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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LANs are quickly becoming ubiquitous in our every day life. Users are 

adopting the technology to save the time, cost, and mess of running wires in 

providing high speed network access. HotSpot areas such as airports and coffee 

houses are embracing the technology to provide additional value to their 

customers with the hopes of increasing their revenue. 

Unlike wired networks, WLANs provide the transmitted data to anyone with a 

receiver that is in radio range. With the use of directional antennas, an adversary 

wanting to eavesdrop on communications can be quite far away. As a result, one must 

consider WLAN traffic as being delivered to the adversary as well as the intended 

party and the adversary with a transmitter has the ability to inject or forge packets 

onto the network. This is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wired and wireless 

network security.

One of the goals of the current WLAN standard is to provide authentication and 

privacy. The current WLAN standard includes two forms of authentication: Open 

system and Shared key. The open system authentication is a null authen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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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where the station or client, always successfully authenticates with the access 

point, that is, the access point permits everyone to authenticate successfully. The 

second authentication method utilizes a shared key with a challenge and a response. 

Shared key authentication uses a challenge and response exchange along with a 

shared secret to authenticate the station to the AP(Access Point). The IEEE 802.11b 

standard defines a data confidentiality mechanism known as WEP(Wired Equivalent 

Privacy). But, WEP falls short of accomplishing its security goals. Despite employing 

the well-known and believed-secure RC4 cipher, WEP contains several major security 

flaws. The flaws give rise to a number of attacks that are key-stream and IV(initial 

vector) reuse.

In order to evict these security problems, the IEEE standard group has designed a 

new security architecture for wireless LAN- the IEEE 802.1x. The IEEE 802.1x 

standard provides an architectural framework which can be used various 

authentication methods such as certificate-based authentication, smartcards, one-time 

passwords, etc. It provides port-based network access control for hybrid networking 

technologies, such as Token Ring, FDDI, IEEE 802.11 and 803.3 local area networks.

The IEEE 802.1x standard employs the EAP(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to 

permit a wide variety of authentication mechanisms. EAP is built around the 

challenge-response communication paradigm. The AP must permit the EAP traffic 

before the authentication succeeds. In order to accommodate this, a dual-port model is 

used. The authenticator system has two ports of access to the network: the 

Uncontrolled port and the Controlled port. The Uncontrolled port filters all network 

traffic and allows only EAP packets to pass. But, IEEE 802.1x also has vulnerabilities 

about the DoS(denial of service), the session hijacking and the Man in the Middle 

attack due to the absence of AP authentication.

In this dissertation, we propose a WLAN secure system which can offer a rob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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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communication and a user authentications with the IEEE 802.1x framework.

The user authentication on the WLAN secure system accomplishes mutual 

authentications between authentication servers, clients and the AP using PKI and 

prevents an illegal user from intervening in communication to disguise oneself as a 

client, the AP or authentication servers. Also, we guarantee the safety of the 

communication by doing secure communication between clients and the AP by the 

Dynamic WEP ke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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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 론론론

현재 인터넷 관련 기술은 개인 또는 기업의 사용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회선, xDSL(x Digital Subscriber Line) 등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고속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무실 내에서 뿐만 아니라 자동

차나 거리, 공항이나 지하철역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인터넷 접속 요구가 증가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랜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

고 있고, 정부정책도 규제하던 개념에서 활용하는 개념으로 크게 바뀌면서 많은 수의 대학

과 일반 기업에서 무선랜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무선랜은 배선이 필요 없어 단말기

의 재배치가 쉽고 이동중에도 통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네트워크 구

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용 매체의 공개성에 따른 해킹 및 접근이 용이하

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전자 메일, 데이터 전송과 같이 데이터 보안 중요도가 높은 응용에

서 보안성 요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16].

무선랜의 보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승인된 사용자에

게만 접속을 허용하는 인증(authentication)에 관한 보안이며, 다른 하나는 스니퍼 등과 

같은 해킹 툴을 이용해 전송되는 내용 자체를 몰래 보는 도청 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기밀

성(privacy)에 관한 것이다. 무선랜은 유선 네트워크와 달리 AP(access point)만 설치되

어 있으면 누구나 쉽게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무선랜에서 보다 중요성이 강

조되는 보안 문제는 접속에 관한 보안, 즉 사용자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무선랜 표준인 IEEE 802.11b는 사용자 인증 및 암호화와 관련하여 SSID(service set 

identifier), MAC 주소 필터링(media access control address filtering), WEP(wired 

equivalent protocol)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9]. 그러나 

IEEE 802.11b에서 제공하는 보안 메커니즘들은 다음과 같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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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D의 경우, 브로드캐스트 SSID를 사용하게 되면 AP는 SSID를 단순 텍스트 형태로 약 

1초에 10회 정도 주기적으로 브로드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해커 등 악의적인 사용자가 중

간에 패킷을 도청하여 무선랜 장비에 SSID의 이름만 일치시키면 해당 AP로부터 전송되는 

전파를 잡아서 도청이 가능하다. MAC 주소 필터링은 사용자 인증이라기 보다는 무선랜 

카드라는 하드웨어에 대한 인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선랜 카드 분실시 악용될 수 있

다. 또한 MAC 주소는 무선구간에서 평문 형태로 전송되기 때문에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

한 도청 가능성이 높고, 외부에서 조작이 쉽다. 기밀성뿐만 아니라 사용자 인증 서비스에

서도 사용 중인 WEP의 경우에도 키 스트림(keystream) 및 IV(initial vector) 재사용 공

격 등에 취약하다[2].

이에 따라 IEEE 802.11b의 보안 메커니즘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이 개발되

고 있는데, 이들 중 IEEE 802.1x[7]는 IEEE 802.11b의 사용자 인증 취약성을 보완한 프

레임워크다. IEEE 802.1x는 EAP(extended authentication protocol)를 통해 해쉬함수

를 이용한 Challenge/Response, Kerberos, 인증서를 기반으로 하는 TLS(transport 

layer security), OTP(one-time password) 등 다양한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을 지원한

다. 그러나 IEEE 802.1x 역시 인증 프로토콜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공격과 AP에 대한 인증 및 암호 메커니즘의 부재로 세션 하이재킹 및 중간자 

공격 등에 취약하다[9].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x 프레임워크의 서비스 거부, 세션 하이재킹 및 중간자 공격

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여 강화된 사용자 인증 및 안전한 암호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랜 보안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비스 거부 공격 보완 방안으로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버에서 

제시된 문제를 사용자가 해결할 경우에만 인증 프로토콜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증 초기단

계를 추가 하였다. 인증 초기단계는 일방적으로 서버쪽에서만 자원을 할당하는 구조를 사

용자에게도 어느 정도 자신의 자원을 할당하도록 하고, 인증서버가 자신의 상태에 따라 

보안수준 변수를 설정하여 사용자의 인증 요청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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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무차별적인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스푸핑 공격 취약성 보완 방안으로는 AP에 대한 인증 절차를 추가하여 모든 구성 개체

에 대해서 상호인증을 제공하고, 전송되는 메시지를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

하였다. 따라서 인증받지 않은 제 3자의 개입에 의한 스푸핑 공격을 차단할 수 있으며, 전

송 메시지에 대한 기밀성 제공으로 해킹에 의한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사용자와 인증서

버간 상호인증 메커니즘은 공개키 암호기술 기반인 EAP-TLS를 이용하고, 추가된 AP와 

인증서버간 상호인증 역시 공개키 암호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

다. 또한 IEEE 802.11b 표준에서 지적된 고정된 암호화 키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취약

성 문제는 EAP-TLS 인증 과정에서 키 분배 메커니즘을 통한 동적 키 분배를 제공함으로

써 사용자와 AP간의 안전한 암호통신을 제공한다.

제안 메커니즘 테스트를 위한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AP, 인증서버 및 CA로 구성된다. 

클라이언트는 WIRE1x v1.0[35] 오픈소스를 수정하여 구현하였으며, AP는 리눅스 운영

체제가 설치된 PC에 Prism2 계열의 칩을 사용하는 무선랜 카드와 유선랜 카드를 동시에 

장착하고 HostAP 드라이버[17]를 설치하여 에뮬레이션 하였다. 인증서버는 공유키

(WEP_Key)를 AP로 전달할 SUCCESS 메시지를 생성하고 암호화하기 위한 모듈과 인증 

초기단계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받은 X 값을 검증하는 모듈을 오픈소스로 공개된 

FreeRADIUS[11]에 추가하여 구현하였다. 모든 구성요소에서 암호 라이브러리 역시 오

픈소스인 OpenSSL[36]을 사용하였다. 

제안 시스템은 TLS 및 EAP-TLS 인증방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및 AP, 

인증서버 모두 인증서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본 논문의 구현 환경에서는 인증서 발급을 

위한 별도의 CA(Certificate Authority)[22]가 구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OpenSSL에서 

제공하는 CA 시스템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및 AP, 인증서버용 인증서 모두 동일한 최상

위 CA에서 발행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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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EEEEEEEEE888000222...111111bbb보보보안안안 메메메커커커니니니즘즘즘

본 장에서는 현재 무선랜의 표준기술인 IEEE 802.11b의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인 

SSID, MAC 주소 필터링, 공유키 인증과 기밀성 제공 보안 메커니즘인 WEP에 대해서 기

술하고, 각 보안 메커니즘의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AAA...IIIEEEEEEEEE888000222...111111bbb보보보안안안기기기술술술

현재 무선랜 기술표준인 IEEE 802.11b에서 사용자 인증은 크게 암호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밀성 제공은 WEP 프로토콜을 이용

하여 지원하고 있다[34].

먼저 암호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 인증방법인 SSID 및 MAC 주소 필터링과 암호

기술을 이용하는 공유키 인증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무선랜 구간에서 전송되는 데이

터에 대한 기밀성을 제공하는 WEP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본다.

111...사사사용용용자자자 인인인증증증
aaa...SSSSSSIIIDDD

SSID(service set identifier)는 암호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 인증 방법 중에 하나

로, 무선랜 사용자가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SSID를 미리 알고서 이

와 동일한 SSID를 AP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반드시 AP에 설정된 것과 동일한 SSID

를 사용해야만 인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NULL’ 값을 갖는 SSID를 이용

해서 접속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NULL’ 값 SSID를 이용해 접속이 가능한 경우를 개방

형 인증(open system authentication)이라고 한다[39]. 또한 AP는 주기적으로 SSID를 

브로드캐스트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랜 사용자는 AP에 접속 가능한 지역 내에서 AP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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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브로드캐스트되는 SSID를 수신한 뒤 이를 이용하여 AP에 접속할 수 있다.

그림 2-1. SSID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Figure 2-1. Authentication with S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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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MMMAAACCC주주주소소소 필필필터터터링링링
MAC 주소 필터링(MAC address filtering) 또한 SSID와 같이 암호기술을 이용하지 않

는 인증 방법으로, 무선랜 카드마다 유일하게 할당되는 MAC 주소를 사용자 인증에 이용

한다[41]. AP는 접속이 허용된 MAC 주소의 목록을 저장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조작에 

의해서 편집이 가능하다. 무선랜 사용자가 네트워크 접속을 위해 자신의 MAC 주소를 전

송하면 AP는 접속이 허용된 MAC 주소 목록에 포함된 주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속의 

허용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그림 2-2. MAC 주소 필터링

Figure 2-2. MAC address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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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공공공유유유키키키 인인인증증증
공유키 인증은 암호기술을 이용한 인증방식으로, 그림 2-3과 같이 사용자와 AP가 공유

하는 WEP 키를 이용해서 인증하는 Challenge-Response 방식이다[28]. 

공유키 인증은 다음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① Authentication Request: 사용자는 네트워크 접속을 위해 AP에게 인증을 요청한

다.

② Challenge: AP는 난수인 Challenge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③ Response: 사용자는 수신한 Challenge를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WEP 키를 이용해

서 암호화하여 생성한 Response를 AP에게 전송한다. 이 때, 암호 알고리즘은 RC4

가 사용된다.

④ SUCCESS/Failure: AP는 자신이 생성한 Challenge를 사용자가 사용한 것과 동일

한 WEP 키로 암호화한 뒤, 사용자로부터 전송된 Response와 비교하여 동일하면 

인증에 성공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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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WEP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

Figure 2-3. Authentication with W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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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기기기밀밀밀성성성
IEEE 802.11b에서 기밀성 제공 보안 메커니즘인 WEP[31]은 스트림 암호화(stream 

cipher) 관용 암호 알고리즘인 RC4를 이용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RC4 암호화는 암호화 키와 의사난수 생성기(PRNG: pseudo-random number 

generator)를 이용하여 생성된 키 스트림과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XOR 연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RC4 알고리즘에서 암호화에 이용되는 키 스트림은 임의의 가변길이 데이터

의 연속으로, 그림 2-4의 의사난수 생성 알고리즘과 키 스케쥴링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다.

KSA(K)KSA(K)KSA(K)KSA(K)

Initialization:

For i = 0 ........ N - 1

   S[i] = i

j = 0

Scrambling:

For i = 0 ........ N - 1

j = j + S[i] + K[i mod l]

Swap(S[i],S[j])

    

PRGA(K)PRGA(K)PRGA(K)PRGA(K)

Initialization:

i = 0

j = 0

Generation loop:

i = i + 1

j = j + S[i]

Swap(S[i],S[j])

Output z = S[S[i] + S[j]]

그림 2-4. RC4 알고리즘

Figure 2-4. RC4 algorithm

(a) Key scheduling algorithm (b) Pseudo random gener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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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802.11b WEP 암호화 과정에서 암호화 키는 AP와 무선랜 카드 모두 공유하고 있

는 키들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낼 때 암호화에 사용된 키

의 인덱스를 보내면 상대편에서도 공유하고 있는 테이블에서 해당되는 키를 찾아 복호화

에 이용한다. WEP을 통한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의 크기는 64 bit 혹은 128 bit이며, 이 때 

24 bit는 IV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키의 크기는 40 bit와 104 bit이다.

