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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LAN 환경에서는 최대한 안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표준 802.11 보안은 매우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 
매우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IEEE 에서는 이러한 취약점에 대해서 보안을 하기 위해 많은 메커니즘을 만들지
만, 무선 LAN의 특성인 공중에 브로드 캐스트 하는 방식 때문에 다른 환경의 네트워크 보다 많은 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 무선 LAN 환경에서 해당 인증 이후에 무선 LAN에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인증 과정에는 안전적인 메커니즘이 사용하지만, 근본적인 최대한의 정보 노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실태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무선 LAN의 인증과 인증 해제 방법과 이에 대한 취약점에 대
해서 설명하고, 해당 취약점에 대한 보안 방법을 제시한다. 

주제어 : 802.11 클라이언트 인증, 인증 해제 공격에 대한 대응, Connected Value 생성, Connected Value 인증 

Abstract  In a wireless LAN environment, security is the most important. Security of 802.11 standard has 
many vulnerabilities of the network attack. IEEE has created mechanisms to security for this vulnerability. But 
the vulnerabilities is characteristic of broadcast in the air in wireless LAN, it is more disclosure then other 
network environments. In a wireless LAN environment, it can be accessed to the wireless LAN after 
authentication. Authentication process is one of most important because of the first security step. However, in 
the authentication process is not mentioned in the method of reducing the disclosure maximum fundamental. 
Therefore, in this research, the vulnerability of 802.11 are presented and how to do de-authentication in 802.11.

Key Words : 802.11 client authentication, the authentication response to the attack, release, Connected Value 
creation, Connected Value authentication, MAC address and Connect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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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무선 인터넷 단말기(랩탑, 스마트폰 등)의 격

한 보 으로 인해, 국 으로 기업/가정에 무선 

AP(Access Point)가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무선 AP의 

설치는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편리하

지만, 보다 쉽게 해당 네트워크에 속할 수 있는 험성

을 가지고 있다. 그 기 때문에 무선 AP에 근하기 

해서는 많은 보안 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WEP, 

WPA나 WPA2와 같은 보안 로토콜을 사용한다. 그러

나 이러한 보안 로토콜만으로는 안 한 무선 LAN을 

구축하기는 어렵다. 많은 해커들과 해킹 도구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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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의 보안 로토콜들을 공격하고 있고, 그로 인해 취

약 들이 드러났다. 이보다 더 안 하게 무선 LAN을 사

용하기 해 무선 AP의 SSID를 숨기는 방법을 사용하지

만, 이러한 방법 역시 공격당해 보안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 논문에서는  보안 로토콜을 이용한 보안을 더욱 

강화시키기 한 방법을 제시한다.

2. 802.11 인증 

IEEE 802.11은 흔히 무선랜, 와이 이(Wi-Fi)라고 부

르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을 한 

컴퓨터 무선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기술로, IEEE의 

LAN/MAN 표  원회 (IEEE 802)의 11번째 워킹 그룹

에서 개발된 표  기술을 의미한다. WEP(Wired 

Equivalent Privacy)키가 정확하지 않은 클라이언트는 

무선 AP와 통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WEP키를 사용하

면 액세스 컨트롤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2.1 SSID(Service Set Identifier)

SSID는 무선 LAN을 논리 으로 분할할 수 있는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일반 으로 한 SSID로 클라이언트

를 구성해야 무선 LAN에 액세스 할 수 있다. SSID는 데

이터 라이버시 기능을 제공 하지 않으며 실제로 클라

이언트를 AP에 인증하지도 않는다.

2.2 802.11 스테이션 인증

802.11 사양에서 인증은 사용자 인증 신 무선 장치

를 인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802.11 사양에서 개방형 

인증과 공유키 인증 모드를 제공한다. fig. 1과 같이 

802.11 클라이언트 인증 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트랜잭

션으로 구성 한다.[3]

1. 클라이언트가 모든 채 에서 로  요청 임을 

로드캐스트 한다.

2. 범  내에 있는 무선 AP가 로  응답 임을 

통해 응답(reply)한다.

3. 클라이언트가 액세스에 가장 합한 무선 AP를 선

택한 후 인증 요청을 송한다. 

4. 무선 AP가 인증 응답을 송한다.

5. 인증이 성공이후 클라이언트가 무선 AP에 연결 요

청 임을 송한다.

6. 무선 AP가 연결 응답을 한다.

7. 클라이언트가 무선 AP와 통신할 수 있게 된다.

