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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Text
Rogue wireless hardware is easy to introduce. Wireless access points are relatively
inexpensive and easily deployed. A well-intentioned team of consultants working in a
conference room might install a wireless access point in order to share a single wire port
in the room. A malicious hacker can sit in a cafeteria with a wireless-enabled laptop
scanning for unencrypted or WEP-encrypted traffic. In both cases, unacceptable risks are
introduced. Regardless of whether there is malicious intent, the introduction of rogue
hardware can compromise the confidentiality and integrity of network traffic. Rogue
wireless devices can be detected by physically examining installations (known as “war
driving”), using radio frequency (RF) scanners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wireless
devices, or by using systems designed to analyze network traffic for unauthorized
devices.

Korean
불량 무선 하드웨어는 도입이 용이하다. 무선 액세스 포인트는 비교적 저렴하며
쉽게 배치할 수 있다. 의기 투합해서 회의실에서 함께 일하는 컨설턴트 그룹이
회의실 내에 하나밖에 없는 유선 포트를 함께 사용하기 위해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할 수 있다. 무선 통신이 가능한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악의적인
해커가 카페에 앉아 암호화되지 않거나 WEP으로 암호화된 트래픽을 스캐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악의가
있든 없든 불량 하드웨어를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의 기밀성과 무결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량 무선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위치를 RE 스캐너를
이용하거나, 비 인증 기기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설치를 조사할 경우(소위 “워 드라이빙”) 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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