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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텍스트 형식의 암호는 가용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한 장점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암호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기억하기 쉬워야하므로 대부분의 암호는 편향되어 규칙성을 보

인다. 암호 크래킹의 대부분은 이러한 규칙을 기반으로 수행된다. 최근에는 GAN, RNN, LSTM의 딥

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암호 크래킹 연구에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다가오는 양자 컴퓨터 시대에서는

Grover의 알고리즘을 사용과 편향된 암호의 특성을 기반으로 사용자 암호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

다.

1. 서론

텍스트 형식의 암호는 가용성이 높고 비용이 저

렴한 장점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암호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기억하기 쉬워

야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비밀 번호를 재사

용하거나 유사한 비밀 번호를 사용한다. 2021년에 N

IST는 최소 문자, 문자 유형, 암호 확인 및 암호 시

도를 포함하는 새로운 암호 지침을 발표했다. 주요

지침 중 정기적인 암호 변경 요구 사항 제거와 암호

복잡성 제거이다. 강제로 암호를 변경하면 실제로

중요한 방법으로 위험을 해결하지 않고 암호 관리와

관련된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 더 자주 발생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기적인 암호 변경 요구

사항 제거를 권장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암호 생

성시 요구되는 대소문자를 혼합하고 기호와 숫자를

사용해야 하는 방식이 문제를 일으켰다. 복잡성은

단순히 사용자의 불만을 낳고 부과된 복잡성 요구

사항으로 인해 예측 가능한 패턴이 쉽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하나 이상의 대문자가 필요한 경우 매우

많은 수의 경우 해당 문자는 사람이 파생한 암호의

첫 번째 문자가 된다. 기호나 숫자가 필요한 경우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암호 끝에 추가되는 경

향을 보인다. NIST에 따르면 강력한 비밀 공식화를

보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는 길이이

며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공격자는 편향된 암호의 특성으로 암호 패턴을 모델

링하여 공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암호 추측 공격은

암호 기반 인증 방법에 대한 큰 보안 과제이다. 텍

스트 암호는 의미 있는 문자열로 간주할 수 있으며

딥 러닝 방법은 텍스트 처리의 장점을 갖는다. 최근

딥러닝 기술을 암호 크래킹 연구에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가오는 양자 컴퓨터 시대에서는 Grove

r의 알고리즘을 사용과 편향된 암호의 특성을 기반

으로 사용자 암호에 대한 위협이 될 수있다.

2. 패스워드 크래킹

암호 크래킹은 무차별 대입 공격과 사전 공격으

로 분류할 수 있다. 무차별 대입 공격은 가능한 모

든 암호를 추측하여 올바른 암호를 찾으려고 시도한

다. 사전 공격은 일반적인 단어 사전을 사용하여 사

용자의 암호를 알아낸다. 하이브리드 공격은 무차별

대입 공격과 사전 공격이 혼합된 공격으로 예를들면

"Password"와 같은 암호를 입력한 다음 끝에 임의

의 문자 집합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하이브리드 무

차별 대입 공격 무차별 대입 공격은 가능한 모든 암

호를 추측하여 올바른 암호를 찾으려고 시도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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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암호를 얻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HashC

at과 John Ripper은 암호 크래킹 툴로 일련의 문자

에 대한 해시 함수를 계산한 다음 해독을 시도하는

암호의 해시와 출력을 비교하여 암호를 해독한다.

3 통계적 암호 추측

통계적 암호 추측기법으로는 마르코프 모델 및

확률론적 문맥 자유 문법(PCFG) 같은 통계 모델이

암호 크래킹에 널리 사용된다. Markov 모델 에서는

전 문자 또는 컨텍스트 문자를 기반으로 암호의 다

음 문자를 예측한다. 무차별 대입 공격에 Markov

체인을 사용하는 Hashcat 툴에서 활용되었다. PCF

G는 일반적인 암호가 특정 구조, 특히 약한 암호를

갖는다는 가정한다. 유출된 실제 비밀번호 데이터

세트에서 추출하여 비밀번호 추측을 생성하는 데 사

용한다. Weir et al. [1]은 유출된 비밀번호로부터 계

산할 수 있는 확률 분포를 갖는 PCFG 기반 비밀번

호 크래킹 방법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규칙 기반 접

근 방식은 사용 가능한 규칙과 일치하는 암호만 추

측할 수 있으며 규칙이 설정되면 새 암호를 생성할

수 없다. Markov 및 PCFG 기반 방법은 많은 시간

이 소요된다.

4. 딥 러닝 기반 암호 추측

암호 추측에 좋은 후보를 생성을 위해서는 암호

패턴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유출된 다량의 암

호를 기반으로 잠재적인 암호 패턴을 유도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암호 패턴을 사용하여 비밀번호

추측을 위한 암호 후보 데이터 세트를 생성할 수 있

다. 딥 러닝 방법은 암호의 속성과 구조에 대한 사

전 지식이나 가정 없이 학습할 수 있으므로 딥 러닝

방법은 암호 패턴 추출에 유용하다. 또한 텍스트 비

밀번호는 항상 숫자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텍

스트 비밀번호는 의미 있는 문자열로 취급될 수 있

다. 자연어를 모델링하는 신경망의 이점을 기반으로

암호 추측에 적용 할 수 있다.

