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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네트워크 상에서 WPA 성능 분석

Abstract

  WPA is a security service that greatly 

increases data protection and access control on 

WLANs. WPA uses TKIP that is secure algorithm 

of 802.11i and 802.1X/EAP authentication. It 

provides enhanced secure ability with the 

dynamic security key to correct WEP's 

weaknesses. In this paper, we obtain measured 

data transmission time that by how to create 

secure key of WPA in the wired and wireless 

network. The result shows that the delay of data 

transmission time was not long even if used 

WPA.

I. 서론 

  많은 조직체들은 자신들의 LAN을 인터넷에 연결하

고 그들의 고객과의 통신지원, 업무의 비용절약, 업무

의 자동화를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에 근거한 서비스를 

사용한다[1]. 그러므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외부로

부터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은 필수적  

                            

 본 논문은 산업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정 인천 

대학교멀티미디어 연구센터의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이다. 또한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무선 보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보안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부분은 효율성이다[2]. 즉, 사용자는 안전한 시스

템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빠른 속도를 보장받기를 원하

는 것이다. 최근의 무선 보안에 대한 요구 사항은 강

력한 보안성이다. 기존의 802.11b에서의 보안 구조는 

WEP을 이용한 보안 서비스의 제공이었다. 하지만 

WEP의 구조적 취약성과 고정 암호키 방식으로 인한 

해킹의 우려로 인해 802.11i에서는 AES를 이용한 데

이터 암호화를 통해 더욱 강력한 보안 구조를 제안하

였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하드웨어를 교체해야만 

하는 문제로 인해서 개발과정이 길고, 기존의 무선 랜

카드 및 AP에 backward compatibility를 보장 못하는 

문제가 있다[3].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통한 업그레이

드로 WEP의 보안 문제점을 개선한 방법인 WPA가 그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다. WPA는 고정 암호키 분배 방

식의 WEP과 달리 동적 암호키 분배를 통해 향상된 

데이터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4].

  본 논문에서는 Ⅱ장에서 WPA의 보안 기능 및 향후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Ⅲ장에서 실험 환경 및 

유무선 네트워크 상에서 WPA의 암호키 설정 방법에 

따른 데이터 전송 시간을 측정, 보안 서비스가 제공되

지 않는 네트워크와의 비교를 통해 WPA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실험 결과 및 향

후 연구 과제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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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연구

2.1 WEP 문제점

  기존의 WEP은 무선랜 데이터 스트림의 보안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의한 데이터 스킴이다. WEP은 데

이터 암호화와 복호화에 동일한 키, 동일한 알고리즘

을 사용하는 스트림 암호 방식을 사용한다. 모든 단말

은 40비트의 암호키를 공유한다(WEP2는 128비트). 

단말은 40비트 암호키와 IV(Initialization Vector)를 

결합, 의사 난수 키 스트림을 생성하여 평문을 암호화 

하여 전송한다. 액세스 포인트는 이를 복호화 하여 단

말을 인증한다[5].

  WEP은 IV의 크기가 작아서 실시간 공격에 약하며, 

암호키는 AP에 연결된 모든 단말이 공유하므로 암호

학적으로 취약하다. 그림 1은 WEP의 암호화 방식의 

블록도이다.

그림 2. WEP의 암호화 방식

2.2 WPA 개요

  IEEE에서는 대표적인 보안 표준으로 MAC레이어에

서 무선 단말과 액세스포인트 간의 장비 인증 및 데이

터의 암호화를 담당하는 802.11i와 MAC레이어 상위

에서 사용자 인증을 제공하는 802.1X를 발표하였다. 

802.11i 태스크그룹은 무선 LAN 인프라망과 Ad-hoc

망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안 아키텍처

(RSN)를 제안하였다. 802.11i에서는 기존의 WEP 방

식의 보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알

고리즘(AES)을 사용해야 하지만 MAC의 하드웨어 칩

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

서 보안 문제점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하는 TKIP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WPA는 802.1X의 인증 서비스

와 802.11i의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인 TKIP를 모두 

제공하는 무선 보안 서비스이다[6]. 그림 2는 WPA가 

802.11i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 실행됨을 보여준다. 

그림 1. WPA와 802.11i

2.3 WPA 특징

  기존에 쓰이던 WEP 프로토콜은 키 스트림의 단순

성, 도청에 의한 평문 노출, DOS 공격 가능성, 동적  

키 분배 방법의 부재 및 인증 방법의 부재로 인해 보

안에 큰 위험이 있음이 알려졌다. WPA 프로토콜은  

크게 향상된 데이터 암호화 프로토콜(TKIP)의 사용과 

함께 802.11X/EAP 인증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향상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1에서 WEP과 WPA의 암

호화 및 인증 방식에 대해 비교를 하였다.

