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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EEE 802.11 무선랜환경에서 데이터 전송은송신노드가 Data 프레임을전송하고 수신노드는 Acknowledgment (ACK)을 전송함으로써

이뤄진다. ACK 프레임 재밍 공격은 수신 노드가 ACK 프레임을 전송하는 시점에 공격자가 방해 ACK 프레임을 전송하여 수신 노드에

서 ACK 프레임 충돌을 발생시킨다. 이때 송신노드는 수신노드가 자신이 전송한 프레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전송실패로 인지하게

되며, Backoff 과정 후에 재전송을 시도하게 되어 전송 속도가 더 저하된다. 본 논문은 Software-Defined Radio 장비로 ACK 프레임

재밍 실험환경을 구축하고 ACK 프레임 공격에 따른 데이터 쓰루풋 감소를 측정하여 공격의 성능을 평가한다.

Ⅰ. 서 론

무선 통신은공유된매체에 다수의 무선단말이접근하는 방식으로 다양

한 편리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사용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많

은 무선 통신 표준 중에서도, IEEE 802.11은 높은 성능 및 경제성을 보장

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이다. 그러나 무선 네트워크 환경은

열린 채널 특성으로 인해 주변의 다른 무선기기 신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IEEE 802.11 환경에서 기기의 통신을

방해하고 서비스를 중단시키기 위해 무선 환경의 열린 채널 특성을 노린

재밍 공격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무선 환경에서 재밍 공격은 강력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수신노

드에서의신호 충돌을발생시키는것이일반적이다 [1]. IEEE 802.11 무선

랜 환경에서 강력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공격은 쉽게 탐지 될

수 있으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공격이다. [2]에

서는 보다 효율적인 공격을 위해 ACK 프레임 재밍을 제안하였다. ACK

프레임 재밍은 IEEE 802.11 무선랜환경에서 Data 프레임을 보낸 전송노

드가 Short Interframe Space (SIFS) 시간 내에 송신한

Acknowledgement (ACK) 프레임을 수신해야 Data 프레임을성공적으로

전송했다고 판단하는 점을 이용한다. ACK 프레임 재밍은 수신 노드로부

터의 ACK 프레임을공격하여전송노드의 ACK 프레임수신 실패를 유도

한다. 이로 인해전송노드가이미성공적으로전송된 Data 프레임을재전

송하게되고 채널자원을낭비하게하는 효과를낸다 [2]. ACK 프레임재

밍은 Data 프레임에 비하여 길이가 짧은 ACK 프레임을 대상으로 재밍

공격을 가하기때문에 Data 프레임을직접 방해하는재밍 공격보다긴 방

해 신호를 전송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같은 채널에

존재하는 다른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특정 Medium Access Control

(MAC) 주소를가지는공격대상한테만선택적공격을가할수있다는장

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ACK 재밍공격의장점을유지하면서동시에 ACK 재

밍 탐지를 보다 어렵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Cyclic Redundancy Check

(CRC)가 변조된 ACK 재밍 공격을 제안한다. ACK 재밍 공격 성능 검증

을위해서, IEEE 802.11 프로토콜을따르는 Access Point (AP), 클라이언

트스테이션, 공격 노드로구성된 Software-Defined Radio (SDR) 기반의

ACK 프레임재밍공격환경을구성하고데이터전송노드와데이터수신

노드의 쓰루풋을 측정하여 ACK 재밍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Ⅱ. 본론

2.1 IEEE 802.11에서의 ACK 재밍 공격

IEEE 802.11 무선랜환경에서 ACK 재밍공격은방해신호를 ACK 프레

임과 충돌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수신 노드와 주변 노드들이 ACK

프레임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강한 신호세기의 잡음이 수신될 경우 재밍

공격을 의심할 수 있다. 따라서 ACK 재밍 공격에서는 ACK 프레임의 형

태로 방해 신호를 생성함으로써재밍 공격의 의심을 피할 수 있다 [3]. 하

지만 방해 신호가 기대하는 ACK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재밍 공격의 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방해신호로정상적인 ACK 프레임에서 CRC의 일부를변

