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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전용 WIPS 센서 구현
(Implementing a Dedicated WIPS Sensor
Using Raspberry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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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의 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이라는 순기능은 보안 위협이 발생하
면 심각한 네트워크 자원 가용성의 침해와 더불어 중요한 기업 정보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무선
AP(Access Point)를 통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다양한 보안 공격과 이로 이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공격에 대항하고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WIPS(Wireless Intrusion
Prevention System)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WIPS 솔루션 도입시 고려해야 할 높은
비용은 개인 또는 소규모 회사에서의 WIPS 솔루션 도입을 방해하는 주요 이슈이다. 본 논문에서는
WIPS 솔루션 도입에 따른 비용 문제를 절감하고 다양한 무선랜 보안 위협들을 차단하기 위한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WIPS 센서 구현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기업 정보를 보호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무선 네트워크, WIPS, 침입탐지, 침입차단

Abstract Wireless networks make the users' work more convenient and efficient, but such networks can impair the availability of network resources and can cause leakage of important corporate
information when there are security threats. In particular, damage has increased because of security
attacks that take advantage of the vulnerabilities created by a wireless AP (Access Point). Public
organizations and companies have gradually selected the WIPS (Wireles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to block wireless security threats and protect the internal network. However, it is very costly for other
organizations and companies to introduce the WIPS solution. This paper proposes implementing a
WIPS Sensor by using Raspberry Pi to reduce these costs and to block the various wireless LAN
security threats. This implementation would protect corporate information and provide consistent
services at a relatively reasonable price.
Keywords: wireless network, WIPS, intrusion detection, intrus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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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선 네트워크와 무선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사용상의
편리성, 이동성, 생산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다른 네트
워크와의 통합 용이성 등으로 인해 무선 네트워크를 이
용한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
다. 특히,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과 BYOD(Bring Your
Own Device) 현상으로 인해 무선 디바이스의 사용 및
이를 활용하여 업무를 보는 사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의 업무 편의
성 및 효율성이라는 순기능은 올바른 네트워크 접근 제
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네트워크 자원 가용
성의 침해와 더불어 중요한 기업 정보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무선 AP(Access Point)를 통한 사용자
단말의 내부 네트워크 연결 시 다양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며 이를 악용한 다양한 보안 공격과 이로 이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1-3].
예를 들어, 기업 내 보안 설정을 누락하거나 보안 정

허용하거나 차단할지 결정한다. 예를 들어, 관리 유형의
데이터가 초당 4개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 시 공격으로
판단(탐지)하고 해당 연결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가지 개발되어 상용화한 WIPS 솔루션의 경우, 예
를 들어 WIPS 센서 경우 약 100만원 가량의 고가의 설
치비용과 유지비용으로 인해 개인 또는 소규모 회사에서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다[4]. 본 논문에서는 저가형 초소
형 컴퓨터로 알려진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하여 WIPS 센
서 구현 방안을 제안하고 대표적인 무선 보안 위협들에
대한 탐지 및 차단 기능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WIPS 센
서 성능 검증을 위해 사용된 잘 알려진 무선랜 공격 유
형과 WIPS 센서의 공격 탐지 및 차단 기능에 대해 기
술한다. 3장에서는 3가지 WIPS 센서 구현 형태의 특징
에 대해 살펴보고, 4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상세한 구현 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5장에서는
실험을 통한 성능 분석,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짓는다.

책에 위반되는 보안 설정으로 인해 보안 위협에 노출된
AP(Access Point)가 존재하는 경우 인가되지 않은 사용
자가 기업 내부 네트워크에 침입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공격자가 인가된 AP의 MAC 주소(Media Access
Control Address)와 SSID(Service Set Identifier)를 갖
는 패킷을 생성하여 무선 통신을 방해하는 AP MAC 위
장(AP MAC Spoofing)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

2. 배경 지식
2.1 무선랜 보안 위협
일반적으로 WIPS는 불법 AP(Rogue AP), 비인증 결
합(Unauthorized Association), 임시 연결(Ad hoc Connection) 등의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5,6]. 본 논문에서 WIPS 센서의 성능 측정을

공격이 성공할 경우 기업 내부 기밀 정보의 유출과 업무

위해 사용한 무선랜 상의 주요 보안 위협을 피해 상황

서비스의 중단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7,8].

