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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무선 통신망을 통한 여러 서비스들에 해 정보의 정확성, 달속도  신뢰성은 서비스 제공에 

요한 요소도 작용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보보호의 인식이 커지면서 보안 용도 요한 요소로 자

리 잡고 있다. 하지만 보안 용 시 속도 지연  서비스 품질 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보안 용에 필수 인 암호 알고리즘 수행 시 내부 으로 소모되는 연산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암호 장치를 추가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보안을 용하 을 때 소

모되는 비용을 암호 알고리즘 벨로 측정  분석하 다. 결과 으로 암호 장치를 추가하여 암호를 수

행했을 때 암호화에 한 소모비용은 데이터 통신에 많은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의 일환으로 수행하 음. [10039140, 스마트 디바이

스용 칩(ARM7/9/11, UICC 등)에 최 화된 암호(ARIA, SEED, KCDSA 등)의 국가 인증 모듈  배포 체계 개발]

1. 서론

   력 지능형 교통망 체계(C-ITS, Cooperative-Intellige

nt Traffic System), 스마트 그리드, 산업 제어 시스템(IC

S, Industrial Control System) 등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

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빠르게 발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에 해서 정보의 정확성, 달속도  신뢰성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해 매우 요한 요소이다. 반면 

데이터의 보안 용은 추가 인 요소로 서비스 제공에 큰 

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근 정보보호에 한 인식

이 커지면서 유·무선 통신망에 한 보안 용도 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서비스 인 라에 한 보안 용을 해서 암

호 알고리즘의 사용은 필수 이다. 한 암호 알고리즘

의 사용으로 데이터의 기 성과 무결성 등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암호 알고리즘은 많은 연산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

에 서비스에 한 속도 지연  품질 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안 기능을 추가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암호 알고리즘의 사용을 통한 소모비

용을 측정하여 서비스에 용하는 것이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에 한 가상의 환경을 구성하여 

보안 용 시 암호 알고리즘 수행과 네트워크 성능에 

한 계를 측정하기 한 실험을 실시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실험에 한 

환경 구성에 해 설명하고, 실험 결과에 해 분석한다. 

3장에서는 결론을 짓고, 향후 연구 과제에 해 말하고 마

무리 짓는다.

2. 보안 용에 한 소모비용 측정 실험 

   본 장에서는 기존에 구축된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서

비스의 구성 요소 변경 없이 통신망의 추가 인 보안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하여 러그인 방식의 구간 암호화 장치

를 용할 경우 처리 비용을 측정하기 한 실험 환경  

방법에 해 설명한다[1]. 기존 서비스의 통신 주체가 되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암호모듈

이 탑재된 E2E(Ethernet-to-Ethernet) 장치와 E2WiFi(Ethe

rnet-to-WiFi) 장치를 러그인 하 다.

2.1 실험 환경

   본 에서는 암호모듈 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측정하

기 한 실험 환경에 해 설명한다. 먼  클라이언트와 서

버 사이에 암호모듈이 탑재된 러그인 방식의 장치를 용

하여 보안 기능을 제공하 다. 통신망의 환경에 따라 유선

망에는 E2E 장치를 용하고, 무선망에는 E2WiFi 장치를 

용한다. 한 보안 기능은 선택 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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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되어 있다. 보안 기능을 해 탑재된 암호모듈은 국내

에서 시행되는 KCMVP(Korea Cryptographic Module 

Validation Program, 한국 암호모듈 검증 로그램) 검증필 

암호모듈 KMULiB v1.0[2]이다. 암호모듈이 탑재된 암호 장

치에 한 상세 명세는 [표 1]과 같다.

E2E(ARM9) E2WiFi(MIPS)

보안 구간 유선 무선

OS
Linux 

AT91SAM9 
2.6.39 

Linux version 
2.6.21

CPU ARM926EJ-S 
rev 5

MIPS 74K 
V4.12

메모리 125940kB 13704 kB

컴 일러

arm-unknown
-linux-ucli
bcgnueabi-
gcc 4.3.5

mipsel-linux-
uclibc-gc
c (GCC) 
3.4.2

암호모듈 KMULiB v1.0 KMULiB v1.0

[표 1] 구간 암호화 장치의 상세 명세

   암호 장치는 입력된 데이터를 응용 계층으로 올리도록 

로그램이 구 되어 있으며, 암호화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암호 장치를 통한 암호화 과정

   클라이언트에서 송된 데이터는 암호 장치를 통

해 응용 계층에서 선택 으로 암호 기능을 수행한 후 

서버 측 암호 장치로 송된다. 이후 서버 측 암호 장

치에서도 응용 계층에서 암호 기능이 선택 으로 수

행되고, 출력된 데이터는 서버로 송된다. 서버가 먼

 데이터를 송하는 경우에도 암호 기능 수행과정

은 동일하다. 한 암호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클

라이언트 측과 서버 측 암호 장치에 암호 수행 기능

을 동일하게 선택해야한다. 보안 기능에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은 KMULiB v1.0에서 제공하는 암호 알고리즘 

 블록 암호 알고리즘는 ARIA를 사용하고, 운 모드는 

CTR, CCM만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수행된다. 실험1은 

암호 장치를 거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바로 데

이터가 송되는 경우로 본 실험에 한 조군으로 이용

된다. 실험 2는 암호 장치를 거치고 바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데이터가 송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암호 장치에

서 입력된 데이터를 응용 계층까지 올리는 로그램을 수

행하지 않는다. 실험3은 암호 장치를 거치고, 암호모듈을 

통한 보안 기능이 수행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데이터가 송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실제 암호 기능을 

수행할 때 소모되는 비용 측정하기 해 사용된다. 실험4

는 암호모듈의 보안기능으로 기 성을 제공하는 운 모드

인 CTR을 사용할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암호모듈의 보안

기능으로 기 성과 무결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운 모드인 

CCM을 사용할 경우이다. 다섯 가지의 실험에 한 네트

워크 성능 측정 실험은 ‘iperf’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iperf’는 네트워크 성능 측정 도구로써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역폭(bandwidth)을 측정한다[3]. 