IEEE 802.11b에서 WEP 프로토콜을 이용한 암호화는 그림 2-5의 (a) 과정에 의해 이

루어지며, 그림 2-5의 (b)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원래의 평문으로 복호화하는 과정이다.

다음은 WEP 암/복호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 것이다[28].

① 데이터를 송신하는 클라이언트는 CRC-32(cyclic redundancy check-32)[29]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무결성 검사값을 구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합친다.

② 임의의 24 bit IV를 생성하고 WEP 공유키와 IV를 연결하여 패킷 암호용 키(seed)

를 생성한다.

③ 패킷 암호용 키를 RC4 알고리즘에 입력하여 얻어지는 키 스트림과 전송하고자 하

는 데이터의 XOR 연산을 통해 암호문을 생성하여 AP로 전송한다.

④ 암호문을 수신한 AP는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IV를 이용해 암호화에 사용된 것과 동

일한 키 스트림을 생성한다.

⑤ 수신한 암호문과 생성된 키 스트림과의 XOR 연산을 통해 원래의 평문으로 복호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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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P 암호화

(b) WEP 복호화

그림 2-5. WEP 암/복호화 과정

Figure 2-5. Processes of WEP encryption/decry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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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P 암호화 과정후 전송되는 WEP 프레임 구조는 그림 2-6과 같이 맨 앞에는 

802.11b 패킷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802.11b header가 삽입되며,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된 24 bit의 IV와 8 bit의 키 ID가 그 뒤에 삽입된다. 그리고 암호화된 데이터의 맨 뒷

부분에는 32 bit의 무결성 검사값이 포함된다. 

IEEE 802.11b에서의 무결성은 그림 2-5와 같이 CRC-32를 이용해서 제공된다[32]. 

송신자는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검사값을 계산하고 원래의 평문과 무결

성 검사값을 함께 암호화한 후 전송한다. 수신자는 수신한 암호문을 복호화한 뒤 데이터 

부분의 무결성 검사값을 계산하고 수신한 무결성 검사값과 비교하여 동일한 경우에는 전

송 도중에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림 2-6. WEP 프레임 구조

Figure 2-6. Structure of WEP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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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IIIEEEEEEEEE888000222...111111bbb보보보안안안 취취취약약약성성성

IEEE 802.11b에서 사용자 인증은 SSID, MAC 주소 필터링 및 공유키 인증 메커니즘을 

통해, 기밀성 서비스는 RC4 스트림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WEP 프로토콜을 통해 제

공된다. 그러나 IEEE 802.11b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커니즘들은 다양한 취약성

을 보이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각 메커니즘에서 드러난 보안 취약성에 대해 살펴본다.

111...사사사용용용자자자 인인인증증증 메메메커커커니니니즘즘즘 취취취약약약성성성
aaa...SSSSSSIIIDDD

SSID는 사용자 인증방법이라기 보다는 무선랜 서브시스템 장비들에 대한 공통 네트워

크 이름으로 서브시스템을 논리적으로 분할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SSID를 ‘Null’이나 

‘Any’로 설정하게 되면 누구나 AP에 접속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를 브로드캐스트 SSID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즉 브로드캐스트 SSID를 사용하게 되면 AP는 SSID를 단순 텍스트 형

태로 약 1초에 10회 정도 주기적으로 브로드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해커 등 악의적인 사용

자가 중간에 무선패킷 스니퍼 프로그램 등으로 패킷을 도청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기본값으로 설정된 SSID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작 업체에서 설정한 SSID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AP에 접속시도를 할 수도 있으며, 무

선랜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SSID를 공개하는 경우도 많아 SSID를 통해 사용자 인증

을 한다는 것은 보안대책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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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MMMAAACCC주주주소소소 필필필터터터링링링
MAC 주소 필터링은 사용자 인증을 위해 각 AP가 액세스가 허용된 무선랜 사용자의 

MAC 주소 목록을 구성한후 검증하는 방법으로, 만일 사용자의 MAC 주소가 목록에 존재

하지 않는다면, AP는 접근을 거부하게 된다. 그러나 MAC 주소 필터링은 사용자 인증이

라기보다는 무선랜 카드라는 하드웨어에 대한 인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선랜 카드 분

실시 악용될 수 있다.

또한 MAC 주소는 무선구간에서 평문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한 도

청 가능성이 높고, 외부에서 조작이 쉽다. 유닉스나 리눅스 환경에서는 관리자 권한이 할

당된 경우 MAC 주소 변경이 가능하며, 윈도우즈 환경에서도 레지스트리 조작을 통해 변

경이 가능하다[29]. 

ccc...공공공유유유키키키 인인인증증증
공유키 인증에 대한 공격에는 그림 2-7과 같이 메시지 추가공격이 이용된다[39]. 이는 

해커가 패킷 도청공격을 이용해 AP에서 전송된 평문인 Challenge와 무선단말에서 보내

진 암호문인 Response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키 인증에 대한 공격은 다음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① 우선 공격자는 정당한 사용자가 AP와 인증을 수행할때 사용된 Challenge와 

Response를 가로챈다. 이 때, Challenge는 AP가 임의로 생성한 난수이며, 

Response는 식(2.1)에 의해 생성된다.

    Response = Challenge ⊕  RC4_Key_stream           (2.1)

② 공격자는 식 (2.2)를 통해 가로챈 Challenge와 Response로부터 Response를 생성

하기 위해 사용한 키 스트림을 알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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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4_Key_stream = Challenge ⊕  Response           (2.2)

③ 키 스트림을 얻어낸 공격자는 정당한 사용자로 위장이 가능하다. 즉 AP에게 인증 

요청을 전송한 후 수신하게 되는 Challenge′와 식 (2.2)에서 얻은 키 스트림을 이용

하여 식 (2.3)에 의해 유효한 Response′를 생성할 수 있다.

    Response′ = Challenge′ ⊕ RC4_Key_stream           (2.3)

이와 같은 공격이 가능한 것은 동일한 키를 공유하여 모든 암호통신에 사용함으로써 IV 

및 키 스트림의 재사용이 가능하고, 악의적인 사용자가 전송중인 Challenge와 Response

를 가로채기가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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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IEEE 802.11b 공유키 인증에 대한 공격

Figure 2-7. Attacks of IEEE 802.11b shared-key authen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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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기기기밀밀밀성성성 제제제공공공 메메메커커커니니니즘즘즘 취취취약약약성성성
aaa...IIIVVV 재재재사사사용용용

WEP은 모든 패킷에 대해서 동일한 비밀키와 임의로 생성되는 IV를 사용하여 각 패킷마

다 다른 키 스트림을 생성한다. 키 스트림을 사용하여 암호화된 패킷을 받은 수신자는 암

호화된 패킷을 복호화하기 위하여 암호화에 사용된 키 스트림과 동일한 키 스트림을 생성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IV를 생성해야 한다. WEP에서

는 동일한 IV 공유를 위해서 암호화된 패킷 앞에 IV를 붙여서 전송한다. 이와 같이 WEP에

서는 패킷마다 다른 IV를 사용하여 키 스트림 재사용 공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EP은 키 스트림 재사용 공격이 빈번히 일어난다. 

이는 잘못된 IV 관리에서 비롯된다. WEP 표준은 매 패킷마다 IV를 변경하여 사용하도

록 권고하고 있지만, IV의 생성 방법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구현 방법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지 않다[41]. 따라서 업체에 따라 무선랜 카드를 탈착 후 다시 장착

할 때마다 IV를 ‘0’으로 초기화하고 데이터가 전송될 때마다 ‘1’씩 증가하도록 구현한 경

우에는 동일한 IV가 자주 재사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 결국 이전에 사용했던 IV를 재사용

하는 것은 키 스트림 재사용 공격에 취약해지는 원인이 되며, 이러한 IV의 재사용을 ‘충돌

(collision)’이라고 한다.

   WEP 표준은 IV 크기를 24 bit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되는 패킷의 양으로 볼 때 

매우 작아 IV 재사용 가능성이 크다[46]. 만약 최대 대역폭이 11 Mbps인 네트워크에서 

1,500 bytes의 패킷을 AP에 전송하는 경우 1,500 × 8 × 224 / (11 × 106) = 18,000 초, 

즉 5시간 이후면 IV 값이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공격자는 동일한 IV가 사용된 패킷의 복

사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공격자가 동일한 IV를 사용하는 2개의 암호문 패킷

C1(P1 ⊕  RC4(iv,k)), C2(P2 ⊕  RC(iv,k))를 찾아내면, 식 (2.4)와 같이 2개의 평문의 

XOR 연산 결과를 알아낼 수 있다. 이 때, 공격자가 2개의 평문 가운데 하나를 알고 있다면 

나머지 하나의 평문은 쉽게 얻어낼 수 있다.



- 33 -

    C1 ⊕ C2 = (P1 ⊕ RC(iv,k)) ⊕ (P2 ⊕ RC(iv,k))

                  = P1  ⊕  P2          (2.4)

   2개의 평문중 하나를 알아내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

째 경우는 AP를 잘못 구현한 경우이다. 특정 AP는 비콘(beacon) 등의 정보를 브로드캐스

트 할 때 암호문 패킷과 평문 패킷을 동시에 브로드캐스트 하도록 구현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무선랜 사용자와 AP 사이의 구간에서 암호화하여 전송하더라도 이전에 알아낸 평문

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응되는 평문을 쉽게 얻어낼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 공격방법으로 그림 2-8과 같이 공격자의 인터넷 단말기

에서 무선 단말기로 패킷을 전송하여 평문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무선 단말기에 대한 공격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① 인터넷 상의 공격자 Attacker 1은 WEP을 사용하는 무선 단말기에 데이터를 전송

한다. 이 무선 단말기는 AP와의 통신에서 WEP 암호화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AP

는 인터넷 상의 공격자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무선 단말기에 전송한

다.

② 무선 네트워크 상의 공격자 Attacker 2는 AP로부터 무선 단말기에 전송되는 암호 

패킷을 가로챈다. 이를 통해 공격자들은 평문과 이에 대응하는 암호문을 모두 알 수 

있다. 이 후, 무선 단말기가 AP를 통해 암호 통신을 할 때, 이전에 가로채서 알고 있

는 암호문과 평문을 이용해서 무선 단말기와 AP 간의 암호 패킷에 대응되는 평문을 

알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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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IV 재사용 공격

Figure 2-8. Attacks of IV r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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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사사사전전전 공공공격격격
스누핑이나 스팸메일을 통해 평문과 그에 상응하는 임의의 IV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획

득할 경우, 해커는 식 (2.5)와 같이 평문과 암호문을 XOR하여 키 스트림을 쉽게 얻을 수 

있다.

                C = P ⊕ RC4(iv, k)

                   = (M, c(M)) ⊕ RC4(iv, k)  

    RC4(iv, k) = C ⊕ (M, c(M))           (2.5)

식 (2.5)를 통해 키 스트림을 알아내면 동일한 IV를 이용해 암호화된 다른 암호 메시지

도 복호화 할 수 있으며, 각 IV에 따른 키 스트림을 테이블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224개

의 IV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1,500 bytes의 크기를 갖는 테이블을 구성할 경우 1,500 × 

224 bytes, 약 24GB의 저장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일단 복호화 사전이 구성되면 가로챈 암

호문을 바로 복호화 할 수 있다[29].

   그러나 많은 무선랜 카드에서 IV가 ‘0’으로 초기화하는 과정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따라

서 공격자는 단지 수천개의 IV에 대해서만 복호화 사전을 구성하여도 많은 암호문에 대해 

평문을 얻어낼 수 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암호화 키를 공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IV의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또한 암호화 키를 많은 사용자가 공유하

게 되면 키가 노출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만약 키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사용

자의 암호화 키를 교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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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무무무결결결성성성 메메메커커커니니니즘즘즘 취취취약약약성성성
aaa...메메메시시시지지지 변변변조조조 가가가능능능

WEP은 CRC-32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송중 패킷의 변형을 확인한다[34]. 그러나 

CRC-32 알고리즘은 암호보안 인증 코드가 아닌 단순히 메시지의 Random Error를 체크

하는 코드이며, 식 (2.6)과 같은 선형성을 나타내므로 해커에 의한 메시지 변조공격에 취

약하다. 메시지 변조공격은 탐지 위험없이 가능한 공격으로 원본 메시지의 일부 혹은 전부

를 모르더라도 주어진 메시지에 대한 변조가 가능하다. 

    c(x ⊕ y) = c(x) ⊕ c(y)           (2.6)

   메시지 변조 공격은 다음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해커는 무선단말 A가 무선단말 B에게 보내는 암호문 C와  초기값 IV를 얻는다. 이때 전송

되는 암호문 C는 공격자가 알지 못하는 메시지 M에 대한 암호문이며, 식 (2.7)과 같이 구

성된다. 

    C = RC4(iv,k) ⊕ P
       = RC4(iv,k) ⊕ (M, c(M))          (2.7)

이때 해커는 암호문 C와 초기값 IV를 알고 있으면 원래의 메시지 M을 알지 못하더라도 

변조한 메시지에 해당하는 암호문을 생성할 수 있다. 이는, 무결성 검사값 생성 알고리즘

인 CRC-32가 선형함수이기 때문에 식 (2.6)의 특성을 이용하면 식 (2.8)과 같이 변조한 

메시지 M′(M ⊕ ∆)에 대한 암호문 C′을 생성할 수 있다. 

    C′ = C ⊕ ( ∆, c( ∆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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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C4(iv,k) ⊕ (M, c(M)) ⊕ (∆, c(∆))

        = RC4(iv,k) ⊕ (M ⊕ ∆, c(M)) ⊕ c(∆))

        = RC4(iv,k) ⊕ (M′, c(M ⊕ ∆))

        = RC4(iv,k) ⊕ (M′, c(M′))

해커는 무선단말 A를 가장하여 원래의 암호문 C 대신에 변조된 암호문 C′을 무선단말 

B에게 전송한다. 무선단말 B는 해커가 전송한 암호문C′을 수신하여 암호문 C′에 대한 평

문 P와 무결성 검사값 c(M′)을 식 (2.9)에 의해 검사한다. 무선단말 B는 무결성 검사값 

c(M′)이 해커가 변조한 메시지 M′에 대한 무결성 검사값으로 확인되므로 메시지 변조 사

실을 알 수 없다. 즉 무선단말 B는 변조한 메시지 M′가 정상적으로 전송된 것으로 인식한

다. 