이러한 무선 AP를 이용한 다양한 공격에 대항하고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접속 단말에 대한 보안 취
약성 관리와 더불어 기업 내부 망에 대한 침입 탐지 및

∙정보(내부 자료, 계정 정보 등) 유출
- 불법 AP(Rogue AP): 기업의 허가 없이 임의로
또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설치한 AP

차단을 통한 인가되지 않은 접근 혹은 인가된 사용자의

- 잘못 설정된 AP(Mis-configured AP): 보안 설정을

비정상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의 도입

누락하거나 보안 정책에 위반되는 보안 설정으로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들어 대다수의 기업과 공

인해 보안 위협에 노출된 AP

공기관들은 무선 보안 솔루션인 WIPS(Wireless Intrusion Prevnetion System) 솔루션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WIPS 솔루션은 서버 제품과 센서 제품으로 구성되며
서버의 경우 허용된 단말에 대한 리스트인 화이트리스
트(화이트리스트) 관리 등 WIPS 센서의 차단 정책 및
운영을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WIPS 센서의 경우
실제로 무선 AP를 통해 접근하는 인가된 혹은 비인가
된 접속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
WIPS 센서는 IEEE 802.11 상에서 사용되는 2.4Ghz
(802.11b/g), 5.0Ghz(802.11a) 대역의 채널을 동시에 탐

- 잘못 결합된 클라이언트(Client Mis-Association):
인가된 클라이언트가 비인가 AP에 접속한 상황.
- 비인증 결합(Unauthorized Association): 비인가
클라이언트가 인가된 AP에 접속한 상황- Honeypot AP: 내부 네트워크의 AP와 동일한
SSID를 갖도록 구성된 AP
- AP MAC 위장(AP MAC Spoofing): 공격자가
인가된 AP의 MAC 주소와 SSID를 갖는 패킷을
생성하여 무선 상의 통신을 방해하는 상황
∙네트워크 서비스 장애

색하여 802.11 MAC 프레임을 수집한다. 다음으로, 수

- 임시 연결(Ad hoc Connection): Peer-to-peer

집된 데이터의 제어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Frame

연결을 통해 직접 접속한 단말을 경유하여 내부 네

Control 필드 내 Type과 Subtype을 분석하여 연결을

트워크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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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거부 공격(DoS Attack): 대량의 데이터

및 (3) 독립적 WIPS 센서 형태로 구분 가능하다. 이 중,

를 인가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여 인가된 클라이

(1) AP와 결합된 공용 WIPS 센서의 경우 AP가 네트

언트의 정상적인 통신을 방해하는 비인증 홍수 공격

워크 연결 기능과 WIPS 기능을 번갈아 수행하므로 보

(De authentication flooding attack), AP에 과부

안 위협을 탐지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으며 연결 지연 문

하를 주는 결합 요청 홍수 공격(Association Request

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잘 사용되지 않는다. 본 단락에서

flooding attack),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과부하를

는 (2) AP와 결합된 전용 WIPS 센서 및 (3) 독립적 WIPS

주는 결합 응답 홍수 공격(Association Response

센서 형태로 개발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WIPS 센서

flooding attack) 등으로 구성[9,10].

의 장단점을 보안 위협 탐지 범위(attack discovery) 및

2.2 WIPS 센서를 이용한 공격 탐지 및 차단 원리

가격(price) 측면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다[12].

WIPS 센서는 일반적으로 그림 1에서 기술된 바와 같

현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WIPS 센서는 단락 2.1에

이 다음 세가지 절차를 거쳐 무선랜 상의 보안 위협을

서 언급된 다양한 보안 위협 중 가장 기본적인 보안 위

탐지하고 차단한다: (1)무선 패킷 캡처, (2)보안 위협 탐

협인 불법 AP(Rogue AP), 비인증 고객 디바이스(un-

지 및 (3)차단[11].

authorized client devices) 및 비인증 임시 네트워크
(unauthorized ad hoc networks)을 탐지하도록 설계되
었다. 또한 Zebra Technologies AirDefense와 같은 일
부 WIPS 제품의 경우는 DoS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
는 것이 가능하며, Cisco Adaptive Wireless IPS와 HP
Mobility Security IDS/IPS 제품의 경우는 단락 2.1에
서 언급한 모든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그림 1 WIPS 센서를 이용한 무선 위협 탐지 및 차단 절차
Fig. 1 Wireless threat detection and prevention using
WIPS sensor

상용화 제품의 경우 (2) AP와 결합된 전용 WIPS 센서
혹은 (3) 전용 WIPS 센서 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서
버와 연동해야 하므로 개인 사용자 및 소규모 회사에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

