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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이버  피해평가에 있어서 유무선 통합 환경에 한 공격의 탐지와 이에 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

이다. 특히 회사, 정부  군 시설 등에서 인가되지 않은 AP를 사용하여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각종 

바이러스  해킹 공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 띠라서 인가된 AP와 인가되지 않은 AP

를 탐지해서 찾아 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가된 AP와 인가 되지 않은 AP를 탐지하기 해 

RTT(Round Trip Time)값을 데이터셋으로 만들고 각 기계학습 알고리즘 SVM(Support Vector 

Machine), J48(C4.5), KNN(K nearest neighbors), MLP(Multilayer Perceptron)의 결과를 비교해 성능

의 차이를 밝히고 이를 통하여 공격을 탐지하여 피해평가에 연결이 되도록 한다.

1. 서론

  사이버 에서의 피해평가는 다음 작 은 개를 하여 

매우 요한 과정이다. 사이버 에서의 피해평가를 해서

는 정보 자원을 포함하는 자산평가, 공격식별, 공격자의 

의도 악  이에따른 공격 유형 분류, 각 공격에 따른 

피해평가의 과정의 구성이 필요하다[1],[2]. 기존의 사이버

 피해평가 연구는 유선환경에 치우쳐 왔다 [3],[4]. 그러

나 근래에는 무선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유무선 통합 환경

이 출 하 다.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디바이스의 빠른 발 으로 인해 

우리 삶에서는 WiFi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회사는 

물론 카페, 군 시설, 학교  공공기 에서도 쉽게 WiFi를 

이용할 수 있다. 

WiFi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속자를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인가된 WiFi를 이용한 핫

스팟 같은 테더링(Tethering) 경우에도 직  AP 목록을 

보고 설정을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식별하기가 확실치 

않다. 그러나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로 인해 비인가 AP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공공장소에는 물론이

고 회사에서 핫스팟 같은 비인가 AP에 한 규제나 제제

가 없기 때문에 사용 한 무분별하다. 이는 무선 네트워

크에 매우 취약한 을 제공한다. 비인가 AP에 근한 다

른 사용자들의 정보를 훔치거나 엿볼 수 있고, PC 한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특히나 정보 기 이나 군 시설에서 이러한 공격을 당한다

면 국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2013년 6·25 사이버 테

러로 인해 청와 가 공격받았고, 2014년 12월 17일 한수원 

기  유출 사건이 일어났으며, 2017년 6월 26일 은행 세 

곳과 융결제원이 디도스(Ddos)공격을 받았다. 이처럼 

사이버 공격은 정보 기 이나 군 시설에도 유·무선을 가

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를 갖추고 있

어야한다. 

비를 갖추기 해 4단계를 비해야 한다. 우선 사이버

에서 발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을 조사하고 

공격 식별을 하기 해 탐지를 한다. 그리고 공격 유형을 

나 어 각 공격에 한 피해 평가를 해야 한다.  

이  공격 식별을 한 공격 탐지 단계에서 무선 환경

(ex WiFi)을 통한 공격에 해서 탐지가 미흡한 상황이

다. 탐지를 통해서는 피해 평가에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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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가 AP

그림 2 비인가 AP

그림 3 실험 결과 시각화

에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을 감지하기 해서는 보다 정확도 높은 불법

AP의 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높은 정확도의 

별을 해서는 다양한 알고리즘의 한 실험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RTT(Round Trip Time)값을 이용해 데이

터셋을 만들었다. 이 게 구성한 데이터셋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용해 결과값을 얻었고, 그 후 얻은 결과값들

을 비교해 어느 알고리즘이 정확도가 높은지를 보인다. 2

장에서는 련연구  기존의 비인가 AP 분류를 한 방

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실험 구성 소개와 데이터셋에서 

쓰인 속성값의 계들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나온 결과를 분석하고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발  방향

에 해서 정리한다.

2. 련 연구

   인가된 AP와 비인가 AP(비인가된 AP)의 구성은 [그

림1]과 [그림2]와 같다. 인가된 AP의 구성은 해당 AP의 

무선 신호를 잡아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반면, 비인

가된 AP의 구성은 기존 인가된 AP의 신호를 간에 다

른 기기가 받고 그 신호를 이용해서 새로운 AP를 만들어 

다른 사용자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그

림2]처럼 새로운 AP는 무선랜카드 2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하나의 랜 카드로는 정상 인 AP의 신호를 수신하

고, 다른 하나로는 받은 신호를 기반으로 새로운 AP를 만

들어 신호를 보낸다. [5]

[그림2]의 계 AP 구조로 인해 인가된 AP와의 RTT 차

이가 발생한다. 