    P = C′ ⊕ RC4(iv,k) 

       = C ⊕ (∆, c(∆)) ⊕ RC4(iv,k)

       = C ⊕ RC4(iv,k) ⊕ (∆, c(∆))

       = (M, c(M)) ⊕ (∆, c(∆))

       = (M ⊕ ∆, c(M ⊕ ∆)) 

       = (M′, c(M′))                      (2.9)

bbb...메메메시시시지지지 추추추가가가 가가가능능능
WEP에서 메시지 인증 알고리즘인 CRC-32는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 검사값 생성시 암

호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메시지만을 사용하므로, 메시지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정당하게 무결성 검사값을 생성할 수 있다[16]. 또한 해커가 평문과 그에 상응하는 암호

문을 알고 있는 경우 암호문에 사용된 키 스트림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메시지 추가 공격은 다음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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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단말 A와 무선 단말 B가 암호통신시 통신로상의 암호문 C와 이에 상응하는 평문 P

를 해커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식 (2.5)에 의해 암호화에 사용된 키 스트림을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해커는 자신이 선택한 임의의 메시지 M′를 가지고 무결성 검사값 c(M′)을 계

산한 후 식 (2.5)에 의해 얻은 키 스트림을 이용하여 암호문 C′을 생성할 수 있다.

    C′ = (M′, c(M′)) ⊕ RC4(iv, k)         (2.10)

해커가 새로 생성한 암호문 C′을 무선 단말 B에게 전송하면 암호문 C′을 수신한 무선단

말 B는 암호문을 복호화한 후 무결성을 검사한다. 그러나 무선단말 B에게 전송된 데이터

의 무결성 검사값 c(M′)은 해커가 선택한 임의의 메시지 M′에 대한 정당한 값이므로 무선

단말 B는 메시지 M′가 정당한 내용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메시지 변조 및 추가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IV 재사용에 의한 키 스트림 노출을 방지해야 하고, 메시지 인증은 반

드시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생성하는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를 이용해야 

한다[28]. 



- 39 -

CCC...무무무선선선랜랜랜 안안안전전전성성성 강강강화화화 방방방안안안

IEEE 802.11에서 제공하는 보안 메커니즘인 WEP의 경우 암호화에 사용되는 암호

화 키와 초기값의 크기가 작고, 여러 사람이 키를 공유하기 때문에 보안에 매우 취약

하며, 무결성 제공 알고리즘 또한 근본적으로 보안에 취약함을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IEEE 802.11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방안들에 대해 

기술한다.

111...향향향상상상된된된 암암암호호호화화화 적적적용용용
aaa...WWWEEEPPP키키키 해해해싱싱싱

WEP에 대한 공격은 IV의 재사용과 동일한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의 취약점을 이용하

는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 패킷마다 동적으로 WEP 키를 할당하여 다른 키를 사

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27]. 따라서 그림 2-9와 같이 IV와 WEP 키

를 해싱하여 매 패킷마다 고유한 패킷 키를 만든 다음, 그 키를 IV와 결합하고 평문과 

XOR하여 암호화하면 WEP의 IV 재사용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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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패킷별 WEP Key 해싱

Figure 2-9. WEP key hashing of each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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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메메메시시시지지지 무무무결결결성성성 검검검사사사
WEP에서 메시지의 무결성을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CRC-32 알고리즘은 암호보안 인

증 코드가 아닌 단순히 메시지의 Random Error를 체크하는 코드이므로 메시지 변조 공

격에 취약하다. CRC-32의 경우 원본 메시지에서 임의의 비트를 뒤집어 수정한 경우 

수정된 메시지에 대한 정확한 무결성 검사값을 생성하기 위해 뒤집어야 하는 무결성 

검사값의 비트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공격자는 암호화된 메시지에서 임의의 

비트를 뒤집어 변경한 다음 그 결과 메시지가 유효한 것처럼 보이도록 무결성 검사값

을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그림 2-10과 같이 해쉬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계산

된 MIC(message integrity check)를 WEP 암호화 payload에 첨가하여 WEP 프레임

이 변조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24]. MCI는 랜덤한 초기값, MAC 헤

더, sequence 번호, data payload를 해쉬해서 생성하며, MIC 값을 계산하는데 해쉬함

수가 사용됨에 따라 침입자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가로채서 이것을 조금 바꾼 후 재전

송하는 비트 플립(bit-flip) 공격에 의한 데이터 위/변조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그림 2-10. 표준 WEP 프레임과 MIC WEP 프레임

Figure 2-10. Standard WEP frame and MIC WEP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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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IIIEEEEEEEEE888000222...111111iii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암암암호호호화화화 강강강화화화
IEEE 802.11i[37]는 기존의 802.11 무선랜에 QoS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된 

IEEE 802.11e에서 무선랜 보안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장기적인 관점의 IEEE 

802.11 보안 구조로 RSN(robust security network)를 제안하였다[27]. RSN은 기존 

메커니즘에서 취약했던 인증 및 키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EEE 802.1x 프레임워

크를 이용하여 동적인 키 생성 메커니즘의 부재를 해결하고 MAC 상위계층의 사용자 

인증 및 무선랜망 액세스 제어 등을 지원한다. 또한 TKIP(temporary key integrity 

protocol)과 AES-OCB(AES-offset code book)과 같은 더욱 강력한 암호화 프로토콜

을 제안하여 WEP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강화하였다. 

RSN은 그림 2-11과 같이 IEEE 802.11의 기존 인증방식에 ULA(upper layer 

authentication)를 추가하여, ULA로 선택할 경우 오픈 시스템 또는 공유키 인증 과정 

없이 바로 이동 단말과 AP 간에 보안 세션을 구축하기 위한 RSN association 관리에 

들어간다. 조합이 성공하면, 사용자에 대한 인증 및 통신은 상위 계층인 IEEE 802.1x

에서 수행하게 된다. RSN 보안은 보안 association 관리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메커니

즘이라는 두 가지 기본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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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RSN 구조

Figure 2-11. Structure of R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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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RRRSSSNNN 보보보안안안 AAAssssssoooccciiiaaatttiiiooonnn관관관리리리
보안 association 관리는 보안 컨텍스트를 구축하는 RSN 보안협상 과정과 EAP 인

증을 통해 허가된 사용자에게만 포트기반 액세스 허가를 지원하는 IEEE 802.1x 인증 

메커니즘, 그리고 암호키 분배를 위한 IEEE 802.1x 키 관리 메커니즘 등 세 가지 컴

포넌트를 정의하고 있다.

                            (1) (1) (1) (1) RNS RNS RNS RNS 보안협상 보안협상 보안협상 보안협상 과정과정과정과정

RSN 보안협상 과정은 이동단말과 AP간 인증 메커니즘과 유니캐스트/멀티캐스트 암

호화 알고리즘과 같은 cipher suit, 그리고 NE(nonce element)에 관한 보안 파라메터

를 일치시키는 과정으로, RSN를 인지하는 단말이 RESINE(RSN information 

element)정보를 포함하는 비콘 프레임을 받으면 원하는 cipher cuit element를 선택

해서 이를 Association Request 프레임에 포함시킨 후 AP에 전송한다[38].

AP에서는 이동단말이 요구한 cipher suite에 대한 협상 결과를 Association 

Response 프레임을 통해 응답함으로써 이동단말과 AP간의 보안 세션 설정을 개시하

며, 이동단말이 특별히 원하는 cipher suite를 제시하지 않으면 AP는 802.1x 인증방

식과 AES cipher suite를 요구한다고 가정하고 보안 세션 설정을 시작한다. 

                            (2) (2) (2) (2) 802.1x 802.1x 802.1x 802.1x 인증 인증 인증 인증 메커니즘메커니즘메커니즘메커니즘

RSN 보안 association이 완료되면 이동단말은 협상된 인증방식에 따라 인증을 수행

하는데, RSN은 ULA 프로토콜로서 IEEE 802.1x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IEEE 

802.1x 프레임워크는 세 가지 PAE(port access entity)인 단말(supplicant)과 

AP(authenticator) 그리고 인증서버간 인증 및 키 분배 과정을 정의하고 있다. 

단말이 Controlled port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Uncontrolled port를 통해 AP에 전송하면, AP에서는 인증서버에게 인증을 요구한다. 

AP는 인증서버로부터 수신한 인증결과를 참조하여 자신의 제어포트 활성화를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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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증과정에서 동적으로 생성된 마스터 세션 키는 인증서버로부터 AP로 분배되며, 

분배된 키는 나중에 패킷단위로 무선 접속구간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키로 사용된다. 

AP와 인증서버간에 사용되는 인증프로토콜로는 RFC2284에 규정된 EAP를 사용하

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단말과 AP간에 패킷전송은 EAP와의 연동성을 고려한 새로운 

MAC 계층 프로토콜인 EAPoL(EAP over LAN)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bbb...데데데이이이터터터 프프프라라라이이이버버버시시시 메메메커커커니니니즘즘즘
인증 완료후 단말과 AP는 선택된 암호 알고리즘을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세부 키를 

생성하고 EAPoL-Key와 같은 키 교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호간 키를 일치시킴으

로써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지원하기 위한 무선구간의 보안 association을 설정한다. 

   IEEE 802.11i Draft에서는 TKIP과 AES-OCB와 같은 더욱 강력한 암호화 프로토

콜을 사용하여 기밀성과 데이터 인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27]. AES 알고리즘

은 보안강도가 약한 DES 대신 Rijndael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보안성을 높인 블

록 대칭 알고리즘으로 블록 길이와 키 길이가 가변적이다. 

그러나 AES는 이전 하드웨어나 프로토콜과는 호환성이 전혀 없어 이를 적용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제품 구현에는 AES 대신 TKIP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1) (1) (1) (1) TKIP TKIP TKIP TKIP Security Security Security Security AssociationAssociationAssociationAssociation

TKIP는 RC4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key-mixing 함수, Michale MIC 

함수, 키 교환 프로토콜, re-keying 프로토콜 등의 과정을 WEP 알고리즘에 추가하여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만을 수정함으로써 이미 사용중인 WEP 프로토콜에서 IV 재사용

에 의한 키 스트림 노출의 취약성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개발되었다[31]. 또한 해쉬

함수를 이용하여 키의 재사용 취약점을 보완하고 메시지의 무결성 검사 및 일련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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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여 재실행 공격에도 대비하였다. 

                            (2) (2) (2) (2) TKIP TKIP TKIP TKIP 키의 키의 키의 키의 계층성계층성계층성계층성

키 계층성은 루트 키로부터 메시지 암/복호화나 인증을 위한 암호화 키를 생성하는  

일련의 절차로서, 그림 2-12와 같이 마스터 키 생성, 키 갱신, 패킷당 암호화 키 생성 

등이 있다. 마스터 세션 키는 인증서버의 AAA 프로토콜 메시지에 실려서 AP에 전달

되고 전달된 키는 무선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마스터 키인 PMK(pairwise 

master key)가 cipher suite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PTK(pairwise transient key)로 

확대 생성된 후 세부 사용 목적에 따른 크기로 절단해서 사용된다. 

계층적으로 키를 생성하는 이유는 무선랜 보안에 사용될 키는 상호인증된 키여야 하

기 때문에 EAP 방식으로 키가 생성될 수밖에 없으나, EAP 방식은 가입자와 인증서버 

양단간에 동작하므로 무선단말과 AP가 RSN 협상과정에서 생성한 키와 관련한 구체적

인 키 요구사항을 상위 계층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15]. 따라서 인증된 마스터 

키는 EAP 수준에서 생성해서 AP로 보내고, 실제 암호화에 필요한 키는 보안 

association 과정을 통해 생성된 후 분배되어야 하므로 계층적인 키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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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TKIP pairwise Key 계층구조

Figure 2-12. TKIP pairwise key 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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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Key Key Key Key mixingmixingmixingmixing과 과 과 과 Michael Michael Michael Michael 함수함수함수함수

Key mixing 함수는 가입자의 매 패킷마다 키를 생성하는 함수로, 그림 2-13과 같

이 2단계의 절차에 의해 키 생성이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TKIP 암호화 키와 단말의 MAC 주소를 이용하여 TTAK(temporary 

TA key)를 생성하고, 2단계에서는 128 bit TTAK와 16 bit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128 bit WEP seed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키는 WEP 암호화를 위한 104 bit 

WEP 키와 24 bit IV로 활용된다. 

Michael 함수는 기존의 WEP 방식에서 CRC-32를 이용한 메시지 인증방식의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제안한 메시지 인증 함수로써 64 bit TKIP MIC 키, 소스/

목적지 MAC 주소와 MSDU 메시지를 결합하여 인증코드를 생성한다. 생성된 코드는 

key-mixing 함수에 의해서 생성된 WEP 키로 암호화하여 전송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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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암호화 과정

(b) 복호화 과정

그림 2-13. TKIP 암/복호화 과정

Figure 2-13. Processes of TKIP encryption/decry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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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VVVPPPNNN
VPN(virtualprivatenetwork)은  공중 네트워크 간의 안전한 정보 전송 수단으로 최

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다. VPN은 원격 사용자의 접근제어, LAN-to-LAN 연결, 익스

트라 넷(extranet) 등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IPSec을 채용해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재전송(replay) 방지, 트래픽 분석 방지 등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16].

무선랜에서 IPSec 이용은 그림 2-14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IPSec 터널은 무

선단말에서 시작하여 AP를 통해 유선 네트워크에 위치한 VPN 장치까지 형성되며, 네

트워크 계층에서 보안 서비스를 적용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계층에 위치하는 프로토콜 

및 어플리케이션은 IPSec에 의해서 보호된다. 또한 IPSec 보안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

서 보안 서비스를 적용하는 WEP과는 별개로 동작하기 때문에 IPSec를 통해 보안 서

비스를 적용할 경우에는 WEP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고

자 한다면 WEP을 통한 보안과 IPSec를 통한 보안 모두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그

림 2-14와 같은 네트워크 환경의 경우 VPN을 통해서 유선 네트워크로 전송되거나 

유선 네트워크로부터 전송 받는 무선단말의 정보는 모두 암호화된다.