(1)무선 패킷 캡처 단계에서 libpcap과 tcpdump와 같

WIPS 제품의 가격은 서버와의 연동 유무 및 구현 방

은 패킷 캡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무선 상의 802.11

식에 따라 달라진다. 소프트웨어 모듈로 구현되어 AP에

mac 패킷을 캡처한다. 이를 위해서 모니터 모드(monitor

설치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Aruba RFProtect의 경우는

mode)가 지원되는 무선 랜카드가 필요하다. (2)보안 위

하드웨어 모듈로 개발된 일부 제품에 비해 낮은 가격으

협 탐지 단계에서는 캡처한 패킷의 내용을 분석하여 상

로 사용자 및 소규모 회사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 하지

기 2.1에서 언급한 위협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 상용화된 WIPS 제품들은 서버 및 WIPS 센서를 구

해당 패킷에서 위협 탐지 시, (3)차단 단계에서 센서는

입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드는 단점을 갖

위협이 발생한 기기와 AP로 비인증 이유 코드(De-

고 있다. 제안한 WIPS 센서는 범용 라즈베리 파이 보

Authentication Reason code)를 보내 자체적으로 세션

드를 사용하여 개발함으로써, 관리 대상 네트워크의 운

을 종료하도록 유도한다.

영 정책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무선 안테나와 무선 랜

하지만 이러한 WIPS 센서는 설치 및 관리에 있어 비
용적인 문제가 있다. 실제로 현재 상용화 중인 센서의
경우에는 하나 당 약 1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설치

카드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 및 운영비용을 최소
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3.1 기존의 저비용 WIPS 개발 사례

시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된다. 또한 WIPS 서버와

기존에 저비용으로 WIPS를 구현한 사례는 다음과 같

센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유지비용은 연간 설치비

다. 센서(Sensor)와 서버(Server)를 하나의 컴퓨터를 사

용의 12%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개인

용하여 구현 하였으며 센서(Sensor)에서 패킷을 수집한

사용자 및 소규모 회사에서는 WIPS 솔루션을 도입하기

후 서버(Server)에서 패킷을 분석하여 불법 AP(Rogue

힘든 상황이다[4].

AP), 잘못 설정된 AP(Mis-configured AP), 잘못 결합
된 클라이언트(Client Mis-Association), 임시 연결(Ad

3. 관련 연구

hoc Connection), AP MAC 위장(AP MAC Spoofing),

WIPS 센서 구현 형태에 따라 크게 (1) AP와 결합된

Honey Pot AP, 서비스 거부 공격(DoS Attack)을 탐지한

공용 WIPS 센서, (2) AP와 결합된 전용 WIPS 센서

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시스템 개발 환경은 표 1과 같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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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행연구의 시스템 개발 환경

WIPS 대안을 제시하였다. WAIDPS(Wireless Auditing

Table 1 System development

Intrusion Detection & Prevention System)은 SYWorks

element

Explanation

Programming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툴로서

OS

Windows 7 Professional

PC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선 랜 인터페이스

Development
environment

-

CPU : Intel Pentium III 800Mhz
Memory : At least 128MB
HDD : 100MB or more free space
Wireless LAN card

Development
language

만 있으면 쉽게 구동할 수 있다.
WAIDPS는 제안 시스템과 달리 AP MAC Spoofing
및 DoS의 공격을 탐지 하지 못하고 또한, 공격 발생 시
탐지 정보를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은 탑

C#

재하였지만 대응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격 받고

선행연구와 제안 시스템을 비교해보자면 선행 연구는

있음을 탐지하더라도 네트워크 탐지자가 직접 적절한

센서(Sensor)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제안시스템과

대처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제안시스템과 WAIDPS

달리 서버(Server)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쉬

의 비교 내용은 표 2에서 기술한다.

보드 화면을 통해 패킷 분석정보를 손쉽게 확인 가능하

4. 제안하는 시스템

다는 장점이 있고 제안시스템은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하
여 개발한 WIPS 센서(Sensor)에서 패킷 수집 및 분석

본 단락에서는 확장성이 뛰어난 범용 개발 보드인 라

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행연구에 비해 더욱 저비

즈베리파이를 이용하여 단락 2.1에서 언급한 무선 보안

용으로 WIPS 환경 도입이 가능하며 라즈베리파이의 크

위협들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WIPS 센서 구현 방

기를 활용하여 다수의 센서(Sensor)를 협소한 공간에

안에 대해 기술한다. 제안하는 WIPS 센서는 화이트리

설치할 수 있고 점과 추가적으로 비인증 결합(Unau-

스트를 사용하여 인가된 AP와 디바이스의 항목을 관리

thorized Association)을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유지한다. 3.2절에서 기술하는 공격 탐지 알고리즘에 대

한다.

