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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EEE 802.11b의 사용자 인증 취약성을 보완한 임워크인 IEEE 802.1x는 EAP를 통해  다양한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그러나 IEEE 802.1x 역시 인증 로토콜의 구조  원인에 의한 서

비스 거부 공격과 AP에 한 인증  암호 메커니즘의 부재로 세션 하이재킹  간자 공격 등에 

취약하다.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x 임워크의 서비스 거부, 세션 하이재킹  간자 공격에 한 취

약성을 보완하여 강화된 사용자 인증  안 한 암호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랜 보안시스

템을 제안한다.

1. 서론

   IEEE 802.11b의 사용자 인증 취약성을 보완한 

임워크인 IEEE 802.1x[1]는 EAP(extended 

authentication protocol)[2]를 통해 해쉬함수를 이용

한 Challenge/Response, Kerberos, 인증서를 기반으

로 하는 TLS, OTP 등 다양한 사용자 인증 메커니

즘을 지원한다. 그러나 IEEE 802.1x 역시 인증 로

토콜의 구조  원인에 의한 서비스 거부 공격과 AP

에 한 인증  암호 메커니즘의 부재로 세션 하이

재킹  간자 공격 등에 취약하다[5,7].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x 임워크의 서비

스 거부, 세션 하이재킹  간자 공격에 한 취

약성을 보완하여 강화된 사용자 인증  안 한 암

호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랜 보안시스템

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선랜 보안시스템에서 사용자 인

증은 공개키 암호 기술을 이용하여 무선랜 사용자  

AP, 인증서버간의 상호인증을 수행하여 제3자가 무선랜 

사용자, AP 는 인증서버 등으로 장하여 통신에 개입

하는 것을 방지한다. 한 인증 과정에서 키분배 메커니

즘을 이용하여 사용자와 인증서버 사이에 동  키 분배

를 지원함으로써 사용자와 AP간의 안 한 암호통신을 

제공한다.

2. IEEE 802.1x 보안 메커니즘 취약성

   IEEE 802.1x 인증 메커니즘은 클라이언트와 인

증서버에 한 인증만을 정의하고 있으며, 인증자에 

한 인증은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악의 인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 해서 정당한 인증자로 

장하거나, 인증서버 는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는 인

터넷상의 클라이언트/서버에 해서 클라이언트 

장 공격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스푸핑 공격이 가능

하다[4,6].

   (그림 1)은 스푸핑 공격의 한 형태로 EAP-SUC

CESS 메시지 스푸핑을 이용한 간자 공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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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보여 다. 클라이언트에 한 인증이 성공하

음을 알리는 EAP-SUCCESS 메시지는 무결성 메커

니즘이 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격자는 인증이 

완료된 후에 인증자가 송하는 EAP-SUCCESS 메

시지를 가로챈 후, 정당한 인증자로 장하여 

EAP-SUCCESS 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송하는 

공격이 가능하다. 장 공격이 성공하면 공격자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송되는 모든 데이터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세션 하이재킹 공격은 (그림 2)와 같이 인증 완

료 후 클라이언트와 인증자의 통신 과정에 인증자의 

MAC 주소로 장한 공격자가 통신 종료를 알리는 

802.1x Disassociate 메시지를 클라이언트로 송해

서 더 이상 통신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802.1x 

Disassociate 메시지가 무결성 서비스가 용되지 

않는 취약성을 이용한다. 이 후, 공격자는 클라이언

트의 MAC 주소를 이용해 클라이언트로 장하여 

인증자와 통신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공격 역시 상

호인증을 지원하는 인증 메커니즘이 사용된다 하더

라도 가능하다[10,11]. 