그러나 VPN을 이용할 경우 무선 네트워크 구간의 보안 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전체 기업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볼 때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기

업 네트워크 내의 특정 응용에 대한 인증이나 권한 부여는 VPN으로는 해결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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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무선랜에서 VPN 기반 네트워크 구조

Figure 2-14. Structure of VPN-based network in Wireless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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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EEEEEEEEE888000222...111xxx보보보안안안 메메메커커커니니니즘즘즘

본 장에서는 사용자 인증 프레임워크인 IEEE 802.1x의 특징 및 지원 인증 프로토콜에 

대해서 기술하고, IEEE 802.1x의 취약성에 대해서 분석한다. IEEE 802.11b 표준에서 제

공하는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인 SSID나 공유키 인증의 경우 보안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IEEE 802.11b의 사용자 인증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된 것이 

IEEE 802.1x 프레임워크이다. IEEE 802.1x는 사용자가 논리적 포트를 통해 네트워크 자

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EAP를 통해 다양한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들을 사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AAA...IIIEEEEEEEEE888000222...111xxx프프프레레레임임임워워워크크크

111...IIIEEEEEEEEE888000222...111xxx동동동작작작
IEEE 802.1x는 논리적 포트 개념을 도입하여 최종단 망 시스템인 브릿지 또는 무선 AP

에서 인증을 수행한 다음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포트 기반 접근제어

(port-based network access control) 메커니즘으로써, EAP 캡슐화 프로토콜을 이용하

여 융통성 있는 인증 및 키 분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이다[4]. 

IEEE 802.1x 규격에서는 클라이언트, 인증자, 그리고 인증서버 등 세 가지의 개체를 정

의하고 있다. 클라이언트는 인증자로부터 인증 요청을 받았을 때 사용자의 식별 정보

(user credential)를 전달하는 개체이며, 인증자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사용자 식

별 정보를 이용해 인증서버에게 인증 서비스를 요청하는 개체다. 인증자는 또한 인증서버

의 인증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접속 포트 상태를 인증 상태 혹은 비 인증 상태로 설정하게 

된다. 인증서버는 인증자로부터의 인증 요청을 수행하여 인증 결과를 인증자에게 제공하

는 개체이다. 이때 클라이언트와 인증자 사이의 모든 통신은 EAPoL(EAP over LAN)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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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화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

IEEE 802.1x에 의한 사용자 인증은 그림 3-1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인증자에게 인증을 

요청하면, 인증자는 uncontrolled port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인증서버 사이에 인증을 수

행한다. 인증이 완료되기 전에는 uncontrolled port를 통해서 EAP 패킷만 전송이 가능하

며, 인증에 성공했을 경우에만 controlled port를 인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포트 기반 네트워크 접속 제어는 controlled port를 조작함으로써 인증된 사용자만이 서

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메커니즘이다.

 

그림 3-1. IEEE 802.1x 구조

Figure 3-1. Structure of IEEE 802.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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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EEEAAAPPP패패패킷킷킷 형형형식식식
IEEE 802.1x는 클라이언트, 인증자, 인증서버 사이의 인증 정보 교환수단으로써 EAP

를 지원한다. EAP는 그림 3-2와 같이 해쉬함수를 이용한 Challenge/Response, 

Kerberos, 인증서를 기반으로 하는 TLS, OTP 등 다양한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들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중 인증 프로토콜이다[19]. 

그림 3-2. EAP 인증

Figure 3-2. EAP authen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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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P 패킷은 일반 패킷을 EAP를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캡슐화한 것으로, 형식은 그림 

3-3과 같다. EAP 패킷에서 Code 부분은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내며, Request, 

Response, Success, Failure 등 모두 4가지다. Request는 클라이언트에서 인증서버로 

보내지는 메시지로, 기술 항목을 포함한다. Response는 Request에 대한 응답을 나타내

며, Success와 Failure는 클라이언트에게 요청 결과를 알려주는 메시지를 나타낸다. 

Identifier는 Request에 대응되는 Response임을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Length는 

전체 패킷의 길이를 나타낸다. Data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데 

사용된다[23]. 

EAPoL은 무선랜 환경에서 클라이언트와 인증자 사이의 EAP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프

레임으로, 무선구간에서 인증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사용된다. EAPoL 프레임은 

그림 3-4와 같이 전송하는 메시지 유형에 따라 EAP 메시지를 전송하는 EAP-Packet, 인

증을 위해 EAPoL 메시지를 주고받는 세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EAPoL-Start, 

EAP-Logoff 등의 패킷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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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EAP 패킷

Figure 3-3. EAP packet

그림 3-4. EAPoL 패킷

Figure 3-4. EAPoL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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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IIIEEEEEEEEE888000222...111xxx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동동동작작작
IEEE 802.1x/EAP 인증은 다음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프로토콜 흐름은 그림 3-5와 

같다. 이때 인증서버로는 RADIUS[11] 사용을 가정한다. 

① 클라이언트와 인증자 사이에 MAC 레벨 인증 및 암호화를 설정하여 기본 접속 절

차를 수행한다. (802.11 Authentication, Association)

② 클라이언트가 인증자에게 접속 요청을 한다. (EAPoL-Start)

③ 인증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신원 요구를 한다. (EAP-Request/Identity)

④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identity를 인증자로 보낸다. (EAP-Response/Identity)

⑤ 인증자는 Access-Request 메시지에 클라이언트의 identity를 포함하여 인증서버

로 전달한다. (Radius-Access-Request)

⑥ 인증서버는 Challenge를 포함한 Access-Request-challenge를 인증자로 전달한

다. Challenge는 인증서버에서 선택한 EAP authentication type이다. 

(Radius-Access-Challenge)

⑦ 인증자는 수신한 Challenge를 클라이언트로 전달한다. (EAP-Request)

⑧ 클라이언트는 수신한 EAP authentication type을 수용할 수 있으면 응답으로 인증

정보(credential)을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NOT OK를 보내서 인증서버가 다른 인

증방법을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EAP-Response)

⑨ 인증자는 수신한 클라이언트의 응답을 인증서버로 전달한다.

    (Radius-Access-Request)

⑩ 클라이언트에서 전송한 인증정보(credential)가 올바른 것이면 인증서버는 해당 클

라이언트에 대한 Access Accept를 생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Access Reject를 생

성하여 인증자로 전달한다. (Radius-Access-Accept)

⑪ 인증이 성공하면 인증자는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당 포트

를 활성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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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IEEE 802.1x/EAP 프로토콜 흐름

Figure 3-5. Flows of IEEE 802.1x/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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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EEEAAAPPP---MMMDDD555
EAP-MD5는 CHAP(challenge 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을 EAP 상에서 

구현한 것이다[19]. EAP-MD5 프로토콜 흐름은 그림 3-6과 같이 인증서버에서 난수 형

태의 Challenge를 보내면 클라이언트측에서는 사용자 패스워드와 Challenge를 MD5 해

쉬함수를 이용해서 Response 값을 만든 다음 인증서버측에 보낸다. 인증서버는  

Challenge와 인증서버에 저장된 사용자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한 Response 값과 클

라이언트가 전송한 Response 값을 비교하여 일치하면 인증 성공을 알리고 일치하지 않으

면 인증 실패를 알린다. 

  

그림 3-6. EAP-MD5 프로토콜 흐름

Figure 3-6. Flows of EAP-MD5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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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되는 EAP-MD5 패킷 형식은 그림 3-7과 같으며, Code 값이 ‘1’일 경우는 인증서

버가 사용자에게 보내는 Challenge를, ‘2’일 경우는 사용자가 인증서버에게 보내는 

Response를 나타낸다. 또한 ‘Type=4’는 사용되는 인증 방식이 MD5 

Challenge-Response임을 나타낸다. 데이터 부분은 Challenge 또는 Response의 길이를 

나타내는 부분과 실제 Challenge 값 또는 Response 값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EAP-MD5는 동적 암호화 키(dynamic WEP key)를 생성할 수 없으므로 WEP 암호화

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정적 암호화 키(static WEP key)를 사용해서 암호화하기 때문에  

IEEE 802.1x 규격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 즉 IEEE 802.11에서 가능한 모든 공격에 취약

하다[10].

그림 3-7. MD5 EAP 패킷

Figure 3-7. MD5 EAP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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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EEEAAAPPP---TTTLLLSSS
EAP-MD5는 단방향으로 클라이언트측에 대한 인증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선

랜 환경에서 사용자 인증방법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IEEE 802.1x를 이용해 보다 강력한 무선랜 보

안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인증과 동적 암호화 키 혹은 TKIP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키 교환 메커니즘을 지원할 수 있는 인증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

하는 인증 알고리즘이 EAP-TLS이다. EAP-TLS는 상호인증 프로토콜인 TLS를 EAP 상

에서 구현한 것으로, 공개키 기반 인증서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양방향 인증을 수행하며 

인증후 TLS 레코드 레이어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키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PMK(pairwise master key)를 생성한다. 생성된 PMK는 암호화 키 혹은 TKIP의 PTK를 

생성하는데 사용한다[13]. 

EAP-TLS 인증 프로토콜의 흐름은 그림 3-8과 같이 우선 클라이언트와 인증자는 

802.11b 방식에 의한 인증을 수행한다. 즉 SSID 또는 MAC 주소 필터링에 의한 인증을 

수행하고 나서 802.1x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다[7]. 이 과정까지는 802.1x EAP

에 의한 인증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인증서버 외의 다른 네트워크 자

원은 이용할 수 없다. 네트워크 자원은 TLS를 통한 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인증자를 통

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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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EAP-TLS 프로토콜 흐름

Figure 3-8. Process of EAP-TLS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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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P-TLS 인증과정을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클라이언트와 인증자 사이에 MAC 레벨 인증 및 암호화를 설정하여 기본 접속 절

차를 수행한다. (802.11 Authentication, Association)

② 클라이언트가 인증자에게 접속 요청을 한다. (EAPoL-Start)

③ 인증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신원 요구를 한다. (EAP-Request/Identity)

④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identity를 인증자로 보낸다. (EAP-Response/Identity)

⑤ 인증자는 Access-Request 메시지에 클라이언트의 identity를 포함하여 인증서버

로 전달한다. (Access-Request)

⑥ 인증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인증 프로토콜은 TLS를 사용한다. (TLS-Start)

⑥-1 인증서버는 신원을 확인한 클라이언트에게 인증서를 요구한다. 

(Server_hello)

⑥-2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인증서를 AP를 통해 인증서버에게 보낸다. 

(Client_hello)

⑦ 응답한 인증서가 인증이 되면 인증서버는 EAP 성공 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전

송한다. (EAP-Success)

⑧ 인증자는 인증 완료후 AP와 클라이언트 간의 암호통신에 사용할 WEP 키를 생성한

다.

⑨ 인증자는 인증서버로부터 받은 키를 이용하여 WEP 키를 암호화한 후 클라이언트

에게 전송한다. (EAPoL-Key)

⑩ 클라이언트와 인증자는 WEP 키를 이용해 암호 통신을 수행한다. WEP 키는 클라

이언트가 로그아웃(log-out)을 하거나 재인증 타이머가 초과될 때까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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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EEEAAAPPP---TTTTTTLLLSSS
EAP-TTLS(EAP-tunneled TLS)는 그림 3-9와 같이 TL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선택

적으로 서버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사용자 인증은 TLS 핸드쉐이크 과정후에 생성되는 

세션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 터널을 만든 다음, 암호화 터널 내부에서 새로운 인증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인증하는 방식이다[14]. 따라서 서버 인증은 공개키 인증서 기반으로 수행

하더라도 각 사용자들은 자신의 인증 정보를 개인키와 공개키 인증서가 아니라 ID와 패스

워드 기반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EAP-TLS가 갖는 관리상의 어려움을 상당 부

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EAP-TTLS 역시, 양방향 인증은 옵션이므로 반드시 양방향 인증

을 수행하도록 구성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터널을 생성하는 서버와 터널 내부에서 사용자

를 인증하는 서버는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서버가 반드시 동일한 보안 도메인 내에 존재하

거나 혹은 VPN 등으로 보호된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할 수 있도록 설정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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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EAP-TTLS 프로토콜 흐름

Figure 3-9. Flows of EAP-TTLS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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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PPPEEEAAAPPP
EAP 인증방법 중 EAP-MD5는 단방향으로 클라이언트측에 대한 인증만을 제공하기 때

문에 무단으로 설치한 AP 신호가 더 세다면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아무 검증도 거치지 못

하고 사용자 ID와 암호를 유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양방향 인증이 가능한 PEAP(protectedEAP)라는 프로토콜을 추가 하였다. 

PEAP는 복합인증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림 3-10과 같이 서버인증은 PKI 

기반의 인증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클라이언트 인증은 802.1x에서 지원하는 EAP 인증 유

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PEAP는 서버측 인증을 통해 안전한 터널을 구축하기 때문에 

상호인증 방식이 아닌 OTP를 위한 EAP 일반 토큰카드(GTC)와 암호기반 인증을 위한 

EAP-MD5 등과 같은 알고리즘을 클라이언트측 인증에 사용할 수 있다[19]. 따라서, 

EAP-TLS의 경우처럼 모든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디지털 인증서를 설치할 필요없이 로그

온 암호나 OTP와 같은 인증방법 중에서 회사의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클라이언트 인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PEAP 인증과정을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클라이언트와 인증자 사이에 MAC 레벨 인증 및 암호화를 설정하여 기본 접속 절

차를 수행한다. (802.11 Authentication, Association)

② 클라이언트가 인증자에게 접속 요청을 한다. (EAPoL-Start)

③ 인증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신원 요구를 한다. (EAP-Request/Identity)

④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identity를 인증자로 보낸다. (EAP-Response/Identity)

⑤ 인증자는 Access-Request 메시지에 클라이언트의 identity를 포함하여 인증서버

로 전달한다. (Access-Request)

⑥ 인증서버는 자신의 인증서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⑦ 클라이언트는 인증서버의 인증서 유효성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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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과정은 EAP-TLS 인증 과정과 달라지는 프로세스이다.

