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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모바일기기들의 폭발적인 확장에 따라 무선 인터넷의 이용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무선 공유기를 이용하여 가

정이나 중소기업 등이 사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무선 랜 환경이 매우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랜 환경에서의 취약

점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무선 공유기에서 지원하는 암호화 방식에 따른 크래킹과 키 값의 난이도에 

따른 크래킹 과정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키워드: 무선 랜(wireless Lan), 크래킹(Cracking), 무선 공유기(wireless router)

I. Introduction

무선 랜(WiFi)은 인터넷 환경에서 부각된 중요 기술 중 하나이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확산됨에 따라 가정, 학교, 기업 내에서 무선 

랜이 널리 보급되어 왔다. 무선 랜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적은 비용으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보안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하다. 이런 무선 랜을 가정이나 

중소기업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가 바로 무선 공유기 즉 

AP(Access Point)이다.

II. Wireless LAN Technology

2.1 무선 랜 기술

무선 랜은 무선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통칭하며 국제 표준화 기구인 IEEE에서 802.11x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무선 랜의 기술 표준에서는 802.11은 2.4GHz대역에 2Mbps

에서 802...11b에서 속도가 11Mbps로 향상되었으며, 802.11n에서 

2.4와 5GHz 대역의 다중 채널을 지원하고 540Mbps의 속도가 가능하

다[1,2].

2.2 무선 랜 보안

초기에는 무선 랜을 사용하는데 암호화 없이 사용하다가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WEP(Wired Equivalent 

Privacy), WPA(WiFi Protected Access), WPA2(WiFi Protected 

Access2) 방식의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WEB 방식의 암호화 방식은 취약점이 발견되어 WPA, WPA2방식

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보안 기술에서 사용자 인증방법으로 사전 

공유한 패스워드 입력을 통해 이용자를 인증하는 방식(PSK)와 WEP

의 취약점을 개선한 WPA와 강력한 암호화 방법인 AES를 적용한 

방식을 WPA2에서 사용하고 있다[3,4,5].

구분 WEP WPA WPA2

인증 PSK
PSK or 

RADIUS

PSK or 

RADIUS

암호화 RC4 RC4-TKIP AES-CCMP

Table 1. Wireless LAN Encryption Protocol

2.3 무선 랜 크래킹

WEP은 키 값과 IV(Initial Vector)를 이용하며, 스트림 암호화 

기법인 RC4를 통해 암호화한다. 하지만 치명적인 취약점이 있어서 

공개 소프트웨어에 의해 쉽게 공격이 가능하다. 또한 WPA와 WPA2

도 PSK로 인증하면 크래킹이 가능하다. 4way-handshaking 에 의한 

인증과정 중에 WPA-KEY를 크래킹이 가능하다.

이런 크래킹의 결과는 스니핑(Sniffing), 로그 AP(Rogue Access 

point),  DNS 스푸핑(Spoofing), 서비스 거부 공격(Denial of 

Service)이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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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xperimental and results

3.1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무선 랜의 해킹이 공개 소프트웨어(Aircrack-ng)에 

의해 어느 정도로 크래킹 되는지 실험해 보았으며, 키 값의 복잡성에 

따른 크래킹 정도를 실험해 보았다. 무선 공유기는 ipTime N104T 

제품을 이용하였다.

3.2 실험 결과

첫째로 WEP, WPA, WPA2, 인증서버의 무선 공유기(AP)에 대하

여 크래킹 실험을 해보았다.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인증 서버를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크래킹이 가능하였다. 단, 사전을 이용하

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키 값을 넣고 실험하였다.

구분 WEP WPA WPA2 인증서버

크랙성공 O O O X

Table 2. result of key cracking

두 번째 실험으로는 키 값이 크래킹 되는데 문자 구성에 따른 

크래킹 실험을 해보았다. 문자 세트는 숫자만, 영문만, 영숫자, 영숫자

특수문자 등의 세트를 만들어 실험해보았다. 실험결과 4가지 세트 

모두 크래킹이 가능했으며, 크래킹 시간 및 데이터 패킷 수는 복잡도와

는 별개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선 랜 장비의 보안 설정 상태를 100개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 다행히 100개 중 13개의 공유기만 WPA 방식으로 보안설정이 

되어 있었으며, 모두 WPA2 PSK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3.3 무선 랜 관리

인터넷 진흥원에서 발표한 공중 무선 랜 안내서와 공유기 제품 

생산 시 적용할 보안 가이드를 따라 관리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적용이 잘 되고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도 키 값의 크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보안 설정이 필요하다. 인증서버를 사용한다면 

매우 좋은 보안 대책이 될 수 있으나 가정에서는 인증 서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책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SSID의 브로드캐스팅 금지, MAC 필터링, AP의 위치 지정, MAC 

접근제어, 모바일 기기의 자동 접속 금지 등의 방법이 세심하게 설정되

어야 할 것이다.

IV. Conclusions

무선 랜에 대한 해킹을 실제 무선 공유기를 통하여 실험한 결과 

WPA2방식으로 암호화한 경우에도 키 값이 크래킹 되는 과정을 

시연해 보니 무선 랜의 취약점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명확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히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보면, 관리자의 세심한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이 중요하고, 

SSID의 노출 금지, MAC 필터링과 같은 기본적인 보안 설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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