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을 표 3에

3.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WIPS 개발 사례

서 기술한다.

기존의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를 사용한 WIPS 개발

4.1 시스템 구성 요소

사례는 다음과 같다. [14]는 WIDS 오픈 소스 툴인
WAIDPS를 사용하여 소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한 상용

시스템 구성 형태는 그림 2와 같으며, 시스템 구성 요
소는 다음과 같다.

표 2 제안시스템과 WAIDPS[14]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proposed system and WAIDPS[14]
Attack Type

Proposed System

WAIDPS

Detection

Prevention

Detection

Prevention

Rogue AP

○

○

○

×

Mis-configured

○

○

○

×

Client Mis Association

○

○

○

×

Unauthorized Association

○

○

○

×

Ad-Hoc

○

○

×

×

Honeypot AP

○

○

○

×

AP MAC Spoofing

○

○

×

×

DoS

○

○

×

×

표 3 용어 설명
Table 3 Terminology
element

Explanation

DSAP (Destination Service
Access Point)

The individual or group address for the address into the upper layers of the network
protocol stack.

SSAP (Source Service
Access Point)

The individual address for access into the upper layers of the network protocol stack.

SNAP (Sub-Network
Access Protocol)

Extension of the IEEE 802.2 Logical Link Control (LLC) to distinguish much more
protocols of the higher layer than using of the 8-bit Service Access Point fields
(LSAP) present in the IEEE 802.2 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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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디바이스 화이트리스트 구성 요소
Table 4 Components of device whitelist
element

Explanation

MAC

Physical address

SSID_length

SSID length of Dev

SSID

SSID of Dev

표 5 AP 화이트리스트 구성 요소
Table 5 Components of AP whitelist
element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Fig. 2 System configuration

∙하드웨어
- 무선 안테나 : RT5370 USB Wi-Fi Adapter
- 유선 랜 : 외부 유선망과 연결(100Mbps)
- 전원 : 5V-2000mA
- 보드 : Raspberry Pi-2
∙소프트웨어

Explanation

MAC

Physical address

SSID_length

SSID length of AP

SSID

SSID of AP

security policy

The security policy that a is using

Sequence_number

latest Sequence_number of AP

management_count

Number of management packet per
second

Connect_Dev_MAC[]

mac address of Dev connected to
AP

- 운영체제 : RASPBIAN jessie 2015-11-21 (kernel
4.1.7+)
- 패킷 캡처 라이브러리 : Libpcap v1.5.3
4.2 채널 변경 및 패킷 스니핑

표 6 공격별 분석 필드
Table 6 Analysis field
Attack Type

제안 시스템은 모니터링시 전체 채널을 탐지하기 위
하여 채널 스위칭을 수행한다. 채널 스위칭은 1초 간격

DSAP
Rogue AP

sender_address

탐지 시 1초 동안의 관리 패킷의 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Privacy
Mis-configured AP

Client Mis-association

4.2.2 채널 스캐닝 및 패킷 스니핑
제안 시스템은 리눅스의 네트워크 트래픽 포착용 API

Unauthorized Association

로 널리 알려진 libpca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현재 설
정된 채널을 스캐닝하고 패킷을 캡쳐한다. 패킷 캡쳐 시

sender_address
reciver_address
sender_address
ESS
IBSS
frame_control

지 않은 상태로 무선상에 전송되기 때문에 손쉽게 패킷
Honeypot AP

SSID
sender_address

4.3 공격 탐지 방안

frame_control

4.3.1 화이트리스트 구성
화이트리스트는 관리자로부터 보안성을 인증 받은

reciver_address

frame_control
Ad hoc Connection

공격 탐지에 필요한 802.11 MAC 프레임은 암호화 되
의 해당 필드들을 스니핑할 수 있다.

RSN Information
WPA Information

기 위함이다. 채널 변경은 “iwconfig” 명령어를 코드 상
에서 실행하여 수행한다.

SSAP
frame_body

으로 수행된다. 그 이유는 서비스 거부 공격(DoS Attack)
1초 동안 동일 채널에서 생성되는 패킷을 모두 캡쳐하

Analysis Field
frame_control

4.2.1 채널 변경

AP MAC Spoofing

SSID
sender_address

AP와 기기들의 항목들로 유지된다. 화이트리스트는 AP

sequence_number

화이트리스트, Dev 화이트리스트 형태로 관리되며, 화이

frame_control_type

트리스트의 관리 대상 항목을 표 4와 5에서 기술한다.

