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5권1호

- 387 -

강화된 암호 자동 생성기

정준호*, 김정숙**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포대학교 IT학부

e-mail : yanyenli@hotmail.com

kimjs@kimpo.ac.kr

A Fortified Password Automatic Generator

June-Ho Jung*, Jung-Sook Kim**

*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Dongguk University

**
Division of IT, Kimpo Colleg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사람들의 키 입력 패턴은 각자 고유한 패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한

다. 즉, 키스트로크 기반 사용자 인증이라는 방식의 사용자 인증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키

입력 패턴을 통한 사용자를 인증할 때의 정확도가 문제가 될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수의 단어를 입력하게 하였을 시 각 단어마다 가장 긴 지연을 지니고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였다. 정확도 향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키 입력

시 가장 긴 지연을 가지는 구간에 지연시간별로 특수문자를 추가시켜 줌으로서 단순한 조

합의 비밀번호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었다.

   

1. 서론

오래된 옛날부터 암호는 존재해 왔고 사용되어 왔

다. 암호는 중요한 정보 및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암호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들의

존재는 군사, 정치, 외교 등 일반인과는 거리가 먼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통신

의 발달로 인하여 암호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이 드문 사회가 되었다. PC의 높은 보급률과 인터넷

의 발달로 인해 수많은 장소에서 자신임을 입증하기

위한 아이디와 아이디에 매칭 되는 비밀번호가 사용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수십년간의 연

구를 통해서 통신환경에서의 암호화 기법은 매우 발

달이 되었다. 하지만 암호화 기법은 발달이 되었지

만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대중에게 널리 인

식되지 않았다. 그리고 발달된 암호화 기법에 비해

서 많은 사용자들이 부르투스 공격에 취약한 단순한

조합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강력한 암호화

기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비밀 번호가 남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사용자

가 입력한 단순한 조합의 비밀번호를 공격하기 쉽지

않은 강화된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들의 키 입력 패턴은

각자 고유한 패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한

다. 이것을 이용한 키스트로크 기반 사용자 인증[1]

이라는 방식의 사용자 인증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키 입력 패턴을 통한 사용자를 인증할 때의 정확도

가 문제가 될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사람들

에게 다수의 단어를 입력하게 하였을 시 각 단어마

다 가장 긴 지연을 지니고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였다. 정확도 향상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키 입력 시 가장 긴 지연을 가지는 구

간에 지연시간별로 특수문자를 추가시켜 줌으로서

단순한 조합의 비밀번호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었다. 다만 지연이 가장 긴 구간이 일정하다는 이

가정은 프로젝트의 진행 시간 관계로 인해 충분한

표본을 통한 분석이 부족한 점은 존재한다. 이는 향

후 좀 더 충분한 표본의 분석을 통해 증명이 가능

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

에서 강화된 암호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시스

템 내용을 기술하고, 3장에서 실험한 결과를 서술한

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암호 자동 강화 생성기 개발

본 논문의 시스템은 두 단계를 거쳐 강화된 비밀

번호가 만들어지게 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입력하

고자 하는 비밀번호를 입력창에 입력 할 때 시스템

에서는 각 키가 입력된 시간을 기록하여 저장한다.

두 번째 단계는 사용자가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면

각 입력시간차를 계산하여 입력 된 키 사이의 지연

시간을 계산하고 지연시간 중 가장 긴 구간을 선택

한 후 지연 시간에 따른 추가할 특수문자를 선택하

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 강화된 비밀번호를 결정

하게 된다. 다음의 그림 1은 비밀번호 자동 강화를

위한 간단한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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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밀번호 자동 강화 시스템의 프로세스

아래의 표 1은 표본 분석을 통해 본 실험에서 결

정한 지연 시간별 특수 문자 선택 표와 식이다.

special_character = x / d

단위: ms

delay_time(x) divider(d)

0 <= x < 200 40

200 <= x < 700 100

700 <= x < 1500 200

1500<= x <3500 400

3500 <= x 1000

표 1 지연 시간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특수 문자

3. 실험 내용과 결과

제안하는 방법을 실험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

램은 C#을 이용하여 구현되었으며 키 입력 지연시

간의 측정을 위해서 키 입력 순간의 탐지는 C#에서

제공되는 키 입력 이벤트를 이용하였고 키가 입력된

커널 시간정보를 측정하기 위해 스탑워치 기능을 하

는 CStopWatch 클래스를 이용하였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하여 각 키가 입력된 시간을 ms단위로 기록하

고 각각의 지연시간을 ms단위로 다시 기록하였다.

본 시스템은 외부입력의 이벤트에 따라 동작이 되므

로 UI-Form1.cs 클래스에 필요한 메소드를 추가함

으로서 시스템 동작을 구현하였다. 그림 2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UI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텍스트창

과 입력완료 버튼, 키가 입력된 시간을 보여주기 위

한 텍스트창, 그리고 강화된 비밀번호를 보여주는

창으로 구현되어 있다. 비밀번호 텍스트창에 문자열

을 입력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면 키 입력 시간

과 강화된 비밀번호가 출력되며 키 입력시간은 표본

분석을 위해서 입력된 문자열과 같은 이름의 txt파

일에 저장도 같이 이루어진다.

 

그림 2. 시스템의 UI구성

시스템의 실험 결과는 평소 자주 사용하던 아이디

나 비밀번호의 경우처럼 부드럽게 입력이 가능한

경우 10개 이상의 단어에서 10번 시도에 8번 이상

의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2번의 틀린 경우에도 지연

구간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력

자에 따라 다른 지연구간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

러나 평소 자주 사용하던 단어가 아닐 경우에는 아

래의 그림3 과 같이 매우 낮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자동 강화된 비밀번호의 정확도 차이

4.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의 핵심 내용은 별도의 키 입력 패턴

의 입력과 분석 없이 공격당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강화하고 강화된 비밀번호가 입력할 때 마다 일정한

값이 나와서 인증을 위한 비밀번호로서 의미가 있도

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결과가 비교적 높은 정

확도를 지니는 강화된 비밀번호가 만들어 지는 결과

를 볼 수 있었다. 이 방식이 적용된다면 비밀번호가

노출된다고 할지라도 쉽게 공격당하지 않게 될 것이

다. 다만 본 실험에서 키 입력의 지연이 가장 긴 구

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표본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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