암호 추측에 사용된 딥러닝 모델로는 GAN, RN

N, LSTM이 있다. GAN(Generative Adversarial Ne

ts)은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로 구성되며 생성 모델

은 데이터를 무작위로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판별 모델은 이러한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 세트에서

오는지 평가한다. 그런 다음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

이 서로 경쟁하여 GAN이 더 나은 성능을 달성하도

록 한다. PassGAN[2]은 GAN을 사용하여 유출된

암호에서 암호 패턴를 학습하고 사용자가 정의한 기

존 암호 규칙을 대체한다. Pasquini Dario et al.[3]

은 하위 문자열 암호 추측(SSPG)과 동적 암호 추측

(DPG)의 두 가지 구성 요소인 암호 추측을 위한 G

AN 기반 표현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DPG는 공

격받은 암호 집합과의 상호 작용에서 받은 피드백을

기반으로 추측 전략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암호 추측

접근 방식이다. GENPass[4]는 PCFG와 LSTM으로

구성된 딥 러닝 기반 암호 추측 방법이다. PCFG 규

칙은 시퀀스를 태그로 대체하는 데 사용되며 LSTM

네트워크는 후보 암호를 학습하고 생성하는 데 사용

된다. 적대적 생성을 통해 GENPass는 암호 추측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순환 신경망(RNN)은 순서대로 연결된 신경망의

다중 복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NN은 임의의 긴

시퀀스를 기억할 수 있으며 시간적 데이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RNN은 순차 데이터

분석에 이상적이며 텍스트 같은 자연어 처리 작업에

널리 사용된다. 긴 시퀀스를 처리할 수 없는 단점을

갖는 RNN의 개선으로 LSTM(Long Short-Term M

emory)가 제안되었다. LSTM 네트워크는 LSTM 단

위로 구성되며 단위는 입력, 출력 및 망각 게이트가

있는 셀로 구성된다. 그리고 LSTM은 음성 인식, 언

어 번역, 시계열 데이터 예측과 같은 순차적 데이터

분석에 주로 사용된다.

Li et al. [5]은 LSTM과 양방향 언어 모델을 확

장하여 암호를 모듈화하고 암호 추측을 수행하는 심

층 신경망을 제안하였다. Xu et al. [6]는 PCFG 및

Markov 방법보다 높은 적용률을 갖는 LSTM 기반

암호 추측 방법을 제시하였다. TPGXNN[7]은 LST

M 및 VDCNN을 기반으로 하는 표적 암호 추측 방

법이다. 암호 데이터 세트와 사용자 개인 정보는 모

두 TPGXNN에서 신경망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

된다. Fang et al. [8]은 계층적 의미 모델 기반 암

호 추측 방법을 제안하였다. 계층적 의미 모델은 LS

TM과 의미 분석 모델로 구성된다. 의미론적 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계층적 의미론적 모델은 의미 없는

하위 문자열 생성을 방지할 수 있어 성능과 효율성

이 향상되었다. Zhang et al. [9]는 구조 분할 및 Bi

LSTM RNN 기반 암호 추측 방법을 제안하였다. 구

조 분할 모듈은 훈련 세트의 비밀번호를 모델링하여

사용자의 비밀번호 구성 습관을 학습하고 확률에 따

라 정렬된 기본 구조 및 문자열 사전 모음을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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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용된다. 구조 분할 모듈에 의해 생성된 문자열

사전은 BiLSTM 모듈에 대한 훈련 세트로 될 수 있

다.

5. 양자 컴퓨터와 암호 추측

양자 컴퓨터가 등장할 경우 많은 암호화 알고리

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사용되는 대중적인 공개 키 암호화인 RSA

와 같은 인수분해 또는 이산 로그 문제를 기반한 알

고리즘의 경우 양자 알고리즘인 Shor의 알고리즘에

의해 깨질 수 있다. 대칭키 암호화의 경우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의 원소를 찾는 양자 알고리즘인

Grover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는다. Grover 알고리즘

은 제곱근 속도 향상을 보이므로 키 길이를 두 배로

늘려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10]는 균일하게 배포

되지 않고 왜곡된 현실적인 암호의 경우 또한 제곱

근 속도 향상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동일한

보안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두 배의

암호를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은 임의의 8자

암호를 기억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매우 불편한 상황이 이루어진다. 앞서 설명된 NIST

의 권장과 같이 불필요한 복잡성은 사용자의 암호를

편향되게 만든다. 또한 NIST에서는 암호 길이를 늘

리는 것이 권장되지만 16자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

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

전성을 고려한 솔루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텍스트 형식의 암호는 가용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

한 장점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다. 그

러나 대부분의 암호는 편향되어 규칙성을 보인다.

암호 크래킹의 대부분은 이러한 규칙을 기반으로 수

행된다. 최근에는 GAN, RNN, LSTM의 딥러닝 모

델을 사용하여 암호 크래킹 연구에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다가오는 양자 컴퓨터 시대에서는 Grover의

알고리즘을 사용과 편향된 암호의 특성을 기반으로

사용자 암호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

으로 보았을 때 양자 컴퓨터 시대를 대비한 사용자

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솔루션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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