⑧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암호화된 터널을 생성한다. 생성된 터널은 클라이언트 

인증을 위해 안전한 경로로 제공한다.

⑨ 인증서버가 TLS Record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인증을 위해 선택한 

EAP 인증을 초기화 한다. 교환 항목에는 클라이언트 인증에 사용되는 EAP 유형별 

트랜잭션이 포함된다. 

⑩ 인증서버는 클라이언트의 WEP 키를 포함한 Access-Accept 메시지를 인증자로 

전송하여 인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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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PEAP 프로토콜 흐름

Figure 3-10. Flows of PEAP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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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EAP 인증 방법

Table 3-1. EAP authentication methods

EAP-MD5

장점

‧ 구현이 쉽다

‧ 경량화된 protocol이다.

‧ MS Windows XP/CE.net에서 지원(최근 SP4에서 제외)

단점
‧ 보안성이 떨어진다. 

‧ Dynamic WEP Key 지원이 불가능하다.

비고 ‧ 단순 Challenge-Response protocol, RFC2284

EAP-TLS

장점
‧ 보안성이 높으며 사용하기 쉽다.

‧ Dynamic WEP Key 지원이 가장 용이하다.

단점
‧ 관리 및 초기설치가 어렵고 계산양이 많다.

‧ 인증서관리 시스템/공개키 기반 구조가 필요하다.

비고

‧ TLS의 양방향 인증 기능을 이용, RFC2716

-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인증서를 통해 사용자를 인증

- 사용자는 서버의 인증서를 통해 서버를 인증

EAP-TTLS

장점
‧ 높은 보안성과 편리한 관리

‧ Dynamic WEP Key 지원이 용이하다.

단점

‧ EAP-TLS의 단점을 대부분 극복

‧ 구현이 어렵고 계산양이 많다.

‧ 정식 표준이 아니어서 지원되는 Platform이 제한적이다.

비고 ‧ EAP-Tunneled TLS Authentication protocol

PEAP

장점

‧ 높은 보안성과 편리한 관리

‧ Dynamic WEP Key 지원이 용이하다.

‧ EAP-TLS의 단점을 대부분 극복-TTLS와 유사하다.

단점

‧ MS Windows XP/2000 SP4에서 지원

‧ 구현이 어렵고 계산양이 많다.

‧ 정식 표준이 아니어서 지원되는 Platform이 제한적이다.

비고 ‧ EAP-Protected EAP by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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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IIIEEEEEEEEE888000222...111xxx취취취약약약성성성 분분분석석석

111...중중중간간간자자자 공공공격격격
IEEE 802.1x 인증 메커니즘은 클라이언트와 인증서버에 대한 인증만을 정의하고 있으

며, 인증자에 대한 인증은 정의하고 있지 않다. 즉 인증자는 EAP Request 메시지를 클라

이언트로 보내고 EAP Response 메시지를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다. 따라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정당한 인증자로 위장하거나, 인증서

버 또는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는 인터넷상의 클라이언트/서버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위장 

공격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스푸핑 공격이 가능하다[25].

그림 3-11은 스푸핑 공격의 한 형태로 EAP-SUCCESS 메시지 스푸핑을 이용한 중간

자 공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이 성공하였음을 알리는 

EAP-SUCCESS 메시지는 무결성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격자는 인증이 

완료된 후에 인증자가 전송하는 EAP-SUCCESS 메시지를 가로챈 후, 정당한 인증자로 

위장하여 EAP-SUCCESS 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공격이 가능하다. 위장 공

격이 성공하면 공격자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의 내용을 알 수 있다. 

EAP-SUCCESS 메시지 스푸핑 공격은 인증방법으로 TLS 등 상호인증을 제공하는 방식

이 사용되더라도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성이 크다. 즉 

EAP-SUCCESS 메시지는 평문이고, 인증이 완료된 후에 위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이루어진 인증은 무효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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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EAP-SUCCESS 메시지 스푸핑

Figure 3-11. Spoofing of EAP-SUCCESS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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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세세세션션션 하하하이이이재재재킹킹킹 공공공격격격
세션 하이재킹 공격은 그림 3-12와 같이 인증 완료 후 클라이언트와 인증자의 통신 과

정에 인증자의 MAC 주소로 위장한 공격자가 통신 종료를 알리는 802.1x Disassociate 

메시지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해서 더 이상 통신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802.1x 

Disassociate 메시지가 무결성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 취약성을 이용한다. 이 후, 공격자

는 클라이언트의 MAC 주소를 이용해 클라이언트로 위장하여 인증자와 통신을 계속할 수 

있다[14]. 이 공격 역시 상호인증을 지원하는 인증 메커니즘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가능하

다. 

그림 3-12. Disassociate 메시지 스푸핑에 의한 세션 하이재킹

Figure 3-12. Session hijacking by Disassociate message spoo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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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서서서비비비스스스 거거거부부부 공공공격격격
서비스 거부 공격은 악의적인 사용자가 서버의 하드용량, 메모리 등의 자원을 고갈

시켜 합법적인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이다. 일반적인 프로토콜에

서는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토콜 초기 부분에 인증과정을 두어 인

증이 완료된 사용자만 서버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인증 프로토콜은 

일반 프로토콜보다 더 많은 계산량과 메모리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악의적

인 사용자에 의한 서비스 거부 공격에 취약하다.

무선랜 인증 프로토콜에서 서비스 거부 공격 취약성은 크게 세 부분이다. 먼저 프로

토콜을 진행하면서 할당되는 자원에 의한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공격자가 인증서버의 

자원을 무한히 할당받아서 자원을 소비함으로써 합법적인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

하게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인증과정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서비스 거부 공격 취

약점이 있다. 기존 인증 프로토콜은 사용자가 인증을 요구하면 사용자에 대한 확인 없

이 자원을 할당하고 인증 프로토콜을 진행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공격자에게도 자원을 

할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프로토콜 설계상의 문제점이다. 기존 인증 프로토콜은 패

킷 잃어버림 등이 발생하면 올바른 패킷이 전송되도록 하기 위해서 재전송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악의적인 공격자가 고의적으로 잘못된 패킷을 전송하거나 패킷을 잃어버

림으로써 서버의 자원을 소모시킬 수 있다. 

IEEE 802.1x는 인증 데이터의 전송 프로토콜로 EAP를 사용한다. EAP 인증 프로토

콜 진행 단계를 살펴보면, 단말기가 AP를 통해 인증서버에게 인증 요청을 보내면 인

증서버는 인증 요청 단말기에 아이덴티티(identity)를 요청한다. 단말기가 이 요청에 

대해 응답만 하면 인증 및 키 교환 프로토콜이 바로 실행된다. 따라서 악의적인 사용

자의 무차별적인 인증 요청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프로토콜 시작을 반복적으로 

요청한 뒤 연결을 완전히 끝내지 않은 상태로 놓아둔다면 자원을 계속해서 소비하여 

합법적인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인증 프로토콜을 시작할 때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인증 없이 익명의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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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할당하기 때문이다.

IEEE 802.1x에서 지원하는 인증 프로토콜 중 EAP-SRP 및 EAP-TTLS는 사용자

의 패스워드를 서버가 저장해야 하므로 서버는 인증 프로토콜과 관계없이 자원을 할당

한다. 또한 EAP-TLS나 EAP-TTLS 인증방법은 공개키 암호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계산량과 자원 할당이 필요하다[38]. 따라서 악의적인 공격자가 인증 프

로토콜 실행과정에서 연속적인 재전송을 시도한다면 서버는 단말기의 인증을 위한 연

산에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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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무선랜 인증 프로토콜 비교

Table 3-2. Comparison of existing authentication protocol in Wireless LAN

구 분

서버의 

단말기 

인증

단말기의 

서버 인증

Dynamic 

WEP

접근제어

의 

문제점

서버의 자원 할당
DoS 

공격
인증프로토

콜 실행 전

인증프로토

콜 실행 중

EAP-MD5 Password no 불가능 ○
사용자의 

password

요청시 

무조건 할당
○

EAP-TLS Certificate Certificate 가능 ○ -
요청시 

무조건 할당
○

EAP-TTLS Certificate Password 가능 ○
사용자의 

password

요청시 

무조건 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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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강강강화화화된된된 사사사용용용자자자 인인인증증증 및및및 기기기밀밀밀성성성 지지지원원원 무무무선선선랜랜랜 보보보
안안안시시시스스스템템템

본 장에서는 강력한 사용자 인증과 안전한 무선랜 통신을 보장하는 무선랜 보안시스템

의 설계 내용에 대해서 기술한다. 제안 시스템은 사용자 인증 프레임워크인 IEEE 802.1x 

기반에 인증 초기단계를 추가하여 인증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인증 요청을 제어할 수 있

도록 하고, AP에 대한 인증을 추가하여 IEEE 802.1x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에 대한 상호

인증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사용자 인증을 제공한다. 또한 키 분배 메커니즘을 지원

하는 TLS 인증을 통해 동적 WEP 키 분배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와 AP 간의 안전한 암호

통신을 제공한다. 

AAA...무무무선선선랜랜랜 보보보안안안시시시스스스템템템

   IEEE 802.11b에서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인 SSID 및 MAC 주소 필터링은 도청공격에 

의한 사용자 위장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

한 사용자 인증을 제공하지 못한다. 공유키 인증 또한 암호화에 사용하는 WEP 키가 작기 

때문에 전수조사 공격에 취약하며, IV의 크기 또한 24 bit로 제한되어 있어 IV 및 키 스트

림 재사용 문제가 발생하여 통신중인 데이터가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또한 네트워크에 참

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암호화 키를 공유하고 키 교환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기 때

문에 키가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IEEE 802.11b의 사용자 인증 취약성을 보완한 프레임워크인 IEEE 802.1x는 EAP를 

통해 해쉬함수를 이용한 Challenge/Response, Kerberos, 인증서를 기반으로 하는 

TLS(transport layer security), OTP(one-time password) 등 다양한 사용자 인증 메커

니즘을 지원한다. 그러나 IEEE 802.1x는 사용자 인증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기밀성에 대 

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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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802.1x 프레임워크에서 AP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요소로 취급된다. 즉 IEEE 

802.1x는 사용자와 인증서버만 인증을 수행하고 AP 인증은 수행하지 않는다[38]. 따라

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정당한 AP로 위장이 가능하여 기밀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EAP-SUCCESS 메시지 스푸핑에 의한 중간자 공격 및 Disassociate 메시지 스푸핑에 의

한 세션 하이재킹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스푸핑 공격이 가능하다. 

또한 IEEE 802.1x에서 인증 프로토콜은 인증과정의 구조적 원인에 의해 서비스 거부 

공격에 취약하다. 즉 사용자가 인증을 요구하면 사용자에 대한 확인없이 서버의 자원을 

할당하고 인증 프로토콜을 진행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사용자가 연속적인 접근 요청을 

통해 인증서버의 자원을 무한히 할당받도록 함으로써 합법적인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

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만약 EAP-TLS나 EAP-TTLS와 같이 공개키 암호시스템을 기

반으로 하는 인증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계산과 자원 할당이 필요하기 때

문에 연속적인 접근 요청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무선랜 보안시스템의 목표는 IEEE 802.1x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

하여 무선랜 사용자가 위와 같은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화된 사용자 인증과 안전한 

암호통신을 보장하는 것이다. 무선랜 보안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4-1과 같이 

IEEE 802.1x를 기반으로 상호인증 및 암호통신을 수행한다. 무선랜 보안시스템은 인증 

초기단계를 거쳐 인증서버와 AP간 상호인증, 인증서버와 클라이언트간 상호인증, 공유 키

(WEP_Key) 분배 등 4단계를 거쳐 인증이 수행된다. 