(그림 1) EAP-SUCCESS 메시지 스푸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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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or Su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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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isassociate 메시지 스푸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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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설계  구

   IEEE 802.1x 임워크에서 AP는 으로 신

뢰하는 요소로 취 된다. 즉 IEEE 802.1x는 사용자

와 인증서버만 인증을 수행하고 AP 인증은 수행하

지 않는다. 따라서 악의 인 사용자가 정당한 AP로 

장이 가능하여 기 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EAP-SUCCESS 메시지 스푸핑에 의한 간자 공격 

 Disassociate 메시지 스푸핑에 의한 세션 하이재

킹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스푸핑 공격이 가능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무선랜 보안시스템의 목표

는 IEEE 802.1x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여 강화된 

사용자 인증과 안 한 암호통신을 보장하는 것이다. 

   먼  서비스 거부 공격 보완 방안으로 사용자 인

증 로토콜을 수행하기 에 인증서버에서 제시된 

문제를 사용자가 해결할 경우에만 인증 로토콜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증 기단계를 추가 하 다. 인

증 기단계는 일방 으로 서버쪽에서만 자원을 할

당하는 구조를 사용자에게도 어느 정도 자신의 자원

을 할당하도록 하고, 인증서버가 자신의 상태에 따

라 보안수  변수를 설정하여 사용자의 인증 요청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의 인 사용자의 무차

별 인 근을 제한할 수 있다.

   스푸핑 공격 취약성 보완 방안으로는 AP에 한 

인증 차를 추가하여 모든 구성 개체에 해서 상

호인증을 제공하고, 송되는 메시지를 암호화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하 다. 따라서 인증받지 않

은 제 3자의 개입에 의한 스푸핑 공격을 차단할 수 

있으며, 송 메시지에 한 기 성 제공으로 해킹

에 의한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사용자와 인증서버

간 상호인증 메커니즘은 공개키 암호기술 기반인 

EAP-TLS를 이용하고, 추가된 AP와 인증서버간 상

호인증 역시 공개키 암호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

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 IEEE 802.11b 표

에서 지 된 고정된 암호화 키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취약성 문제는 EAP-TLS 인증 과정에서 키 

분배 메커니즘을 통해 동  키 분배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와 AP간의 안 한 암호통신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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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무선랜 보안 시스템

AP-AS Authentication
(TLS)

Supplicant-AS Authentication
(EAP-TLS)

WEP Key Distribution

Secure Communication(WEP)

Authentication Initial phase

AP SupplicantASAS

   제안 메커니즘 테스트를 한 시스템은 (그림 4)

와 같이 클라이언트, AP, 인증서버  CA로 구성된

다. 클라이언트는 AP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하

려는 사용자이며, AP는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속을 개하는 역할을 한다. 인증서버는 클라이언트

와 AP에 한 인증을 수행하여 인증 받지 못한 사

용자  AP를 차단하고 정상 으로 인증을 받은 사

용자와 AP만 속을 할 수 있도록 한다. CA는 클

라이언트와 AP, 인증서버에 필요한 인증서를 발행

한다. 

(그림 4) 시스템 구성도

AP
(Lnux)

Client
(Win XP)FreeRADIUS

CA

Client
(Win XP)

   클라이언트는 (그림 5)와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

스와 환경설정 모듈, 문제 계산(Puzzle Compute)모

듈, 패킷 처리부, EAPoL 패킷 처리부 등으로 구성

된다.

   EAPoL 패킷 처리부는 무선환경에서 인증서버로

부터 인증을 받기 한 EAP-TLS 패킷을 생성하고, 

이를 EAPoL 임에 담아 송할 수 있도록 캡슐

화(capsulation) 하는 기능과, 반 로 AP로부터 수신

된 EAPoL 패킷을 일반 패킷으로 역캡슐화

(decapsulation)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문제 계산 모듈은 인증서버로부터 수신한 보안수