DoS Attack

reciver_address

4.3.2 무선 위협 별 분석 802.11 field
공격탐지는 공격 종류에 따라 802.11 MAC 프레임의
필요한 필드를 분석하여 수행한다. 공격 종류별 사용되
는 분석 필드는 표 6과 같다.

4.3.3 불법 AP(Rogue AP) attack detection
알고리즘 1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불법 AP(Rogue
AP)는 ARP 패킷의 특성을 이용하여 탐지한다. 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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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은 AP가 유선상의 정보를 무선 네트워크로 forward
해주는 특성이 있다. ARP 패킷을 이용한 불법 AP
(Rogue AP)의 탐지는 다음과 같은 4단계 과정을 거친
다. (1)센서(Sensor)는 ARP 패킷을 유선 네트워크상에
방송(Broadcast) 한다. (2)유선네트워크에 연결된 AP들
은 전달받은 ARP 패킷을 자신에게 연결된 기기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무선 네트워크에 Forward 한다. (3)센
서(Sensor)는 AP들이 Forward한 무선 ARP 패킷을 캡
처하여 AP들의 MAC

주소를 확인한다.

(4)확인한

MAC주소가 AP 화이트리스트 항목에 존재하지 않는

그림 3 잘못 설정된 AP(Mis-configured AP) 탐지 규칙

경우 불법 AP(Rogue AP)로 판단한다. 이 후, 센서는

Fig. 3 Mis-configured AP detection rules

비인증 패킷(De-Authentication packet)을 전송하여 불
법 AP(Rogue AP)와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의 세션을

4.3.5 잘못 결합된 클라이언트(Client Mis-Association)

종료한다.

탐지
알고리즘 2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캡쳐 된 패킷의 출

Algorithm 1. Rogue AP detection

발지 주소와 목적지 주소 field 확인을 통해 인가된 디

불법 AP(Rogue AP) Detection

바이스가 비 인가된 AP와 통신하는 것을 확인하면 잘

input : ieee80211 ieee MAC frame
set check to true;

못 결합된 클라이언트(Client Mis-Association) 발생을

if frame_control is data_type then

이유 코드(De-Authentication Reason code)를 전송하

if DSAP is SNAP and

탐지한다. 이 후, 센서는 해당 디바이스와 AP로 비인증
여 세션을 종료한다.

SSAP is SNAP then
if frame_body is ARP then
for(i = 0 to size of AP_whitelist){
if MAC_sender is
AP_whitelist[i]->MAC then
set check to false;

Algorithm 2. Client mis-association detection
detect_ClientMisAssociation
input : ieee80211 ieee MAC frame
set Dev_check to false;
set AP_check to false;

}
if check then
deauth_packet_send(
MAC_sender, Broadcast);

if MAC_reciver is Broadcast then
else
for(i = 0 to size of Dev_Whitelist){
if MAC_sender is Dev_Whitelist[i]
->MAC then

4.3.4 잘못 설정된 AP(Mis-configured AP) 공격 탐지

set Dev_check to true;

잘못 설정된 AP(Mis-configured AP) 공격은 비콘

for(j = 0 to size of AP_Whitelist){

패킷의 내부 프레임 값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AP의 보

if MAC_reciver is AP_Whitelist[j]

안정책 판단은 아래 그림 3과 같은 결정트리 형식 판단

->MAC then

을 통해 결정한다. 먼저, (1)Capebility 정보의 privacy

set AP_check to true;

비트를 확인하여 0이면 보안정책이 설정되지 않은 OPEN
}

AP로 판단한다. 다음으로, (2)privacy 비트가 1이고 가
변필드에 WPA2에서 필수 요소로 사용하는 AES-CCMP

}

의 RSN 정보가 존재한다면 WPA2 보안정책을 사용하

if Dev_check is true and AP_check is false then

는 AP로 판단한다. 또한, (3)가변 필드에 WPA 정보

deauth_packet_send(MAC_sender, MAC_reciver);

요소가 존재한다면 WPA 보안정책을 사용하는 AP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WEP 보안정책을 사용하는
AP로 판단한다. 이 후, 관리자가 선정한 보안정책을 사
용하지 않는 AP 탐지 시 알람 메시지를 발생한다.

