 간단한 암호가 아닐 경우 크랙 할 때까지의 시간이 굉

장히 오래 걸린다. 사전공격 방식은 네트워크 관리자가 설정할

만한 암호들을 텍스트 파일에 저장해, 이를 순서대로 대입해 보

는 방식이다. 이때 사전에 정확한 비밀번호가 포함되어있지 않

으면 크랙에 실패하므로, 추측이 불가능 할만한 복잡하고 긴 비

밀번호를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바꾸어 준다면 WPA 크랙

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2. 로그 AP(Rogue Access Point)

로그 AP[2][3]는 악의적으로 설치된 공유기를 통칭하며, 로

그 AP의 유형에는 무인가 AP(Unmanaged AP), 소프트 로그 

AP(Soft Rogue AP), 이블 트윈(Evil Twin)이 있다. 무인가 AP

는 네트워크 내에 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공유기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 무인가AP의 경우 악의는 없지만,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에 의해서도 생성될 수 있다. 공격자는 

이 무인가AP에 접속함으로써 네트워크 내부에 침투할 수 있다. 

공격자가 무인가AP를 설치하기 전에는 달리 대비 할 방법이 없

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전체를 감시하는 장치 혹은 소프트웨

어가 없다면 설치 된 뒤라도 감지 및 통제하기가 어렵다.

소프트 AP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가상으로 만들어 낸 AP

를 뜻한다. 소프트AP는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다양한 소프트웨

어 도구를 통해 만들어지며 브릿지(Bridge)를 통해 네트워크와 

연결시키면 무선공유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소프트 AP를 

악용하여 이블 트윈 등의 공격을 시도할 때 이를 소프트 로그 

AP라 한다.

이블 트윈은 공격자가 정상적인 공유기 근처에서 동일한 

ESSID를 가지는 실제 혹은 소프트 AP를 설치한 것을 뜻한다. 

공유기의 이름이 같으면 사용자는 출력신호가 강한 쪽에 연결

되므로, 공격자는 손쉽게 악의적인 공유기로의 연결을 유도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블 트윈에 연결되면 공격자는 중간자 공격

(Man-in-the-middle attack)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중간

자 공격이란, 사용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정상적인 공유기와

의 통신을 중계하면서 모든 통신을 엿듣거나 변조하는 것을 뜻

한다. 공격자는 사용자의 웹사이트 비밀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기 위한 피싱(Phishing)을 시도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적극적 공격(Active Attack)으로 분류된다. 

이블 트윈은 무인가AP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격

자가 무인가AP를 설치하였을 때 이를 탐지하고 대처한다면, 이

블 트윈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격자가 인가된 AP와 

같은 맥 주소로 이블 트윈을 생성할 시 문제가 발생한다. 대부

분의 장치 및 소프트웨어에서 네트워크에 같은 맥 주소를 가지

는 두 개의 AP가 존재한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출력 신호가 강

한 이블 트윈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3. 서비스 방해 공격(Denial of Service)

서비스 방해 공격[4]은 공유기의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하여, 

사용자들이 AP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공격이다. 무선 랜의 

경우에는 특히 전송매체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

비스 방해 공격이 가능하며 공격이 성공했을 때의 피해가 크다. 

무선공유기에 대한 서비스 방해 공격은 물리계층(PHY layer)

에서의 공격과 맥 계층(MAC layer)에서의 공격으로 구분된다.    

<그림 4>는 서비스 방해 공격의 유형을 정리해 도식한 것이다.

802.11 무선 랜에서는 AP와 사용자 간의 인증, 접속, 접속해

제 등을 수행하는 관리 프레임(management frame)과 안정적

인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제어 프레임(control frame)이 사용되

는데, 이러한 프레임은 송수신시 암호화하지 않는다. 맥 계층

그림 3. 로그 AP를 이용한 백도어 그림 4. 서비스 방해 공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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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서비스 방해 공격은 이 약점을 이용해 이루어진다. 가장

(假裝, Masquerading)공격은 공격자가 AP인 것처럼 가장하고 

인증해제 패킷을 전송해, AP와 사용자 사이의 연결을 방해하는 

공격방법이다. 연결이 해제된 사용자는 AP에 다시 연결하려 하

므로, 암호 크랙(Crack)이나 이블 트윈(Evil Twin) 공격으로 이

어질 수 있다.

그림 5. 가장 공격(Masquerading Attack)

자원고갈(Resource Depletion) 공격은 피해자 AP에 다량의 

인증요청 패킷을 전송함으로써, AP의 메모리를 바닥나게 하여 

사용자에게 더 이상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기법이다. 