[Fig. 1] 802.11 Client Authentication Processes

2.2.1 프로브 요청 및 응답

클라이언트가 활성화가 되면 로  요청 임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무선 AP를 검색한다. Fig. 2와 같

이 로  요청 임을 클라이언트가 사용 가능한 모

든 채 로 송하여  SSID와 클라이언트 요청 데이터 

속도가 같은 사용가능한 모든 무선 AP를 찾아낸다.[2] 

사용가능 하고 로  요청 기 에 합한 모든 AP는 

로  응답 임을 통해 응답한다. 로  응답 임

에는 동기화 정보  액세스 포인트 로드를 포함해야 한

다. 이러한 정보를 검토하여 어떤 AP에 연결 할 것인지 

결정한다. 클라이언트에서 연결한 AP를 결정하면 802.11 

네트워크 액세스 인증단계로 넘어간다.[4]

[Fig. 2] Request Prob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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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개방형 인증

개방형 인증은 Null 인증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AP는 

모든 인증 요청에 해 승인한다. 1997 802.11 사양에서

의 인증은 은 연결에 맞춰져있다.[5] 인증을 하기

한 요구사항은 보안 인 측면이 아닌 신속하게 무선 AP

와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다

개방형 인증은 다음과 같이 개방형 인증 요청 Fig. 3과 

개방형 인증 응답 Fig. 4로 구성되어 있다.[3]

[Fig. 3] Open Authentication Request Frame

[Fig. 4] Open Authentication Response Frame 

개방형 인증은 연결하고자 하는 모든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 액세스를 얻을 수 있다. 네트워크상에서 암호

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무선 AP의 SSID를 알고 있

는 장치가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하는 권한을 가진다. 

무선 AP에서 WEP 암호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WEP 키

가 액세스 컨트롤을 하게 된다. Fig. 5와 같이 클라이언트

가 올바른 WEP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인증에 성공하

더라도 무선 AP를 통해 통신할 수 없다. 한 무선 AP에

서 송받은 데이터를 복호화 할 수 없다.[3]

 [Fig. 5] Each different WEP key in Open 
Authentication

2.2.3 공유 키 인증

공유 키 인증을 해 클라이언트는 정 인 WEP키를 

구성해야 한다. 공유키 인증은 Fig. 6와 같은 과정을 통해 

통신한다.[3]

1. 클라이언트가 로컬로 구성된 WEP키를 이용하여 해

당 텍스트를 암호화 하고 후속 인증 요청을 송한다.

2. 무선 AP 가 인증 요청을 복호화 하고 원래의 텍스

트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무선 AP는 클라이언트

에 액세스를 승인하는 인증 응답을 송한다.  

3. 클라이언트가 로컬로 구성된 WEP키를 이용하여 

해당 텍스트를 암호화 하고 후속 인증 요청을 송

한다.

4. 무선 AP 가 인증 요청을 복호화 하고 원래의 텍스

트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무선 AP는 클라이언트

에 액세스를 승인하는 인증 응답을 송한다.

[Fig. 6] Shared Key Authentication Process 

2.2.4 MAC 주소 인증

MAC 주소 인증은 표 화 되지 않은 메커니즘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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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무선 AP제조사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MAC 주소 

인증은 클라이언트의 MAC 주소가 LAN으로 연결된 허

용 주소 목록 는 외부 인증 서버에 있는 MAC 주소에 

장되어 있다면 통신이 되는 방식이다.[6]  

[Fig. 7] MAC Address Authentication Process 

2.2.5 Hidden SSID

Hidden SSID란 무선 AP에서 신호를 로드캐스트

(Broadcast)할 때 자신의 SSID를 지우고 송출하는 방법

을 사용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해당 무선 AP에 연결하고

자 하는 장치(PC, 랩탑, 스마트폰 등)에서 은폐된 SSID

를 직  입력하여 해당 무선 AP의 SSID가 일치하면 연

결이 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해커가 무선 

AP에 근하려 할 때 무선 AP의 SSID를 알 수 없기 때

문에 즉시 공격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SSID는 보안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SSID를 은폐시킬 경우 WI-FI 운 상 악 향

을 미칠 수도 있다.[6]

2.3 인증의 취약점

2.3.1 프로브 요청 및 응답

SSID는 무선 AP 비콘(Beacon) 메시지에서 (fig. 8)과 

같이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로 공개된다. 사용자가 비콘 

메시지를 볼 수 있지만, 해커들은 무선 LAN 패킷 분석 

도구와 같은 해킹 도구를 사용하여 SSID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7] 무선 AP 제조업체에서는 비콘 메시지에서 