먼저 서비스 거부 공격 보완 방안으로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버

에서 제시된 문제를 사용자가 해결할 경우에만 인증 프로토콜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증 초

기단계를 추가 하였다. 인증 초기단계는 일방적으로 서버쪽에서만 자원을 할당하는 구조

를 사용자에게도 어느 정도 자신의 자원을 할당하도록 하고, 인증서버가 자신의 상태에 

따라 보안수준 변수를 설정하여 사용자의 인증 요청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의

적인 사용자의 무차별적인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스푸핑 공격 취약성 보완 방안으로는 AP에 대한 인증 절차를 추가하여 모든 구성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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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상호인증을 제공하고, 전송되는 메시지를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

하였다. 따라서 인증받지 않은 제 3자의 개입에 의한 스푸핑 공격을 차단할 수 있으며, 전

송 메시지에 대한 기밀성 제공으로 해킹에 의한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사용자와 인증서

버간 상호인증 메커니즘은 공개키 암호기술 기반인 EAP-TLS를 이용하고, 추가된 AP와 

인증서버간 상호인증 역시 공개키 암호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

다. 또한 IEEE 802.11b 표준에서 지적된 고정된 암호화 키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취약

성 문제는 EAP-TLS 인증 과정에서 키 분배 메커니즘을 통해 동적 키 분배를 제공함으로

써 사용자와 AP간의 안전한 암호통신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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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무선랜 보안시스템

Figure 4-1. Proposal Wireless LAN sec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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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무무무선선선랜랜랜 보보보안안안시시시스스스템템템 인인인증증증구구구조조조

무선랜 보안시스템에서 사용자 인증은 그림 4-2와 같이 다음과 같은 4단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① 인증 초기 단계

- 악의적인 공격자의 계속적인 접근 요청 차단

- 인증서버가 사용자의 인증 요청을 제어

② AP와 인증서버간 상호인증 단계

- AP의 IP 주소나 MAC 주소 위장을 통한 스푸핑 공격 차단

- 인증서 기반 TLS 인증 메커니즘 사용

③ 클라이언트와 인증서버간 상호인증 단계

- 인증서 기반 EAP-TLS 인증 메커니즘 사용

-  키 분배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동적 암호화 키 분배

④ 공유 키(WEP_Key) 분배 단계

- 고정된 키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취약성 문제 해결

- 사용자와 AP간의 암호통신 안전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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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무선랜 보안 시스템 인증 구조

Figure 4-2. Structure of authentication in proposal Wireless LAN sec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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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인인인증증증 초초초기기기단단단계계계
aaa...보보보안안안수수수준준준 변변변수수수

IEEE 802.1x의 EAP 인증 프로토콜 진행 단계를 살펴보면, 단말기가 AP를 통해 인

증서버에게 인증 요청을 보내면 인증서버는 인증 요청 단말기에 아이덴티티(identity)

를 요청한다. 단말기가 이 요청에 대해 응답만 하면 인증 및 키 교환 프로토콜이 바로 

실행된다. 만약 인증과정에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연속적인 접근 요청을 보내게 되면 

인증서버는 요청에 대한 불필요한 암호학적 연산을 수행하게 되어 인증서버의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26]. 따라서 인증 및 키 교환 과정에서 악의적인 사용자의 무차별적인 

접근 요청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즉 인증서버가 사용

자의 인증 요청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인증서버가 현재의 상태에 따라 문제

(puzzle)를 제시하고 사용자가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만 인증 프로토콜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증 초기단계를 추가하였다. 인증 초기단계는 인증 요청시 일방적으로 서버 쪽

에서만 자원을 할당하는 구조를 사용자 측에서 먼저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문제는 식 (4.1)과 같이 사용자의 아이덴티티 IDC,    사용자의 난수 NC, 서버의 난수 

NS, 전사공격 방법을 이용해 계산해야 하는 값 X로 구성된다. Y는 해쉬한 값에서 보

안수준 변수 k 만큼의 ‘0’ bit를 제외한 나머지 bit를 나타낸다. 

    h(IDC, NS, NC, X) = 00...............00Y       (4.1)

인증서버로부터 제시되는 문제의 난이도는 보안수준 변수 k 값에 따라 결정된다. 즉 

보안수준 변수 k가 ‘0’일 경우 단말기는 연산을 하지 않고, k가 ‘128’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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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5 해쉬함수를 이용해서 X 값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보안수준 변수 

k 값으로 ‘0’에서 ‘64’ 사이의 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제안 시스템은 인증서버의 현

재 상태에 따라 보안수준 변수 k 값을 유동적으로 책정하여 사용자의 인증 요청을 제

어할 수 있다. 즉 평소에는 k가 ‘0’으로 설정되어 X 값 계산 없이 인증이 수행되다가 

연속적인 인증 요청이 들어오거나 서버 자원의 여유가 부족할 때 보안수준 변수 k 값

을 증가시키면 사용자는 X 값을 찾기 위한 연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악의적인 사용

자의 무차별적인 접근을 막을 수 있다. 

bbb...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인증 초기단계의 프로토콜 흐름은 그림 4-3과 같이 인증서버는 현재 상태에 대한 

보안수준 변수 k를 결정하고 랜덤변수 NS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보낸다. 보안수준 

변수 k 값에 따라 사용자는 랜덤변수 NC를 생성하고 해쉬함수를 이용하여 전사공격 

방법으로 X 값을 계산한 후 사용자의 아이덴티티 IDC, 사용자의 난수 NC, 서버의 난수 

NS, 보안수준 변수 k와 함께 인증서버로 전송한다. 인증서버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인

수들을 이용하여 계산된 X' 값과 사용자로부터 받은 X 값을 비교하여 올바른 값이면 

인증 프로토콜을 수행한다. 인증 초기단계는 사용자의 인증 요청시 마다 서버의 난수 

NS와 보안수준 변수 k를 다르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미리 X 값을 계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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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클라이언트 인증 초기단계

Figure 4-3. Initial phase of client authen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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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AAAPPP와와와 인인인증증증서서서버버버간간간 상상상호호호인인인증증증
기존 무선랜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의 가장 큰 문제는 AP에 대한 인증을 제공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격자가 스푸핑 공격을 이용해 AP의 IP 주소나 MAC 주소를 위장하

여 클라이언트와 인증서버 사이에서 중간자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12]. 

제안 시스템은 AP에 대한 인증 절차를 추가하여 모든 구성 개체에 대해서 상호인증을 

수행한다. 따라서 인증받지 않은 제 3자의 개입에 의한 스푸핑 공격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인증 방법으로 공개키 암호기술 기반인 TLS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

다. AP와 인증서버간 상호인증은 다음 절차에 의해 수행되며, 프로토콜 흐름은 그림 4-4

와 같다. 

① Challenge_1: AP는 클라이언트의 접속 요청을 인증서버에게 알리고, 난수

(Challenge_1)를 생성해서 인증서버에게 전송한다.

② Cert_server, Challenge_2: 인증서버는 인증을 위해 자신의 인증서와 난수

(Challenge_2)를 AP에게 전송한다.

③ 서버 인증: AP는 인증서버의 인증서를 검증한다. 유효하지 않은 인증서일 경우에

는 인증 실패 메시지를 인증서버에게 전송하고 연결을 종료하며, 유효한 경우에는 

AP 인증을 위해 AP의 인증서와 전자서명 메시지(EKAP[H(Challenge_1 || 

Challenge_2)])를 전송한다. 전자서명 메시지는 AP 인증서를 검증하는데 사용된

다. 

④ AP 인증: AP 인증서를 수신한 인증서버는 AP 인증서 및 전자서명 메시지를 검증

한다.

⑤ 인증 종료: AP 인증서를 검증한 인증서버는 자신의 전자서명 메시지(EKSV[H(All 

of Message)]를 AP에게 전송함으로써 인증서버 인증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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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AP 인증 과정

Figure 4-4. Process of AP authen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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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클클클라라라이이이언언언트트트와와와 인인인증증증서서서버버버간간간 상상상호호호인인인증증증
AP에 대한 인증이 완료되면, 그림 4-5와 같이 TLS 인증 메커니즘을 통해 클라이언트

와 인증서버간 상호인증이 수행된다. 인증서버는 TLS-Start 메시지를 통해 상호인증 절

차의 시작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리고 클라이언트는 키 교환에 필요한 랜덤 넘버를 생성한 

후 Client_hello 메시지를 인증서버에 보낸다. Client_hello 메시지를 받은 인증서버는 키 

교환을 위한 랜덤 넘버 생성 후 클라이언트의 서버 인증을 위하여 서버의 인증서를 포함하

는 Server_hello 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 전송한다. 서버의 인증서를 받은 클라이언트는 

서버를 인증하고 자신이 생성한 랜덤 넘버와 서버의 랜덤 넘버 그리고 공유키

(pre_master_secret)을 이용하여 그림 4-6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마스터 키

(master_secret)를 생성한다. 다음 과정으로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받은 인증서의 공

개키로 공유키(pre_master_secret)를 암호화하여 Client_key_exchange 메시지에 넣어 

인증서버에 전송한다. 인증서버는 Client_key_exchange 메시지에서 공유키

(pre_master_secret)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증서버에서도 마스터 키

(master_secret)를 생성한다. 

TLS 핸드쉐이크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와 인증서버 사이에 상호인증이 완료

되면 클라이언트와 인증서버는 동일한 마스터 키를 공유하게 된다[13]. 마스터 키는 상호

인증 과정이 완료된 후 SUCCESS 메시지와 함께 AP에 전송되어 클라이언트와 AP 사이

의 통신에서의 암호화키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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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클라이언트 인증 과정

Figure 4-5. Process of client authen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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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5(pre_master_secret + SHA('A' + pre_master_secret + 

        ClientHello.random + ServerHello.random)) + 

MD5(pre_master_secret + SHA('BB' + pre_master_secret + 

        ClientHello.random + ServerHello.random)) + 

MD5(pre_master_secret + SHA('CCC' + pre_master_secret + 

        ClientHello.random + ServerHello.random))

그림 4-6. 마스터 키(master_secret) 생성 알고리즘

Figure 4-6. Generation algorithm of master_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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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공공공유유유키키키 분분분배배배
인증서버는 그림 4-7과 같이 인증서 기반의 TLS 메커니즘을 이용해 AP와 상호인증을 

수행한 후, EAP-TLS를 이용해 클라이언트와 상호인증을 수행한다. 클라이언트와 인증서

버는 상호인증 과정중에 키 분배 메커니즘을 이용해 동일한 키(WEP_Key)를 공유한다. 

공유키(WEP_Key)는 클라이언트와 AP간 암호 통신에서 암호화 키로 사용되기 때문에 

AP에서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증서버는 SUCCESS 메시지를 통해 공유키

(WEP_Key)를 AP측에 전달한다. SUCCESS 메시지를 통해 공유키(WEP_Key) 전달이 완

료되면 AP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암호통신에 이 키를 이용한다.

그림 4-7. WEP_Key 분배

Figure 4-7. Distribution of WEP_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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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메메메시시시지지지 암암암호호호화화화 및및및 DDDyyynnnaaammmiiicccWWWEEEPPPKKKeeeyyy분분분배배배

111...SSSUUUCCCCCCEEESSSSSS메메메시시시지지지
클라이언트와 인증서버간 상호인증이 완료되면, 인증서버는 AP에게 인증 성공을 알리

는 SUCCESS 메시지를 전송한다[9]. 제안 시스템에서 SUCCESS 메시지는 식 (4.2)와 같

이 클라이언트와 인증서버간 상호인증 과정에서 생성된 FINISHED 메시지와 공유키

(WEP_Key) 그리고 인증서버의 전자서명으로 구성된다. FINISHED는 인증서버와 클라이

언트 간 상호인증 과정에서 인증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인증완료를 알리는 메시지이며, 

공유키(WEP_Key)는 클라이언트와 인증서버간 인증과정을 통해 공유한 키이다. 이 때, 

WEP_Key는 AP만 알아야 하는 정보이므로 AP의 공개키로 암호화되어 전송된다.

    EKAP [EKSERVER [ H(FINISHED ∥ WEP_Key) ] ∥ FINISHED∥WEP_Key]

          (4.2)

SUCCESS 메시지 전달 목적은 AP에게 클라이언트 인증이 성공하였음을 알리고 클라

이언트와 AP 간 암호통신에 사용될 공유키(WEP_Key)를 전달하는 것이다. 즉 공유키

(WEP_Key)는 클라이언트와 인증서버만 알고 있는 정보인데, 인증 완료 후에 WEP 암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AP도 알아야 하므로 공유키(WEP_Key)를 전달한다. 또한 공유키

(WEP_Key)는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정보이므로 AP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후 전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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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EEEAAAPPP---SSSUUUCCCCCCEEESSSSSS메메메시시시지지지
인증서버로부터 SUCCESS 메시지를 수신한 AP는 그림 4-8과 같이 SUCCESS 메시지

를 복호화한 뒤, 식 (4.3)과 같은 구성을 갖는 EAP-SUCCESS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를 다

시 공유키(WEP_Key)로 암호화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다. 이 때 공유키(WEP_Key)

는 서버로부터 수신한 SUCCESS 메시지를 복호화하여 얻은 값이다. 

    EKWEP_Key [ EKserver [ H(FINISHED ∥ WEP_Key) ] ∥ FINISHED ∥ WEP_Key] 

                     (4.3)

EAP-SUCCESS 메시지는 클라이언트에 AP가 인증된 AP임을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된

다. 즉 인증서버와 인증을 수행하지 못한 AP라면 AP의 비밀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SUCCESS 메시지 전체를 복호화할 수 없고, 공유키(WEP_Key) 또한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공유키(WEP_Key)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할 수 없다. 또한 

EAP-SUCCESS 메시지에는 서버의 전자서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공격자가 공유키

(WEP_Key)를 알아냈다 하더라도 서버의 개인키를 모르면 전자서명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 (4.3)을 생성할 수 없다.

AP로부터 EAP-SUCCESS 메시지를 수신한 클라이언트는 EAP-SUCCESS 메시지가 

인증서버와의 인증과정에서 교환된 공유키(WEP_Key)로 복호화되지 않을 경우 통신을 

종료한다. 복호화에 실패한 경우는 AP가 인증서버로부터 정당한 공유키(WEP_Key)를 분

배받는데 실패한 것을 뜻하며, 이는 AP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통

신을 종료한다. 또한 복호화에 성공하였더라도 복호화된 내용에서 인증서버의 전자서명이 

없거나 전자서명 확인에 실패한 경우에도 AP가 인증서버로부터 인증을 받는데 실패하여 

인증서버의 전자서명을 획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마찬가지로 통신을 종료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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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WEP_Key 분배 및 암호통신 과정

Figure 4-8. Process of WEP_Key distribution and secure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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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구구구현현현 및및및 평평평가가가

본 장에서는 제안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무선랜 보안시스템의 구현 내용을 살펴보고, 

IEEE 802.1x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한 메커니즘의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한다.

AAA...무무무선선선랜랜랜 보보보안안안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현현현

111...구구구현현현 환환환경경경
제안 메커니즘 테스트를 위한 시스템은 그림 5-1과 같이 클라이언트, AP, 인증서버 및 

CA로 구성된다. 클라이언트는 AP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하려는 사용자이며, AP는 클

라이언트의 네트워크 접속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인증서버는 클라이언트와 AP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여 인증 받지 못한 사용자 및 AP를 차단하고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사용

자와 AP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한다. CA는 클라이언트와 AP, 인증서버에 필요한 인증서

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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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시스템 구성도

Figure 5-1. Structure of propos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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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 환경은 표 5-1과 같이 클라이언트는 WIRE1x v1.0[35] 오픈소스를 수정

하여 구현하였으며, AP는 리눅스 운영체제가 설치된 PC에 Prism2 계열의 칩을 사용하는 

무선랜 카드와 유선랜 카드를 동시에 장착하고 HostAP 드라이버[17]를 설치하여 에뮬레

이션 하였다. HostAP는 Prism2/2.5/3 계열의 MAC 칩을 사용하는 PCMCIA 무선랜 카드

를 AP로 동작시키기 위한 리눅스용 Access Point 디바이스 드라이버이다. 인증서버는 공

유키(WEP_Key)를 AP로 전달할 SUCCESS 메시지를 생성하고 암호화하기 위한 모듈과 

인증 초기단계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받은 X 값을 검증하는 모듈을 오픈소스로 공개

된 FreeRADIUS[11]에 추가하여 구현하였다. 모든 구성요소에서 암호 라이브러리 역시 

오픈소스인 OpenSSL[36]을 사용하였다. 