공격자가 인증 요구 패킷을 전송할 때 많은 수의 랜덤 맥 주소

들로 스푸핑하면 AP가 관리하는 클라이언트 테이블이 꽉 차게 

되어 새로운 사용자는 접속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그림 6. 자원고갈(Resource Depletion) 공격

마지막으로, 매체 접근 공격(Media Access Attack)은 제어 

프레임에 포함되는 NAV(Network Allocation Vector)의 값을 

이용한다. NAV값은 AP와 사용자가 통신하는 동안 다른 사용

자가 데이터 전송시도를 하지 않도록 통신이 끝나는 시간을 알

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공격자가 AP에게 제어 프레임을 전송할 

때 NAV값을 크게 늘려 전송하면 다른 사용자들은 채널이 계속 

사용중인 것으로 간주해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게 된다. 공격

자가 암호화 없이 인증 해제 패킷(가장 공격), 인증 요구 패킷

(자원고갈 공격), 긴 NAV값을 담은 패킷(매체 접근 공격)을 전

송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패킷이므로, AP

나 주변 인터페이스는 이를 수신한다. 서비스 방해 공격을 받을 

시 AP의 서비스가 정지되므로 공격 받고 있음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지만, 공격자가 맥 스푸핑을 통해 다른 인터페이스인 것처

럼 행동하면 공격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다.

그림 7. 매체 접근 공격(Media Access Attack)

Ⅲ. 오픈소스 무선 보안 도구

2장에서는 우리는 암호를 관리하는 것으로 WPA 암호 크랙은 

대비할 수 있지만,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로그AP과 서

비스 방해 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무선네트워크의 보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격자

가 침투했을 때 이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침입탐지시스템이 필

요하다. 여러 기업에서 보안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는 무선 침

입 방지 시스템(WIPS, Wireless Intrusion Prevention Sys-

tem)은 여러 개의 센서를 통하여 목표지역 내 AP의 사용 현황

을 감시하고, 트래픽을 분석하여 공격자가 공격을 시도하는 것

으로 판단될 시 즉각 대처하도록 설계된다. WIPS는 센서와 함

께 AP와 인가 받은 사용자의 맥 주소를 관리하는 방법을 사용

하여 2장에서 설명하였던 모든 공격유형에 대한 탐지 및 대응

이 가능하다.

WIPS는 넓은 범위에 대한 고도의 보안성을 필요로 하는 기

업 및 관공서에는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지만, 작은 사무실이

나 저비용으로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그 대안으로 오픈 소스 무선보안 도구를 제시

그림 8. WAID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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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 예로 SYWorks Programming에서 개발한 WAID-

PS(Wireless Auditing Intrusion Detection & Prevention 

System)[5]를 소개한다. WAIDPS는 2014년 개발된 Python 

기반의 오픈 소스 무선 보안 도구이다. 무선네트워크 보안 위협

에 대한 테스트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무선 랜 인터페이스를 통

하여 패킷을 수집, 분석해 AP가 공격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

면 관리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WAIDPS는 PC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선 랜 인터

페이스만 있으면 쉽게 구동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네트워크

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모의 침투를 통하여 

WAIDPS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상용 도구인 WIPS와 비교 분

석하였다.

Ⅳ. 모의침투 및 대응

모의침투 환경은 <그림 9>와 같이 구성하였다. 공격자의 PC

와 WAIDPS를 실행시킨 PC를 A, B, C, D의 지점에 번갈아 가

며 위치시켜 공격자가 WAIDPS보다 AP에 가까울 때, 혹은 더 

멀 때를 테스트 하였다. 공격자는 보안 테스트용 오픈 소스 리

눅스 배포판인 kali-linux의 툴들을 사용하였다.

그림 9. 모의침투 환경

1. WEP 크랙

<그림 10>은 공격자가 WEP보안방식을 사용하는 AP의 트래

픽량을 증폭시켜 IVs를 수집하기 위해 ARP패킷을 전송하는 화

면이다. ARP패킷은 맥 주소 정보를 요청 및 응답하는 패킷으

로, AP가 해당 패킷을 수신하면 ARP 응답을 계속해서 송신하

게 되는데, 공격자는 이 과정에서 IVs를 수집한다.

공격자가 WEP 암호를 크랙하기 위해 ARP 주입 공격을 실행하

는 동안, WAIDPS는 계속해서 ARP패킷이 발생하자 의심스러운 

패킷 활동이 포착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공격자 인터페이스의 맥 

주소와 공격받고 있는 AP의 정보를 표시하였다. 또한, 현재 감지

되는 패킷 활동이 WEP 크랙의 공격 유형이라고 보고하였다.

2. WPA 크랙

공격자는 WPA 보안방식을 사용하는 AP의 암호 크랙을 위해

서 인증 해제 패킷을 전송한다. 인증해제 패킷을 계속 송신하면 

AP의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므로(가장 공격) 어느 정도 송신한 

후 중단한다. 인증해제 패킷을 수신한 사용자는 AP와의 연결이 

해제되고, 다시 AP에 연결하려는 과정에서 공격자는 핸드셰이

크를 캡처할 수 있다. <그림 13>은 공격자가 캡처된 핸드셰이크

의 변수를 이용해, AP의 암호를 크랙한 화면이다. 모의침투 시 

사전공격을 사용하였다.