표 1. WEP와 WPA 비교

2.3.1 암호화

  그림 3의 TKIP 프로토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암호화 키

 WEP의 40bits 암호화 키를 128bits로 증가하였다.

② 동적 키 생성

 WEP의 고정키와 달리 유저, 세션 및 패킷 키마다 동

적으로 생성되는 키를 사용, 인증 서버에 의해 분배되

도록 하였다.

③ 계층 키와 키 관리 방법

 TKIP는 순서 규칙이 있는 48비트 IV를 이용하여 키 

재사용 및 재생 공격을 방지해 준다. 또한 패킷당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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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기능과, 패킷 위조 공격을 막아주는 암호 체크섬 

기능이 있다.

④ WEP의 CRC-32를 이용한 메시지 인증방식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64비트 MIC키를 사용, Micheal 

함수를 사용하여 인증코드를 생성한다[4].

그림 3. TKIP의 암호화 방식

2.3.2 인증

   WPA는 EAP(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를[1] 표준 프로토콜로 사용하는 802.1X의 인증 방법

을 사용한다. EAP는 ID/PASSWORD, 인증서, 스마트

카드, Kerberos등 다양한 인증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IETF에서 표준화를 

진행중이다[7].

  802.1X의 인증서버와 사용자 간의 상호 인증 방법

은 네트워크에서 인증 받지 못한 AP나 “rogue"의 접

속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한다.

2.4 WPA와 WPA2

  WPA2라 불리는 802.11i 보안 표준은 차세대 무선 

보안 구조인 RSN을 드래프트 표준에 반영하였다. 

  RSN의 보안 목표는 첫째, 무선 보안 강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의 취약성 해결, 둘째, 무선 인프라망과 

AD-hoc망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보안 프레임워

크 제시, 셋째, 802.1X를 적용한 가입자 상호 인증 및 

무선 망 접속제어, 넷째, 가입자의 제약 없는 글로벌 

로밍 보안 지원, 다섯째, 액세스포인트를 이용한 가입

자와 신규 서비스를 요청하는 가입자 수에 확장성이 

있으면서 빠르고 안전한 재인증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다[3].

  RSN의 주요 보안 요소는 802.1X 인증 메커니즘과 

802.11i 데이터 프라이버시 메커니즘(WEP, TKIP, 

AES)이다. WPA는 RSN의 주요 보안 요소를 모두 제

공하는 보안 서비스로서 향후 802.11i와의 호환도 가

능하며, RSN으로 발전되는 보안 구조의 과도기적 단

계라고 할 수 있다. 

III. 실험 환경 및 결과

3.1 실험 방법

  유무선이 혼재된 네트워크 상에서 유무선으로 연결

된 각 Client는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Server를 통

해 데이터를 전송 받는다. 데이터는 128비트 키로 암

호화하여 전송한다. 이 때, Client가 데이터를 전송받

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WPA의 효율성을 분석

한다. 첫 번째로 10MB 이하의 데이터를 전송했을 경

우와 두 번째로 50MB 이상의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실험을 위해 그림 4와 같이 하나의 AP와 유선을 통

해 연결된 하나의 Client와 무선을 통해 연결된 

Server와 Client로 유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그림 4. 네트워크 환경

3.2 실험 결과

  그림 5에서, 10MB 이하의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WPA가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 약 900~1000ms의 시

간이 소요되었으며, 그림 6에서 WPA를 설정한 후의 

실험 결과는 약 1000~1200ms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림 7에서, 50MB 이상의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약 

4800~6000ms가 소요되었으며, 그림 8에서 약 

5800~6800ms가 소요되었다. 

  실험 결과, WPA의 사용 시 약 1초의 전송 지연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메신저와 같은 텍스트 

전송 시 전송 지연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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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0MB 이하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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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0MB 이하 전송(W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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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50MB 이상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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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50MB 이상 전송(WPA)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WPA 보안 서비스를 이용한 전송 시

간의 비교를 통해 WPA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데이터 전송 

시, WPA의 전송 지연은 1~2초 내외로서 인식하지 못

할 만큼 작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향후 RSN 보안 시스템 설계를 하기 위해 WPA의 

두 가지 중요 기능인 TKIP 암호화 알고리즘과 

802.1X 인증 방식에 병행하여 AES 암호화 알고리즘

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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