  이 RTT값의 차이를 이용해 AP를 탐지하는 논문  

H.Han과 B.Sheng의 [6]에서 쓰인 방법은 RTT값의 차이

와 표 편차 값을 이용해 직선의 방 식에 용해 직석을 

만드는 것이다. 이 직석을 데이터 분포에 용해 분류한

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 분류를 해 구하는 직선의 방정

식의 α값과 β값이 고정된 상수를 이용함으로써 유연한 분

류를 보여주지 못 한다. 이에 논문에서는 정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탐지가 가능한 알고리즘을 찾기 해 여러 가

지 알고리즘을 용해서 분류하려고 한다.

RTT값들에 한 특징 을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각각의 

인가된 AP와 비인가된 AP의 지연시간들의 차이와 평균

과 분산값, 표 편차를 사용하 다.[7][8] 

3. 실험 구성  데이터셋 추출

본 실험에서 Lenovo ideaPad Z400 touch 기기를 말단 

PC로서 비인가PC를 이용하는 용도로 사용했으며, 인가된

AP로 쓰인 공유기는 Netgear GS608 이다. 비인가된 AP

는 LG XNOTE P210-GE30P 와 이 노트북에 연결된 

iptime N500을 이용해 새로운 AP를 구축했다.

각 데이터들은 window10 환경에서 tracert.exe를 이용해 

교내 DNS서버와 AP까지의 RTT값을 측정해서 축 했으

며, 측정이 되지 않는 홉을 제외하고 측정이 되는 홉만의 

수치를 모아 찰했다.

한, 네트워크 실험에서 쓰일 로토콜은 어느 것을 쓰냐

에 따라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로토콜마다 통신

규약의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며 역폭과 채  한 

실험에 오차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 

가장 많이 쓰이는 802.11n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데이터의 양은 인가된 AP와  비인가된 AP 각각에서 

2300개씩의 데이터 측정을 했으며, 측정된 데이터  상  

20%(460개) 값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80%(1840개)의 데이

터만을 사용했다. 그리고 측정된 RTTprobe (인가된 AP

까지의 RTT) 값, RTTDNS (DNS까지의 RTT)값, 

RTTDNS – RTTprobe  의 값, 분산값, 표 편차를 구해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속성값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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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정확도

SVM J48 KNN MLP

TP 40 92.9 92.9 84.5

FP 0 9.1 8.5 8.4

TC 70 92.9 94.1 88

표 1 알고리즘 결과

4. 실험결과

  실험에서 비교할 알고리즘은 기계학습 알고리즘들  

분류 련 알고리즘들을 선택했다. 해당 알고리즘들은  

SVM(Support Vector Machine), J48(C4.5), KNN(K 

nearest neighbors), MLP(Multilayer Perceptron)이다. 각 

알고리즘에 한 실험 결과는 [표1]과 같다.

  TP : True Positive(%), FP : False Positive(%), TC :     

  Total Correctness(%)

각 알고리즘의 결과를 보면 TP(True Positive)부분에서는 

J48(C4.5) 와 KNN 알고리즘이 가장 정확도가 높았으며, 

FP(False Positive)에서는 SVM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

여줬다. 

[그림 3]은 실험 결과를 weka 툴의 시각화 기능을 이용해 

그래 로 비교해 본 그림이다. ┌ 자의 형태에 가까울수록 

가장 이상 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3]에서도 보시

다시피 KNN 알고리즘이 이 형태에 가장 가깝고 그 다음

으로 J48이 이상 인 모양을 띄고 있다.  

결과 으로는 체 인 정확도를 봤을 때는 KNN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줬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인가된 AP와 비인가 AP의 차이는 기계

학습을 통해 분류 가능하며 아직 정확도 면에서는 불안정

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

에 있어서 실험에서 쓰인 데이터셋의 양과 속성값도 련

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양의 데이터셋을 축 하고 

속성값 한 보충을 해서 견고한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AP를 분별하는 로그램의 개발 

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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