그림 10. 패킷 주입 공격

그림 12. 인증 해제 패킷 전송

그림 13. WPA 암호 크랙

그림 11. WAIDPS의 WEP 크랙공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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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DPS는 공격자가 인증 해제 패킷을 계속해서 전송하는 

것을 포착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인증 해

제 패킷 전송 이후 WPA 핸드셰이크를 캡처하여 WPA 크랙 공

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3. 로그 AP

로그 AP에 대한 모의침투를 위해 소프트 로그 액세

스 포인트를 생성하였다. <그림 15>는 공격자가 (AA:B-

B:AA:AA:AA:AA)의 맥 주소를 가지며, 피해자 AP와 같은 

ESSID인 이블 트윈을 생성한 화면이다.

그림 15. 이블 트윈 생성

WAIDPS는 동일한 이름의 AP가 네트워크에 존재한다고 사

용자에게 경고하고, 각 AP의 맥 주소와 출력파워, 보안 설정 등

의 정보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공격자가 AP와 같은 맥 주소를 

가지는 이블 트윈을 생성 했을 시에는, 이블 트윈만을 감지하였

다. 모의침투 시 WAIDPS는 보안 설정 우회공격과 자원고갈 공

격, 매체 접근 공격은 탐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WPA 크랙 공격 

시 사용자의 재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 가장 공격이 선행되기 때

문에, 가장 공격에 대한 모의침투 결과는 생략하였다.

<표 1>에 각 보안 공격 유형에 대한 WIPS와 WAIDPS의 탐

지 및 대응 여부를 표시하였다. WIPS는 센서를 통해 무선 인터

페이스들을 감시하여, 무선 망 내에 동일한 맥 주소를 사용하

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함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WAIDPS가 

감지하지 못하는 맥 필터링 우회 공격을 탐지할 수 있다. 또한 

WAIDPS는 무수히 많은 인증 요청을 보내는 자원 고갈 공격에 

대해 정상적인 접속이라고 판단하는데 반해, WIPS는 인가 및 

차단 리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들이 AP

에 접속 요청하는 것을 감지하여 자원 고갈 공격을 받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중요한 차이점은, WIPS는 탐지와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지

는 반면 WAIDPS는 탐지만 가능해 대응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WAIDPS를 사용하면 현재 무선네트워크 망에 어떤 보안 공격

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대처는 관리

자의 역량에 달린 것이다. WIPS가 각 공격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공격자가 로그 AP를 생성하면 로그 AP에 사용자

들이 연결하지 못하도록 인증 해제 패킷을 보내 무력화하고, 가

상의 AP를 만들어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로그 

AP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센서가 로그 AP의 위치를 

찾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서비스 방해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에는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무선 인터페이스를 차단 리

스트에 추가하여 접속 시도를 막는다. 또한 인가된 사용자들에

게 CTS메시지를 전송하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무

선공유기에 대한 암호 크랙 공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공격 혹은 인증 우회공격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WIPS가 관리하

는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가장 공격이 차단되며 인증된 사용자

만 AP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무선 공유기의 암호를 크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Ⅴ. 결 론

본고에서는 무선 공유기에 대한 보안 공격의 유형을 보안 설

정우회 및 암호 크랙, 로그 AP, 서비스 방해 공격으로 나누어 

그림 14. WAIDPS의 WPA 크랙 경고

그림 16. WAIDPS의 로그 AP 경고

표 1. WIPS와 WAIDPS의 공격 유형별 탐지 및 대응 여부

WIPS WAIDPS

탐지 대응 탐지 대응

맥	필터링	우회 ○ ○ × ×

WEP	크랙 ○ ○ ○ ×

WPA	크랙 ○ ○ ○ ×

로그	AP ○ ○ ○ ×

가장	공격 ○ ○ ○ ×

자원	고갈	공격 ○ ○ × ×

매체	접근	공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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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보안 공격에 대한 무선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살펴보

았다. 이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무선공유기가 보안위협에 노

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관리자가 WPA 보안방식

을 사용하고 암호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경우 공격자나 인가 받

지 않은 사용자가 AP에 접속하지 못하게는 할 수 있지만, 막대

한 피해를 수반 할 수 있는 로그 AP나 서비스 방해 공격은 대비 

및 대처하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침입탐지시스템을 사용

하지 않는 모든 무선공유기는 공격자가 결심하면 막대한 피해

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무선보안에 대해 책정할 비용이 부족한 사업자

나 소규모 사무실에서는 침입탐지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어려움

이 따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대안으로 오픈 소스 도구를 제

시하였고, 그 중 하나인 WAIDPS를 소개하였다. WAIDPS는 pc

와 무선 랜 인터페이스만 있다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므로 소규

모 네트워크에 적합하다. 모의 침투를 통하여 WAIDPS가 WEP

크랙, WPA크랙, 로그 AP, 가장 공격에 대해 탐지하고 사용자에

게 보고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보안 

설정 우회공격과 자원 고갈 공격, 매체 접근 공격에 대해서는 탐

지하지 못하였으며, 대응기능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공격받고 있

음을 탐지하더라도 네트워크 관리자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다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추후에는 WAIDPS

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 탐지기능을 강화하고 대응 기능을 포함

한 오픈 소스 무선보안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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