SSID를 로드캐스트 하지 않도록 지원하지만, 해커들

은 여러 방법을 통해 SSID를 확 할 수 있다. Fig. 9과 같

이 Hidden SSID 환경에서도 로  응답 임을 이용

하여 SSID를 확인 할 수 있다.[3]

[Fig. 8] Wireless AP Becone Frame’s SSID

[Fig. 9] Wireless AP Prob Response Frame’s 
SSID

2.2.2 De-authentication 공격

이 공격은 특정 AP에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연결 해제 시키는 패킷을 보내어, 해당 AP에 연결된 모

든 클라이언트가 연결 해제 된다.

[Fig. 10] De-authentication Attack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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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는 AP와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의 MAC 주소

를 스니핑하여 해당 클라이언트의 MAC주소로 AP에게 

인증 해제 패킷을 송한다. 무선 AP는 인증 해제 패킷

을 받고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해제 한다.[7]

Fig. 11은 리 스의 일종인 Backtrack 5에서 Aireplay 

도구를 이용하여 De-authentication 공격하는 것을 캡쳐 

한 화면이다. 

[Fig. 11] De-authentication attack in Blackberry

De-authentication 공격 이후 연결 해제된 클라이언트

는 무선 AP와 재 속을 요청할 때 숨겨진 SSID, 인증에 

필요한 키 값과 같은 정보들을 다시 송하게 된다.

3. 제안하는 인증 및 연결 해제 과정의

   보안

인증 과정 이후 외부에서 근하고자 하는 공격자들

에게 정보를 유출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공격 이 에 

연결되어 있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 연결이 

강제로 해제되면 재 인증을 해 인증 과정이 다시 성립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공격자들은 정보를 획득하거나 

근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최  인증 

시 지속 인 연결을 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추가 되는 

것을 제시 한다. 

 

3.1 고유한 Connected Value 생성

클라이언트에서 무선 AP로 연결을 요청할 때 무선 

AP는 고유한 Connected Value값을 생성하여 클라이언

트에게 송한다. 이 값은 연결이 해제되기 까지 클라

이언트와 무선 AP는 장한다. 

[Fig. 12] Connected Value added in 802.11 
Client Authentication Process

3.2 연결 해제 요청 시 Connected Value 인증

클라이언트에서 연결 해제 요청 시 무선 AP에 연결 인

증 시 송받은 Connected Value를 함께 송한다. 연결 

해제 요청 임과 Connected Value를 송 받은 무선 

AP는 무선 AP에 장되어 있는 MAC 주소와 Connected 

Value를 함께 조하여 일치하는 값이 있다면 해당 MAC 

주소에 한 연결에 해 De-authentication 한다. 만약 

MAC 주소와 Connected Value 가 일치하는 값이 없다면, 

기존의 연결된 상태로 유지된다. 

[Fig. 13] Secured De-authentication Process

 그림과 같이 AP는 인증이 성립된 클라이언트의 

MAC 주소와 해당 MAC 주소에 응하는 Connected 

Value 값이 일치하게 되면 정상 으로 연결이 해제되는 

단계를 이룬다. 

[Fig. 14] Secured 802.11 Client Authentication 
Process in De-authentication Attack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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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된 802.11 클라이언트 인증 로세스에서는  그

림과 같이 해커가 De-authentication 공격 하더라도 해당 

MAC 주소와 MAC 주소에 응하는 Connected Value 

값이 일치 하지 않기 때문에 해커의 의도 로 연결이 해

제되지 않는다. 

4. 결론

802.11 클라이언트 인증에는 강제 연결 해제 시 인증 

회피에 한 취약한 을 가지고 있다. IEEE에서는 

802.1X를 통해 더욱 강력한 인증을 제공함으로 무선 

LAN 환경을 더욱 안 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

증은 세션 하이재킹 공격에 의해 공격자에 의해 쉽게 인

증 해제 되고, 클라이언트는 다시 인증하기 해 암호화 

되지 않은 임을 로드캐스트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증 해지 시 기존에 연결된 인증 방식을 고

수함으로써 연결해제를 통한 세션 하이재킹을 막을 수 

있어, 인증 해제에 한 취약 을 보안할 수 있다. 인증이 

강제로 해제가 되던지 아니면 네트워크 불량으로 속이 

끊어지면 즉시 기의 인증을 요청하는 로세스를 실행

시켜(connected value 교환) 세션하이재킹을 막으면 강

제 해제로 인한 인증 회피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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