표 5-1. 구현 환경

Table 5-1. Implementation environments

Client AP
Authentication 

Server

OS Windows XP Linux Linux

Language C++ C/C++ C/C++

Secure Library OpenSSL-0.9.7g OpenSSL-0.9.7g OpenSSL-0.9.7g

CA System OpenSSL-0.9.7g OpenSSL-0.9.7g OpenSSL-0.9.7g

Open Source WIRE1x HostAP Free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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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시스템은 TLS 및 EAP-TLS 인증방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및 AP, 

인증서버 모두 인증서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본 논문의 구현 환경에서는 인증서 발급을 

위한 별도의 CA(Certificate Authority)[22]가 구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OpenSSL에서 

제공하는 CA 시스템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및 AP, 인증서버용 인증서 모두 동일한 최상

위 CA에서 발행하여 사용하였다.

인증서는 OpenSSL에서도 발급 가능하지만 FreeRADIUS에서 인증서를 한번에 만들

어주는 CA.all 파일을 실행하여 발급 가능하다. CA.all 파일 실행이 끝나면  RootCA 

인증서로 root.pem, root.p12, root.der, 클라이언트 인증서로는 cert-clt.pem, 

cert-clt.p12, cert-clt.der, 인증서버 인증서로 cert-srv.pem, cert-srv.p12, 

cert-srv.der 등 총 9개의 파일이 생성된다. 클라이언트에는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발

행할 때 서명(Signature)으로 사용되는 RootCA 인증서인 root.der과 클라이언트 인증

서인 cert-clt.p12를 일반 PC에 다운받아 설치하게 된다. 보통 RootCA 인증서는 공

인 RootCA 의 인증서를 구입하여 클라이언트 및 인증서버의 인증서를 공인 받아야 

하지만 PKI 환경이 구축되어있지 않은 환경에서는 자신이 RootCA가 되어 클라이언트

와 인증서버 인증서를 공인하여 테스트하게 된다. 

OpenSSL에서 발행한 클라이언트 및 AP, 인증서버, Root CA 인증서는 각각 그림 5-2, 

5-3, 5-4와 같으며, AP 인증에 사용한 인증서는 클라이언트 인증에 사용한 것과 동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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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클라이언트 및 AP 인증서 

Figure 5-2. Certificate of clients and AP

그림 5-3. 인증서버 인증서

Figure 5-3.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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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RootCA 인증서

Figure 5-4. Certificate of Roo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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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클클클라라라이이이언언언트트트
클라이언트는 그림 5-5와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환경설정 모듈, 문제 계산(Puzzle 

Compute)모듈, 패킷 처리부, EAPoL 패킷 처리부 등으로 구성된다.

EAPoL 패킷 처리부는 무선환경에서 인증서버로부터 인증을 받기위한 EAP-TLS 패킷을 

생성하고, 이를 EAPoL 프레임에 담아 전송할 수 있도록 캡슐화(capsulation) 하는 기능

과, 반대로 AP로부터 수신된 EAPoL 패킷을 일반 패킷으로 역캡슐화(decapsulation) 하

는 기능을 제공한다. EAPoL 패킷은 전송하는 메시지 유형에 따라 EAP 메시지를 전송하

는 EAP-Packet, 인증을 위하여 EAPoL 메시지를 주고받는 세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EAPoL-Start, EAP-Logoff 등의 패킷 유형이 있으며, EAP 패킷은 일반 패킷을 EAP를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캡슐화한 것으로, 메시지의 종류는 Request, Response, Success, 

Failure 등 모두 4가지다. Request는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되는 메시지로 기술 항목을 포

함한다. Response는 Request에 대한 응답을 나타내며, Success와 Failure는 클라이언트

에게 요청 결과를 알려주는 메시지를 나타낸다. 

문제 계산 모듈은 인증서버로부터 수신한 보안수준 변수 값에 따라 해쉬함수를 이용하

여 주어진 문제를 계산하는 모듈이며, 보안수준 변수 값이 ‘0’인 경우 문제 계산 모듈은 실

행되지 않는다. 패킷 처리부는 EAPoL 패킷을 AP로 송신하는 기능과 AP로부터 수신한 메

시지의 형식을 구분하여 일반 패킷 데이터인 경우에는 패킷 처리부에서 처리하고, EAP 패

킷인 경우에는 EAPoL 패킷 처리부로 전송하여 일반 패킷으로 역캡슐화 한다. 환경설정 

모듈은 접속하는 무선랜 카드 및 네트워크 이름인 SSID 설정과, 통신과정 중 WEP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5-6과 그림 5-7은 각각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실행화면과 환경설정 화면이며, 그

림 5-8과 5-9는 EAPoL 패킷처리부의 EAPoL 캡슐화와 EAPoL 역캡슐화 루틴 프로그램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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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클라이언트 모듈

Figure 5-5. Client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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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Figure5-6. Client program

그림 5-7. 클라이언트 환경 설정

Figure 5-7. Client environmen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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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eap_build_responseId(u_char *out, int *out_size)

{

   const int eap_header_size = 5;

   char *temp_buf = NULL;

   int temp_size;

   struct my_eapol_header *eapol_header = (struct my_eapol_header *)out;

   struct my_eapol_packet *eapol_packet = (struct my_eapol_packet *)out;

   temp_buf = get_username();

   if (temp_buf == NULL) 

 return -1;

   temp_size = strlen(temp_buf); 

 

// Set up the EAP values needed for the frame.

   eapol_header->eapol_version = 1;

   eapol_header->eapol_type = EAPOL_PACKET;

   eapol_header->eapol_length = htons(eap_header_size+temp_size);

   eapol_packet->code = EAP_RESPONSE;

   eapol_packet->identifier = get_receivedId();

   eapol_packet->length = eapol_header->eapol_length;

   eapol_packet->type = EAP_TYPE_ID;

   memcpy(&out[EAP_PAYLOAD_OFFSET], temp_buf, temp_size);

   *out_size = EAP_PAYLOAD_OFFSET+temp_size;

   return 0;

}

그림 5-8. EAPoL 패킷 캡슐화

Figure 5-8. EAPoL packet cap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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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eap_decode_packet(u_char *in)

{

  struct my_eapol_packet * mypacket = (struct my_eapol_packet *)(in);

  int retVal = 0;

  switch(mypacket->code) {

case EAP_REQUEST:

switch(mypacket->type) {

case EAP_TYPE_ID:

     retVal = 1;

break;

case EAP_TYPE_NOTIFY:

printf("Received EAP Notify\n");

break;

case EAP_TYPE_NAK:

printf("Received EAP NAK\n");

break;

default:

set_authType(mypacket->type);

retVal = 0; }

break;

case EAP_RESPONSE:

printf("received EAP_RESPONSE packet -- error\n");

retVal = 0; 

break;

case EAP_SUCCESS:

retVal = 3;

break;

case EAP_FAILURE:

retVal = 4;

break;

default:

printf("Unknown EAP code type\n"); }

return retVal;

}

그림 5-9. EAPoL 패킷 역캡슐화

Figure 5-9. EAPoL packet decap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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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AAAPPP
AP는 리눅스 운영체제가 설치된 PC에 무선랜 카드와 유선랜 카드를 동시에 장착하고  

Prism2/2.5/3 계열의 MAC 칩을 사용하는 PCMCIA 무선랜 카드를 AP로 동작시키기 위

한 리눅스용 Access Point 디바이스 드라이버인 HostAP 드라이버를 설치하여 에뮬레이

션 하였다. 무선랜 카드는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담당하며, 유선랜 카드는 인증서버를 비

롯한 유선랜과의 통신을 담당한다.

AP는 그림 5-10과 같이 TLS 모듈과 EAP-RADIUS 모듈, 패킷 처리부 등으로 구성된

다.  TLS 모듈은 인증서버와 상호인증을 수행하며, EAP-RADIUS 모듈은 클라이언트로

부터 수신한 EAP 메시지를 RADIUS 패킷으로 캡슐화하는 RADIUS Encapsulation 루틴

과 RADIUS 서버로부터의 응답 메시지를 EAP 패킷으로 역캡슐화 하는 RADIUS 

Decapsulation 루틴으로 구성된다. 

RADIUS Encapsulation 루틴에서는 RADIUS 헤더안의 Code, Id, Length가 구성되고 

EAP 메시지는 EAP attribute로 들어가는데, attribute 필드 크기가 253 bytes로 제한되

어있기 때문에 253 bytes를 초과할 경우에는 몇 개의 attribute로 나누어서 들어가게 된

다. 또한 EAP attribute에 포함된 메시지의 인증을 위해 전체 메시지의 HMAC-MD5를 계

산하여 Message Authenticator attribute에 추가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할당된 포트

에 적절한 RADIUS Id를 할당하고 이를 포트 번호와 저장해 두었다가 RADIUS 서버의 응

답이 왔을 경우 응답 메시지 안의 Id와 비교해서 요청한 메시지에 대한 응답 인지를 확인

한다. 

RADIUS Decapsulation 루틴은 그림 5-11에 기술된 의사코드(pseudo code)와 같이 

RADIUS 서버의 응답 패킷인 Challenge, Accept, Reject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경우 

패킷을 클라이언트로 전송하기 위해 파싱(parsing)하고, EAP attribute 안에 들어있

는 메시지들을 합해서 하나의 EAP 메시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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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AP 모듈

Figure 5-10. AP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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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radius_decap()

{

open socket;

while()

{

listen on opened socket;

receive the packet;

parse the Radius_header;

portnumber= search_radiusID(id);

parse radius AVP;

add_radiusQ();  //Adds EAP message to radiusQ

switch(radius_packet_type) {

case Access_Challenge;

call authentication_related function;

case Access_Accept;

call authentication_related function;

case Access_Reject;

call authentication_related function;

        } //switch end

} //while end

}

그림 5-11. RADIUS 역캡슐화 모듈 의사 코드

Figure 5-11. Pseudo code of RADIUS decapsulation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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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인인인증증증서서서버버버
무선랜 환경에서 사용자 인증을 위한 서버로는 RADIUS나 보다 확장되고 개선된 

Diameter[6]를 따르는 서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RADIUS를 이용하였

다. RADIUS는 NAS(network access server)와 인증서버 사이의 사용자 인증, 서비

스 허가, 과금에 관한 정보 전달을 위한 프로토콜로써, 유선 환경에서 이동하는 사용

자를 인증하기 위한 Authentication, Authorzation, Accounting(AAA) 프레임워크로 

제안되었다. RADIUS는 곳곳에 분산된 NAS를 통하여 서비스에 접속하려는 사용자들

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무선랜 환경에서도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각 사업자들의 여러 AP가 

존재함에 따라 사용자 정보의 통합 관리와 사업자들간의 능동적인 정보교환이 필요하

다. 무선랜 환경에서 RADIUS 서버는 무선랜 사용자의 연결 요구에 대해서 인증을 수

행하고 NAS(network access server: access point)를 통해 인증 받은 사용자에게 

허가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RADIUS 패킷 요소에는 그림 5-12와 같이 Code, Identifier, Length, Authenticator, 

attributes 들이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다. 

① Code

RADIUS 패킷 종류를 나타내며 코드가 잘못된 패킷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RADIUS Code 필드에 대한 정의는 그림 5-12와 같이 ‘1’은 Access-Request, ‘2’는 

Access-Accept, ‘3’은 Access-Reject, ‘4’는 Accounting-Request, ‘5’는 

Accounting-Response, ‘11’은 Access-Challenge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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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RADIUS 패킷

Figure 5-12. RADIUS packet

② Identifier

요청을 해당 응답과 대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③ Length

패킷과 Code, Identifier, Length, Authenticator를 포함한 RADIUS 메시지 전체의 

길이를 나타내며, Length 필드는 20 bytes에서 4,096 bytes까지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다. 

④ Authenticator

RADIUS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상호인증 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⑤ Attributes

attributes는 표 5-2와 같이 RADIUS 패킷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 허가, 정보, 구성 

정보를 전달하는 하나 이상의 RADIUS 속성이 들어있고, 여러 인스턴스를 가진 속성

의 경우 특성 순서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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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RADIUS 속성의 종류

Table 5-2. Types of RADIUS attributes

Attributes Values Definition

1 User-Name(사용자 이름)

2 User-Password(사용자 암호)

3 CHAP-Password(CHAP 암호)

4 NAS-IP-Address(NAS IP 주소)

5 NAS-Port(NAS 포트)

6 Service-Type(서비스 종류)

7 Framed-Protocol(프레임형 프로토콜)

8 Framed-IP-Address(프레임형 IP 주소)

9 Framed-IP-Netmask(프레임형 IP 넷마스크)

10 Framed-Routing(프레임형 라우팅)

제안 메커니즘을 실험하기 위한 인증서버로는 오픈소스로 공개된 FreeRADIUS[11] 서

버를 사용하였으며, 그림 5-13과 같이 공유키(WEP_Key)를 AP로 전달하기 위한 

SUCCESS 메시지를 생성하고 암호화하기 위한 모듈과 인증 초기단계에서 클라이언트로

부터 전송받은 X 값을 검증하는 모듈을 추가하였다. 현재 FreeRADIUS는 TLS 및 

EAP-TLS 인증방법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SUCCESS 메시지 생성 및 암호화 모듈은 해쉬함수와 전자서명 루틴으로 구성된다. 