경하여전송하는 ACK 재밍공격 기법을제안한다. 이는 통신 시스템에서

채널에존재하는잡음등으로 인한 데이터오류검출을 위해 사용되는 프

로토콜인 CRC를 역이용한다. 제안하는 공격 기법에서는 정상적인 ACK

프레임에서 CRC의 일부만을 변경하기 때문에 재밍 공격으로 인한 CRC

오류를재밍공격이 아닌 채널 상황으로 인한 수신 오류로 오판하여 재밍

공격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를 통해 ACK 재밍 공격의 탐지를

보다 어렵게 함과 동시에 데이터 전송노드의 ACK 프레임 수신을 방해할

수 있는 스마트한 재밍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 WARP 보드로 구현한 ACK 재밍 공격 테스트베드

그림 1. ACK 재밍 공격 타임라인

그림 3. ACK 재밍 공격에 따른 데이터 쓰루풋 변화

2.2 ACK 재밍 공격 타임라인

본 논문에서의 재밍 공격의 타임라인은 그림 1 과 같다. 먼저 Station이

AP에게 전송하는 Data 프레임을 Attacker와 AP가 수신 완료한다. Data

프레임을 수신 완료하면 SIFS 시간 내에 Attacker와 AP는 같은 채널에

ACK 프레임을 전송한다. 이 때 Attacker가 발생시키는 ACK 프레임

(JACK)은 CRC가 변조된프레임이다. Data 프레임전송 후 ACK 프레임

을수신대기하고있는 Station에서 ACK 프레임과 JACK은 충돌하게되

어 Station은 손상된 프레임을 수신하게 된다. 이에 Station은 Data 프레

임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같은 Data 프레임을

Backoff 후에 재전송한다. Attacker의 ACK 프레임과 AP의 ACK 프레임

이 동시에 발생되지 않아 충돌이 발생되지 않은경우에 Station은 CRC가

변조된 JACK을 수신하거나 ACK을 수신한다. JACK을 수신하면 Station

은 ACK 프레임에서 CRC 오류가발생되었다고 판단하여 정상적인 ACK

프레임을 받기 위해 Data 프레임을 재전송한다.

Ⅲ. 테스트베드 구현 및 실험결과

3.1 실험 환경

본 논문은 IEEE 802.11 환경에서 ACK 재밍 공격 실험을 구현하기 위해

SDR 기반 Wireless Open-Access Research Platform (WARP) 보드 v3

세 개를 이용해 그림 2 와 같은 실험환경을 구성한다 [4]. 세 개의 보드

중 두개를 Station으로 지정하여 하나는 Attacker 역할을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하나는 AP로설정하였다. Station이 AP로 향하는 무선 데이터프

레임을 발생시키기 위해 Station과 같은 이더넷 IP 대역으로 설정한 컴퓨

터에서WARP 보드로이더넷 프레임을 전송하였다. Station, Attacker 그

리고 AP 각각의안테나거리 D를 1m 50cm 간격으로배치하였고각노드

의 전송 신호세기는 15 dBm 으로 설정하였다. 컴퓨터에서 Station과 AP

사이의무선프레임데이터전송속도를여섯단계로변화시키며 ACK 공

격에 따른 Station의 데이터 쓰루풋을 측정하였다.

3.2 실험 결과

실험결과 그림 3 에서 ACK 재밍 공격(JACK)이 없을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질수록 처리량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

면 ACK 재밍 공격이 가해지는 경우 Station은 ACK 재밍 공격으로 인해

ACK 프레임을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하여 처리량이 거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Attacker가 발생시키는 CRC가 변조된

ACK 재밍을 통해 데이터 전송노드의 쓰루풋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1 환경에서 ACK 프레임 재밍 기법을 제안하

고, SDR 장비를 이용하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데이터 쓰루풋을 측정

하여 ACK 프레임 재밍 공격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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