4.3.6 비인증 결합(Unauthorized Association) 공격 탐지
알고리즘 3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잘못 결합된 클라
이언트(Client Mis-Association)와 유사하게 캡처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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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에서 출발지 주소와 목적지 주소 field를 확인하여 인

4.3.8 Honeypot AP 공격 탐지

가된 AP와 비 인가된 디바이스가 통신하는 것을 확인

알고리즘 5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Honeypot AP는

하면 비인증 결합(Unauthorized Association)로 탐지한

비콘 패킷의 frame 총 2단계에 거쳐 확인하여 판단한

다. 이 후, 센서는 해당 AP와 디바이스로 비인증 이유

다. 먼저, 캡처한 패킷의 SSID와 일치하는 화이트리스

코드(De-Authentication Reason code)를 전송하여 세

트상의 AP의 SSID가 있는지 확인한다. 동일한 SSID가

션을 종료한다.

존재하는 경우, 캡처한 패킷의 BSS ID와 해당 AP의
mac 주소를 비교한다. 캡처한 패킷의 BSSID와 AP의

Algorithm 3. Unauthorized association detection

mac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때 Honeypot AP attack이

detect_UnauthorizedAssociation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 센서는 Honeypot AP와 연결되

input : ieee80211 ieee MAC frame

어있던 모든 디바이스에 비인증 패킷(De-Authentica-

set Dev_check to false;

tion packet)을 전송하여 세션을 종료한다.

set AP_check to false;
Algorithm 5. Honeypot AP detection
if MAC_reciver is Broadcast then
else
for(i = 0 to size of AP_Whitelist){
if MAC_sender is AP_Whitelist[i]->MAC

detect_HoneypotAP
input : ieee80211 ieee MAC frame
if frame_control is beacon then
for(i = 0 to size of AP_whitelist){

then

for(j = 0 to AP_whitelist[i].SSID_length){

set AP_check to true;

if SSID[j] is AP_whitelist[i]->SSID[j]

for(j = 0 to size of Dev_Whitelist){

then

if MAC_reciver is Dev_Whitelist[j]

if MAC_sender is not AP_whitelist[i]->MAC

->MAC then

then

set Dev_check to true;

deauth_packet_send(MAC_sender,

}

MAC_reciver);

}

}

if AP_check is true and Dev_check is false

}

then
deauth_packet_send(MAC_sender, MAC_reciver);
4.3.7 임시 연결(Ad hoc Connection) 공격 탐지
알고리즘 4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Transmitter가 STA
이고, transmitter가 IBSS에 속하는 패킷이 탐지된다면
임시 연결(임시 연결(Ad hoc Connection)) 상태로 판
단한다. 즉, 비콘 및 프로브 응답 패킷의 능력 정보 중
ESS bit가 0이고 IBSS bit가 1인 경우 임시 연결(임시
연결(Ad hoc Connection))으로 판단하고 센서(Sensor)
는 해당 기기들에게 비인증 이유 코드(De-Authentication Reason code)를 전송하여 세션을 종료한다.

4.3.9 AP MAC 위장(AP MAC Spoofing) 공격 탐지
알고리즘 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AP MAC 위장
(AP MAC Spoofing) 공격은 AP에서 보내는 패킷의
순차 번호(Sequence number)가 1씩 순차적으로 증가한
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탐지한다. Honeypot AP 공격과
마찬가지로, 캡처한 패킷의 SSID와 일치하는 화이트리
스트상의 AP의 SSID가 있는지 확인한다. 동일한 SSID
가 존재하는 경우, 캡처된 패킷의 BSS ID와 해당 AP
의 mac 주소를 비교한다. 위의 두 항목이 모두 일치한
다면 화이트리스트에 저장되어있는 AP의 순차 번호
(Sequence number)와 캡처한 패킷의 순차 번호(Se-

Algorithm 4. Ad hoc connection detection

quence number)를 비교한다. 순차 번호(Sequence num-

detect_adhoc
input : ieee80211 ieee MAC frame
if frame_control is probe_response or beacon

ber)가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화이트리스트의 순차

then

불법 AP(Rogue AP)와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에 비인증

if ESS is false and IBSS is true then
deauth_packet_send(MAC_sender, MAC_reciver);

번호(Sequence number)를 업데이트 하고, 순차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MAC 위장 공격으로 판단한다. 센서는
패킷(De-Authentication packet)을 전송하여 세션을 종
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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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6. AP MAC spoofing detection