SUCCESS 메시지는 AP에게 클라이언트 인증 성공을 알리고 클라이언트와 AP간 암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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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사용될 공유키(WEP_Key)를 전달하는 메시지로, 클라이언트와 인증서버간 상호인

증 과정에서 생성된 FINISHED 메시지와 공유키(WEP_Key)의 해쉬 값에 인증서버 전자

서명이 첨부되어 생성된다. 

그림 5-13. SUCCESS 메시지 생성 및 암호화 모듈

Figure 5-13. SUCCESS message generation and encryption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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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평평평가가가

본 절에서는 3장에서 기술한 IEEE 802.1X의 스푸핑 공격, AP 인증 및 전송 메시지

에 대한 무결성 서비스 부재에 의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커

니즘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였다. 

111...제제제안안안 메메메커커커니니니즘즘즘의의의 안안안전전전성성성 평평평가가가
aaa...스스스푸푸푸핑핑핑 공공공격격격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안안안전전전성성성

IEEE 802.1x 인증 메커니즘은 클라이언트와 인증서버에 대한 인증만을 정의하고 있으

며, 인증자에 대한 인증은 정의하고 있지 않다. 즉 인증자는 EAP Request 메시지를 클라

이언트로 보내고 EAP Response 메시지를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다. 따라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정당한 인증자로 위장하거나, 인증서

버 또는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는 인터넷상의 클라이언트/서버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위장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스푸핑 공격이 가능하다.

IEEE 802.1x에서 대표적인 스푸핑 공격은 EAP-SUCCESS 메시지 스푸핑과 

Disassociate 메시지 스푸핑이 있다. EAP-SUCCESS 메시지 스푸핑 공격은 인증 완료 

후 전송하는 EAP-SUCCESS 메시지를 가로챈 후, 인증자로 위장하여 EAP-SUCCESS 

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공격으로, 이는 AP에 대한 인증 부재와 

EAP-SUCCESS 메시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공격은 인증방법으

로 TLS 등 상호인증을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더욱 위험성이 크다. Disassociate 메시지 스푸핑 또한 AP 인증 부재와 Disassociate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부정한 사용자의 위장 공격에 의한 중간자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AP

에 대해서도 상호인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AP 인증은 안전성에서 이미 입증된 공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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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TLS 메커니즘을 이용함으로써 위장 공격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EAP-SUCCESS 메시지의 무결성 서비스 부재로 인한 스푸핑 공격을 방지하

기 위해 EAP-SUCCESS 메시지를 식 (4.2)와 같이 암호화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따라

서 공격자는 AP로 위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EAP-SUCCESS 메시지 생성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안 시스템은 위장 공격에 안전하다.

    EKAP [EKSERVER [ H(FINISHED ∥ WEP_Key) ] ∥ FINISHED∥WEP_Key]

         (4.2)

bbb...서서서비비비스스스 거거거부부부 공공공격격격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안안안전전전성성성
무선랜 환경에서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은 보통의 프로토콜보다 더 많은 계산량과 메

모리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공격자에 의해 서비스 거부 공격에 취

약하다. 

EAP 인증 프로토콜 진행 단계를 살펴보면, 단말기가 AP를 통해 인증서버에게 인증 

요청을 보내면 인증서버는 인증 요청 단말기에 아이덴티티(identity)를 요청한다. 단말

기가 이 요청에 대해 응답만 하면 인증 및 키 교환 프로토콜이 바로 실행된다. 따라서 

악의적인 사용자의 무차별적인 인증 요청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프로토콜 시작

을 반복적으로 요청한 뒤 연결을 완전히 끝내지 않은 상태로 놓아둔다면 자원을 계속

해서 소비하여 합법적인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프로토콜을 시작할 때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인증 없이 

처음부터 익명의 사용자에게 자원을 할당하는데 있다. 

IEEE 802.1x에서 지원하는 인증 프로토콜 중 EAP-SRP 및 EAP-TTLS는 사용자

의 패스워드를 서버가 저장해야 하므로 서버는 인증 프로토콜과 관계없이 자원을 할당

한다. 또한 EAP-TLS나 EAP-TTLS 인증방법은 공개키 암호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계산량과 자원 할당이 필요하다. 만약 인증과정에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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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인 접근 요청을 보내게 되면, 인증서버는 요청에 대한 불필요한 암호학적 연산

을 수행하게 되어 인증서버의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인증 및 키 교환 과정에

서 악의적인 사용자의 무차별적인 접근 요청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인 대처방

안이 필요하다. 즉 인증서버가 사용자의 인증 요청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보안수준 변수를 이용한 인증 초기단계는 인증서버가 제시한 

문제를 사용자가 해결할 경우에만 인증 프로토콜을 실행하게 하였다. 이는 인증 요청 

시 일방적으로 서버쪽에서만 자원을 할당하는 구조를 사용자에게도 어느 정도 자신의 자

원을 할당하도록 하고, 인증서버가 자신의 상태에 따라 보안수준 변수를 설정하여 사용자

의 인증 요청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의적인 사용자의 무차별적인 접근을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보안수준 변수는 인증서버의 현재 상태에 따라 값을 유동적으로 책정

할 수 있다. 즉 평소에는 ‘0’으로 설정되어있어 계산 없이 진행되다 연속적인 인증 요

청이 들어오거나 서버 자원의 여유가 부족할 때 k 값을 증가시켜 문제의 난이도를 높

인다. 따라서 X 값을 찾기 위한 연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악의적인 사용자의 무차별

적인 접근을 막을 수 있다. 

그림 5-14는 인증서버에서 설정한 보안수준 변수 k 값에 따라 X 값을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에서는 보안수준 변수 k 값으로 5, 

10, 20, 40, 64를 설정하고, 3회에 걸쳐 계산 시간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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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보안수준 변수(k)에 따른 X 값 계산 시간

Figure 5-14. Times of X value computation to secure-level variab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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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암암암호호호통통통신신신의의의 안안안전전전성성성
사용자 인증 완료 후 클라이언트와 AP간 암호통신의 안전성은 동적인 키 교환이 이루어

지는 지와 연관된다. IEEE 802.11b에서 제공하는 보안 메커니즘은 사용자 인증과정에 키 

교환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정된 하나의 키를 장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암호통신의 보안성이 떨어진다. 또한 키 길이가 80 bit 이상이 되어야 전수조사 공격

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연구결과에 비해 대부분의 무선랜에서는 40 bit의 WEP 키가 이

용되고 있어 기밀성 보장에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암호통신을 위해서는 80 bit 

이상의 키를 사용해야 하고 동적으로 키를 분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제공되어야 한다. 

IEEE 802.1x의 경우 EAP-MD5 인증 방법을 제외한 EAP-TLS, EAP-TTLS 등에서는  

사용자 인증과정에 키 교환 메커니즘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하나의 키가 장기

간 사용되지 않고 암호통신이 설정될 때마다 키 교환이 가능하며, 따라서 다른 방법들에 

비해 안전하다.

제안 시스템 또한 그림 5-15와 같이 사용자 인증과정에 키 교환 메커니즘이 포함된 

EAP-TLS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증이 완료되면 클라이언트와 인증서버 사이에 동일한 마

스터 키를 공유하게 된다. 공유한 마스터 키에서 암호화 키로 사용되는 client-write-key

는 길이가 128 bit 이기 때문에 전수조사 공격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인증을 수행할 때

마다 키 교환 메커니즘을 이용해 새로운 키가 분배되기 때문에 안전한 암호통신을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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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pre_master_secret, master_secret 생성 및 교환

Figure 5-15. Generation and Exchange of pre_master_secret, master_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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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인인인증증증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전전전체체체적적적인인인 평평평가가가
제안 시스템은 IEEE 802.1x의 취약성인 스푸핑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 개체 모두

에 대한 상호인증을 수행하기 때문에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AP, 인증서

버로의 위장이 불가능한 매우 안전한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또한 

EAP-SUCCESS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인증과정에서 

키 분배 메커니즘을 통해 인증을 수행할 때마다 새로운 키가 분배되며, 분배되는 키의 길

이가 전수조사 공격에 안전한 128 bit이기 때문에 안전한 암호통신을 제공한다. 그리고 인

증 초기단계에서 사용자의 인증 요청을 인증서버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사

용자의 무차별적인 접근요청에 의한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 

표 5-3. 제안 메커니즘과 기존 메커니즘의 비교

Table 5-3. Comparison of proposal mechanism and existing mechanism

항    목

IEEE 802.11b

(SSID, MAC 주소 필

터링, WEP)

IEEE802.1x

(EAP-MD5, 

EAP-TLS)

제안 시스템

AP 위장 매우 취약 취약 안전

인증서버위장 해당사항 없음 안전 안전

DoS 공격 취약 취약
인증서버에서 

제어 가능

인증 메커니즘의 

안전성
매우 취약 안전 안전

암호통신의 안전성 Static WEP Key Dynamic WEP Key Dynamic WEP Key

소요시간 적음 보통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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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안 시스템은 AP 인증이 추가되고, 인증 알고리즘 또한 공개키 기술을 기반으

로 하기 때문에 그림 5-16 (a)와 같이 AP 인증을 제공하지 않는 기존 인증 메커니즘에 비

해 인증완료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된 인증 초기단계에서 보안수준 변수 k 값을 높일 경우, 인증 초기단계의 추가 의도대

로 악의적인 사용자의 무차별적인 접근은 차단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사용자의 경우는 그

림 5-16(b)의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증시간이 더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인증과정에 RSA보다 더 작은 길이의 키를 이용하면서도 동일한 보안강도를 제

공하는 ECC(elliptic curve cryptosystem)같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인증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며, 제안 시스템에서는 기존 인증 프로토콜에서 패킷의 잃어버

림 등이 발생할 때 올바른 패킷이 전송되도록 하기 위해 보장된 재전송 등과 같은 문제점

을 이용한 서비스 서부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은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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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안수준 변수 k가 0일 때 인증시간 비교

(b) 보안수준 변수 k가 20일 때 인증시간 비교

그림 5-16. WIRE1x와 제안 시스템의 인증시간 비교

Figure 5-16. Comparison of authentication time to WIRE1x and propos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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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III...결결결론론론

무선랜은 배선이 필요 없어 단말기의 재배치가 쉽고 이동 중에도 통신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선

랜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정책도 규제하던 개념에서 활용하는 개

념으로 크게 바뀌면서 많은 수의 대학과 일반 기업에서 무선랜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선랜은 사용 매체의 공개성에 따른 해킹 및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전자 메일, 데이터 전송과 같이 데이터 보안의 중요도가 높은 응용에서 보안성 요구가 더

욱 증가하고 있다.

IEEE 802.11b는 사용자 인증 및 암호화와 관련하여 SSID, MAC 주소 필터링, WEP 등

의 메커니즘을 통해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IEEE 802.11b에서 제공하는 보

안 메커니즘들은 다음과 같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SSID의 경우, 브로드캐스트 SSID를 

사용하게 되면 AP는 SSID를 단순 텍스트 형태로 약 1초에 10회 정도 주기적으로 브로드

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해커 등 악의적인 사용자가 중간에 패킷을 도청하여 무선랜 장비에 

SSID의 이름만 일치시키면 해당 AP로부터 전송되는 전파를 잡아서 도청이 가능하다. 

MAC 주소 필터링은 사용자 인증이라기보다는 무선랜 카드라는 하드웨어에 대한 인증으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선랜 카드 분실시 악용될 수 있다. 또한 MAC 주소는 무선구간에

서 평문 형태로 전송되기 때문에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한 도청 가능성이 높고, 외부에서 

조작이 쉽다. 기밀성뿐만 아니라 사용자 인증 서비스에서도 사용 중인 WEP의 경우에도 

키 스트림 및 IV 재사용 공격 등에 취약하다.

IEEE 802.11b의 사용자 인증 취약성을 보완한 IEEE 802.1x 프레임워크는 논리적 포

트 개념을 도입하여 최종단 망 시스템인 브릿지 또는 AP에서 인증을 수행한 다음 사용자

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포트 기반 접근제어 메커니즘으로써, EAP를 통해 

Challenge/Response, Kerberos, TLS, OTP 등 다양한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IEEE 802.1x 역시 인증 프로토콜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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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거부 공격과 AP 인증 및 암호 메커니즘의 부재로 세션 하이재킹 및 중간자 공격 등

에 취약하다.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x 프레임워크의 서비스 거부, 세션 하이재킹 및 중간자 공격

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여 강화된 사용자 인증 및 안전한 암호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랜 보안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 시스템은 보안 수준변수를 사용한 인증 초기

단계를 인증 프로토콜에 추가하여 클라이언트의 인증 요청을 인증서버가 제어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악의적인 사용자의 무차별적인 접근에 의한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방지할 수 있

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및 AP, 인증서버 인증은 공개키 암호 기술 기반 인증 메커니즘을 

통해 수행하기 때문에 제3자가 클라이언트 또는 AP, 인증서버 등으로 위장하여 통신에 개

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키 분배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EAP-TLS 인증을 통해 전송 

데이터의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동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사용자와 AP 간의 안전한 암호

통신을 제공한다. 

무선랜 기술이 널리 확산되고 더불어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안 시스템은 

의도되지 않은 제 3자가 AP를 이용하거나, 사용자와 AP 사이의 통신에 개입하여 도청, 위

조, 변조를 수행하는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무선랜 환경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다

만 제안 시스템은 AP 인증이 추가되고, 인증 알고리즘 또한 공개키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AP 인증을 제공하지 않는 기존 인증 메커니즘에 비해 인증완료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된 인증 초기단계에서 보

안수준 변수 k 값을 높일 경우, 인증 초기단계의 추가 의도대로 악의적인 사용자의 무차별

적인 접근은 차단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사용자의 경우는 인증시간이 더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향후 연구방향으로 인증과정에 RSA 알고리즘보다 더 작은 길이의 키를 이용하면서도 

동일한 보안강도를 제공하는 ECC(elliptic curve cryptosystem)와 같은 암호화 알고리즘

을 지원하여 인증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과 기존 인증 프로토콜에서 패킷 잃어버림 등이 

발생할 때 올바른 패킷이 전송되도록 하기 위해 보장된 재전송을 이용한 서비스 거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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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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