2.2 실험 결과

   본 에서는 실험 측정 결과에 해 분석한 내용을 설명

한다. [그림 2], [그림 3]은 다섯 가지 실험을 암호 장치에 

따라 ‘iperf’를 통해 측정한 네트워크 역폭(Mbit/sec) 값이

다. 먼  실험1과 실험2을 비교했을 때, 암호 장치만 추가되

어 역폭 수치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암호 

장치를 통해 데이터가 송될 때 성능이 하된 것으로 

상된다. 다음으로 실험2와 실험3을 비교했을 때에도 역폭 

수치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암호 장치에서 데

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림 1]과 같이 입력된 데이터를 

응용 계층으로 올려서 암·복호화 과정을 수행하는데, 이 과

정에서 송 성능 비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응

용 계층에서 송 도구에 따른 병목 상으로 네트워크 성

능이 히 감소하는 것을 [4]에서 보 다.

[그림 2] E2E 암호 장치에서 실험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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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2WiFi 암호 장치에서 실험 측정값

   암호 장치를 추가한 상태에서 암호 기능 수행 시 역

폭 값을 비교해보면, E2E 장치에서 CTR 운 모드를 통하

여 암호화를 수행했을 때 에서 

로 역폭 감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CCM 

운 모드의 경우는 로 역폭이 감소하 다. 

E2WiFi 장치에서도 마찬가지로 CTR, CCM 운 모드 

용 시 각각 , 로 역폭이 감소하

는 것을 보 다. 이는 단지 암호 장치를 추가하 을 때의 

역폭이 에서 ()로 

감소한 것보다 히 작은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과 [그림 4]는 E2E, E2WiFi 암호 장치에서 C

TR, CCM 운 모드를 수행한 결과에 한 속도 측정값을 

나타낸다. 시간 측정은 리 스에서 제공하는 ‘clock_gettim

e’ 함수를 사용하 다.

데이터암호화속도데이터처리시간
암호데이터처리량× ×



[수식 1] 데이터 암호화 속도 계산

[그림 4] E2E 장치에서의 암호 운 모드 속도 측정값

[그림 5] E2WiFi 장치에서의 암호 운 모드 속도 측정값

   [수식 1]을 통해 암호 장치에서의 데이터 암호화 속도

를 계산하 고, 이 때 암호 수행 시 사용 비용을 동일하게 

맞추기 해 데이터 송 상태에서 암호 수행 시간을 측

정하 다. 실제 속도는 다음 [표 2]와 [표 3]과 같다. 

데이터 처리량 E2E 장치 E2WiFi 장치

1 KBytes 13.94Mbit/sec 27.68Mbit/sec

10 KBytes 12.79Mbit/sec 34.32Mbit/sec

100 KBytes 12.97Mbit/sec 34.54Mbit/sec

128 Kbytes 13.56Mbit/sec 35.11Mbit/sec

[표 2] CTR 운 모드의 속도 측정 결과

데이터 처리량 E2E 장치 E2WiFi 장치

1 KBytes 8.60Mbit/sec 17.86Mbit/sec

10 KBytes 7.40Mbit/sec 20.15Mbit/sec

100 KBytes 7.31Mbit/sec 20.16Mbit/sec

128 Kbytes 8.17Mbit/sec 20.40Mbit/sec

[표 3] CCM 운 모드의 속도 측정 결과

   [수식 1]을 통한 데이터 암호화 속도 측정 시 E2E 장

치에서의 CTR 운 모드는 약 , CCM 운 모

드는 약 이다. 한 E2WiFi 장치에서의 CTR 

운 모드는 약 , CCM 운 모드는 약 

이다. 이 게 나온 결과에 따라 실제 클라이

언트와 서버 간의 속도와 암호 수행 속도가 동일해야 하

나, 내부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과 응용 계

층에서의 데이터 처리 시 일어나는 병목 상으로 암호모

듈로 달되는 데이터 송량이 어들어 속도가 하된 

것으로 상된다. 자세한 속도 하에 한 내용은 추후 

논제로 남겨둔다.

3 . 결론

   기존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여러 서비스들이 존재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인 라 설계 시 데이터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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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속도  신뢰성을 고려할 뿐 아니라 암호 알고리즘을 

통한 보안 기능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하지만 서비스 설계

자는 보안 기능 탑재 시 추가 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서비스 품질 하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상한다. 따라서 

실제 암호화에 용되는 암호 알고리즘이 소모하는 비용

을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암호화를 처

리하는 장치(E2E, E2WiFi 암호 장치)에서 데이터 당 처리

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속도와 네트워크 성능 간의 계를 

비교하여 실제 암호 처리 비용이 데이터 송에 많은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ARM과 MIPS 기반의 장치뿐 아

니라 스마트 그리드, ITS 등의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치를 

기반으로 암호 성능 평가를 하고 실제 암호화 수행 속도

와 서비스 간의 계를 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데이터 송 시 데이터 암호뿐 아니라 송 속도에 향

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여 정확한 네트워크 성능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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