Connect_Dev_MAC[j] then

detect_MacSpoofing

set Dev_MAC_check to true;

input : ieee80211 ieee MAC frame

break;

if frame_control is beacon then

}

for(i = 0 to size of AP_whitelist){

if Dev_MAC_check is flase then

for(j = 0 to AP_whitelist[i].SSID_length){
if SSID[j] is AP_whitelist[i]->SSID[j]

Add MAC_sender to AP_whitelist[i].
Connect_Dev_MAC;

then

}

if MAC_sender is AP_whitelist[i]->MAC
then
if sequence_number is
(AP_whitelist[i]->sequence_number)+1
then
set AP_whitelist[i]->sequence_number++;
else
deauth_packet_send

Algorithm 8. DoS attack detection
detect_DoS
input : ieee80211 ieee MAC frame
sleep(1);
for(i = 0 to size of AP_whitelist){
if AP_whitelist[i]->management_count is

(MAC_sender, MAC_reciver);

greater than 5 then

}

for(j = 0 to size of

}

AP_whitelist[i].Connect_Dev_MAC){
CTS_packet_send(AP_whitelist[i].

4.3.10 서비스 거부 공격(DoS Attack) 탐지

Connect_Dev_MAC[j]);

서비스 거부 공격(DoS Attack)은 화이트리스트에 속

}

해있는 각 AP와 디바이스가 초당 수신하는 관리 패킷
의 개수를 확인하여 탐지한다. 탐지과정은 알고리즘 7에
서 기술된 바와 같이 DoS 탐지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
하는 과정과 알고리즘 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1초에

set AP_whitelist[i]->management_count to 0;
}

한번 씩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DoS 공격을 탐지하
는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해당 AP가 초당 5개 이상의

4.3.11 탐지 결과 분석

관리 패킷을 수신한다면 서비스 거부 공격(DoS Attack)

앞에서 설명한 무선 랜 공격 차단을 위한 보안 위협

으로 판단한다. 이후 센서는 공격을 받고 있는 AP에 연

탐지 방법에 따른 탐지 결과와 분석 내용은 표 7에서

결된 디바이스들에게 CTS 패킷을 전송하여 AP의 서비

기술한다.

스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Algorithm 7. DoS data collection

5. 실험 및 성능분석
5.1 실험 환경 및 방법
실험은 쉴드룸 환경에서 3개의 인증 AP와 1개의 공

collect_DoS_data
input : ieee80211 ieee MAC frame

격 AP 그리고 3개의 인증 디바이스와 1개의 비인증 디

set Dev_MAC_check to false;

바이스, 1개의 ad-hoc attack AP, 마지막으로 1개의
WIPS 센서를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각 기기들의 배치

if frame_control_type is management then
for(i = 0 to size of AP_whitelist){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실험 방법은 각 공격 종류별 임
의의 채널을 사용하여 공격을 진행하고 공격 시작 시간

if MAC_reciver is AP_whitelist[i] ->MAC

부터 WIPS의 탐지 시간 및 차단시간까지의 시간차와

then

탐지거리를 총 20번 씩 수행하여 측정한다.

(AP_whitelist[i]->management_count)++;

5.2 성능 분석 및 비교

for(j = 0 to size of AP_whitelist[i].

실험을 통한 성능 분석은 탐지시간, 차단시간, 탐지거

Connect_Dev_MAC){
if MAC_sender is AP_whitelist[i].

리 기준으로 진행한다. 먼저 제안한 시스템의 각 공격별
탐지성능을 측정한 후 기존의 상용 WIPS 제품과의 비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전용 WIPS 센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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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공격 유형 별 탐지 결과
Table 7 Detection results by attack type
Attack Type

Detection Result

Explanation

Rogue AP

Output the mac address of the detected Rogue AP

Mis
configured

When detecting an attack, the security policy specified by
the current Sensor and the mac address of the AP not
comply to the security policy and the security policy to be
used are output.

Client Mis
Association

When detecting an attack, the mac address of the
unauthenticated device connected to the authenticated AP
is output

Unauthorized
Association

When detecting an attack, it outputs the mac address of
the device directly connected to each other.
When detecting an attack, it outputs the mac address of the
unauthenticated device connected with the authenticated AP.

Ad-Hoc

When detecting an attack, it outputs the forged SSID, the
mac address of the authentication AP, and the mac
address of the honeypot AP.

Honeypot AP

When detecting an attack, the mac 주소 of the
authenticated AP, the current 순Sequence number and
Sequence number of the captured packet are output.