 변수 값에 따라 해쉬함수를 이용하여 주어진 문

제를 계산하는 모듈이며, 보안수  변수 값이 ꡐ0ꡑ

인 경우 문제 계산 모듈은 실행되지 않는다. 패킷 

처리부는 EAPoL 패킷을 AP로 송신하는 기능과 

AP로부터 수신한 메시지의 형식을 구분하여 일반 

패킷 데이터인 경우에는 패킷 처리부에서 처리하고, 

EAP 패킷인 경우에는 EAPoL 패킷 처리부로 송

하여 일반 패킷으로 역캡슐화 한다. 환경설정 모듈

은 속하는 무선랜 카드  네트워크 이름인 SSID 

설정과, 통신과정  WEP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6)은 클라이언트 로그램 

실행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클라이언트 모듈

Packet process

User Interface

Protocol driver

Mini port driver

Wireless Card

EAPoL
Packet processTLS Puzzle 

Compute  

Network driver
Interface specification

(NDIS)

Environment
setup module

(그림 6) 클라이언트 로그램

   AP는 리 스 운 체제가 설치된 PC에 무선랜 

카드와 유선랜 카드를 동시에 장착하고  

Prism2/2.5/3 계열의 MAC 칩을 사용하는 PCMCIA 

무선랜 카드를 AP로 동작시키기 한 리 스용 

Access Point 디바이스 드라이버인 HostAP 드라이

버를 설치하여 에뮬 이션 하 다. 

   AP는 (그림 7)과 같이 TLS 모듈과 

EAP-RADIUS 모듈, 패킷 처리부 등으로 구성된다.  



제2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2호 (2005. 11)

1002

TLS 모듈은 인증서버와 상호인증을 수행하며, 

EAP-RADIUS 모듈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한 

EAP 메시지를 RADIUS 패킷으로 캡슐화하는 

RADIUS Encapsulation 루틴과 RADIUS 서버로부

터의 응답 메시지를 EAP 패킷으로 역캡슐화 하는 

RADIUS Decapsulation 루틴으로 구성된다. 

(그림 7) AP 모듈

Packet process

User Interface

Wireless Card

TLS
EAP-RADIUS

Packet process

Wired Card
Control module 

Wired Card
Driver

Wired Card

HostAP driver

4. 결론

   IEEE 802.11b의 사용자 인증 취약성을 보완한 

IEEE 802.1x 임워크는 논리  포트 개념을 도

입하여 최종단 망 시스템인 릿지 는 AP에서 인

증을 수행한 다음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근할 수 

있도록 하는 포트 기반 근제어 메커니즘으로써, 

EAP를 통해 다양한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IEEE 802.1x 역시 

인증 로토콜의 구조  원인에 의한 서비스 거부 

공격과 AP 인증  암호 메커니즘의 부재로 세션 

하이재킹  간자 공격 등에 취약하다.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x 임워크의 서비

스 거부, 세션 하이재킹  간자 공격에 한 취

약성을 보완하여 강화된 사용자 인증  안 한 암

호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랜 보안시스템

을 제안하 다. 

   무선랜 기술이 리 확산되고 더불어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 에서 제안 시스템은 의도되지 않

은 제 3자가 AP를 이용하거나, 사용자와 AP 사이의 

통신에 개입하여 도청, 조, 변조를 수행하는 공격

으로부터 안 한 무선랜 환경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제안 시스템은 AP 인증이 추가되고, 

인증 알고리즘 한 공개키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AP 인증을 제공하지 않는 기존 인증 메커니

즘에 비해 인증완료까지 비교  많은 시간이 소요되

었다. 한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방지하기 해 추가

된 인증 기단계에서 보안수  변수 값을 높일 경

우, 인증 기단계의 추가 의도 로 악의 인 사용

자의 무차별 인 근은 차단할 수 있으나, 정상

인 사용자의 경우는 인증시간이 더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 다. 

   향후 연구방향으로 인증과정에 RSA 알고리즘보

다 더 작은 길이의 키를 이용하면서도 동일한 보안

강도를 제공하는 ECC(elliptic curve cryptosystem)

와 같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지원하여 인증시간을 단

축시키는 방안과 기존 인증 로토콜에서 패킷 잃어

버림 등이 발생할 때 올바른 패킷이 송되도록 하

기 해 보장된 재 송을 이용한 서비스 거부 공격 

응방안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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