AP MAC
Spoofing

It outputs the mac address of the authenticated AP that
was attacked when an attack was detected and the number
of captured Management packets for 1 second.

DoS

표 8 공격 유형 별 성능
Table 8 Performance by attack type
Attack Type

detection
time(sec)

block
time(sec)
105

Rogue AP

120

Mis-configured AP

30

40

Client Mis-association

20

27

Unauthorized Association

20

27

Ad hoc Connection

27

32

Honeypot AP

20

27

그림 4 실험 환경

AP MAC Spoofing

180

190

Fig. 4 Experimental setup

DoS Attack

330

540

교를 통해 성능을 분석한다. 비교에 사용되는 시간 값은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평균 3분 정도의 시간이

실험으로 측정된 시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균값을

탐지 시간이 걸리고 평균 2분정도의 탐지 및 차단시간

사용한다.

이 걸린다. 그리고 AP MAC 위장(AP MAC Spoofing)

5.2.1 성능 분석

의 경우에도 Sequence number가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제안시스템의 공격 유형별 탐지 시간 및 차단 시간은

지를 확인 할 때 중간에 캡쳐되지 못하고 누락된 패킷

표 8에서 기술한다. 비교적 탐지가 쉬운 공격인 잘못 설

이 있다면 공격으로 판단을 하여 오탐율이 높아 탐지

정된 AP(Mis-configured AP), 잘못 결합된 클라이언

및 차단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한 서비스 거부공격

트(Client Mis-Association), 비인증 결합(Unauthorized

(DoS Attack)의 경우에도 1초 동안의 관리 패킷의 수

Association), Honeypot AP, 임시 연결(Ad hoc Con-

를 확인 하여 공격을 탐지하기 때문에 공격이 이루어지

nection)은 평균 25초의 시간안에 탐지가 가능하고 평균

고 있는 채널이 아닌 타 채널을 스캐닝하고 있는 과정

32초의 시간안에 차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 AP(Rogue

에서 DoS 공격이 발생한다면 탐지를 할 수 없어 탐지

AP)는 센서가 유선상으로 ARP 패킷을 보내는 시간이

시간이 평균 5분 30초로 오래 걸리고 차단시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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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WIPS 성능 비교
Table 9 WIPS performance comparison
Classification

detection
time(sec)

block
time(sec)

detection
distance

Company
WIPS A

20

45

50m

Company
WIPS B

150

165

25m

Proposed
System

90

110

15m

[2]

[3]

[4]

CTS 메시지를 공격받고 있는 AP와 연결된 모든 디바
이스들에게 전송하여 정상화를 시켜야하기 때문에 평균
9분으로 오래 걸렸다.
5.2.2 성능 비교

[5]
[6]

상용 WIPS 제품을 판매하는 A, B사의 제품과 제안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성능비교 결과는 표 9에
기술하였다. 쉴드룸 환경에서 A사의 경우에는 탐지시간
20초, 차단시간 45초, 탐지 거리 45m이며 B사의 경우
탐지시간 2분 30초, 차단시간 2분 35초, 탐지거리 25m

[7]

이다[15]. 제안된 시스템은 탐지 시간 90초, 105초, 탐지
거리 15m로 A사 제품 보다는 낮고 B사 제품보다는 높
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저가의 안테나를 사용하
는 만큼 탐지 거리가 A, B사 모두보다 떨어지는 성능을

[8]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소기업과
같은 소규모의 공간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6. 결 론

[9]

본 논문에서는 저가형 초소형 컴퓨터로 알려진 라즈베
리파이를 이용한 WIPS 센서 구현 방안에 대해 기술하

[10]

였다. 이를 이용하여 대표적인 무선 보안 위협들에 대한
탐지 및 차단 기능을 구현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범
용 개발 보드인 라즈베리파이를 사용하여 WIPS 센서를
구현함으로써 구현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자가 자유롭게

[11]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험 결
과에 따르면, 상용 WIPS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탐지시
간 및 차단시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탐지 거리 면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 또는

[12]

소규모 회사와 같은 소규모의 공간에서 발생 가능한 주
요 보안 위협 해소 방안으로 적용 가능 할 것으로 예상
된다. 향후, 성능이 좋은 안테나로의 변경과 WIPS 센서
(Sensor)와 연동하는 서버 구현 및 서버에 동적으로 화

[13]

이트리스트를 업데이트 하는 기능을 탑재하여 대규모 네
트워크에도 적용가능도록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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