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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

준 제 7조 2항에 따라 웹사이트의 패스워드는 복호화 

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1].

KISA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에서는 일방향 

암호화를 해쉬함수를 이용한 암호화로 정의하고 있

으며, KISA와 NIST 등 국내·외 보안관련 기관에서 

사용을 권고하는 해쉬함수를 소개하고 있다[2]. 컴퓨

터의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MD5와 SHA-1 해쉬함수의 충돌이 발견되었으며,

무차별공격과 사전공격(dictionary attack)에 의해 

해쉬값이 복호화되었다[3,4]. 이처럼 컴퓨터의 성능

이 계속 좋아지면 안전하다고 지정된 해쉬함수들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패스워드 해쉬값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으로 제시된 솔트(Salt)는 회원가입 시에 사용자마다 

랜덤하게 부여되며, 생성된 솔트는 패스워드의 앞이

나 뒤에 붙여져 패스워드 해쉬값을 생성한다[5]. 사

용자마다 랜덤하게 부여되는 솔트라 하더라도, 한번 

생성된 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고정값으로 저장된

다.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되는 경우에 공격자는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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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게 부여된 솔트를 쉽게 파악하여 패스워드 크

래킹에 이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

기존의 고정 솔트값 기반 패스워드 해쉬값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변의 접속로그들로 구

성되는 솔트조합이 패스워드에 따라 동적으로 변하

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변 및 

동적 솔트 방안은 데이터베이스나 소스코드가 노출

되더라도 공격자가 솔트조합과 솔트값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패스워드 해쉬값을 더 안전하

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관련 연구동향을 기술하며,

3장에서는 접속로그와 패스워드에 따른 가변-동적 

솔트 방안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솔트의 구

현과 시험에 대하여 기술하며, 5장에서는 결론과 추

후 연구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관련연구

2.1 해쉬함수와 패스워드 길이

해쉬함수는 임의의 길이를 갖는 메시지를 입력으

로 하여 고정 길이의 해쉬값을 생성하는 함수이다.

웹사이트에서는 패스워드를 해쉬함수에 입력하여 

생성한 해쉬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사용자

가 접속 시에 입력한 패스워드에서 생성한 해쉬값과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해쉬값을 비교

하여 같으면 로그인 할 수 있고, 다르면 로그인이 거

부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해쉬함수의 요구사항은 

일방향 함수와 강한 충돌회피이다. 컴퓨터의 성능 향

상과 더불어 MD5와 SHA-1은 충돌이 발견되어 사

용을 권고하지 않는 함수가 되었다.

중국의 Wang 교수와 그 동료들은 2004년에 MD5

의 충돌을 발견하였으며[3], 구글 연구팀은 2017년에 

SHA-1의 충돌을 발견하였다[4]. SHA-1은 1993년 

NIST 에 의해 안전한 표준 해쉬함수로 지정되어 사

용되었으나 충돌이 발견됨에 따라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해쉬함수가 되었다. 해쉬함수의 무차별공격은 

복호화 하려는 메시지에 대하여 미리 계산한 해쉬값

과 네트워크나 시스템에서 획득한 해쉬값이 일치하

면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다른 해쉬함수에 비해 

월등히 빠른 계산속도로 인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MD5의 해쉬값에 대하여, php.net은 무차별 공격으

로 쉽게 복호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6].

LAUGHFOOL's LAB에서는 MD5 CrackFAST

툴을 이용하여 무차별 공격으로 MD5 복호화 시험을 

수행하였다[7]. 패스워드가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 

그리고 숫자의 조합이라 가정하면 n자리 패스워드의 

경우에 가능한 패스워드의 수는 62의 n제곱이 된다.

5자리 패스워드의 경우에 가능한 패스워드의 수는 

916,132,832(=625) 이다. 가정용 PC(i5 2.67GHz CPU,

Thread count 3)를 이용하여 5자리 부터 12자리의 

패스워드를 찾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였다. 5자리 

패스워드의 복호화 시간은 6.287초이며, 11자리의 복

호화에는 약 360,140일이 소요되었다. Securityledger

사에서는 25개의 virtual AMD GPU 스펙으로 초당 

1800억개의 MD5 해쉬값을 생성할 수 있는 패스워드 

크래킹 PC를 소개하였다[8]. Securityledger사의 크

래킹 PC는 가정용 PC에서 동작하는 MD5 Crack

Fast 툴에 비하여 약 2400배 빠르게 해쉬값을 생성할 

수 있는 성능이다.

Fig. 1은 2017년에 Statista가 조사한 전세계 사용

자의 유출된 패스워드 평균 글자 수를 나타낸다. 자

료에 의하면 유출된 약 3억 2천만개의 패스워드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7~8자리 패스워드이었다[9].

10자리 패스워드의 MD5 해쉬값은 Securityledger사

의 크래킹 PC에 의해 약 2.5일만에 크래킹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8자리의 경우는 1분도 안되어 크래킹 

될 수 있다. 그러나 11자리의 경우에 150일 이상 소요

되어 무차별 공격을 통한 크래킹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길이가 길수록 패스워드가 안전할 수 있

지만 편리함 때문에 실제로는 7∼10자리의 패스워드

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2.2 솔트와 고정솔트 방식의 취약성

솔트는 Fig. 2와 같이 패스워드의 앞이나 뒤에 추

가되어 패스워드 해쉬값을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10]. 패스워드에 솔트가 추가되면 해쉬함수의 입력 

메시지가 길어져 더 많은 크래킹 시간이 요구되므로 

패스워드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Pritesh[5]는 솔트를 사용한 패스워드는 사전공격을 

줄일 수 있고, 크래킹이 어려울 뿐 아니라 SQL

Injection 공격까지 막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Pritesh[5]에서 제시한 솔트는 Fig. 3과 같

이 데이터베이스의 회원테이블에 하나의 컬럼으로 

저장된다. 사용자가 접속 시에 입력한 패스워드에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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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컬럼의 값을 추가하고 해쉬함수에 입력하여 생성

한 해쉬값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패스워

드 해쉬값과의 일치여부로 로그인 성공과 실패를 판

정한다. 솔트는 사용자마다 랜덤하게 생성되더라도,

생성된 후에는 특정 값으로 고정되어 데이터베이스

의 솔트 컬럼에 저장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해

킹되는 경우에 공격자는 각 사용자 별로 부여된 솔트

를 쉽게 파악하여 패스워드 크래킹에 이용하게 된다.

솔트는 대부분 패스워드의 앞이나 뒤에 붙여 사용되

므로, 공격자 입장에서는 솔트를 단순히 패스워드 앞 

또는 뒤에 붙이는 경우에 비하여 무차별 공격 회수가 

2배 정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의 특허에서 제시한 솔트는 입력된 패스

워드에 솔트를 부가하여 조합 패스워드를 생성하고 

인증정보를 생성한다. 또한 난수발생기로부터 생성

된 솔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인증 시 입력된 

패스워드와 함께 조합하여 인증한다[11]. 삼성전자의

특허로 제시된 방법도 솔트가 고정값으로 저장되므

로, 솔트가 노출되면 크래킹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

솔트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6년 

Sirapat[12]에 의해 제시된 솔트방법과 2018년  Dr.

Abdelrahman[13]에 의해 제시된 솔트방법은 Pri-

tesh와 같이 사용자마다 랜덤하게 솔트를 생성한다.

그러나 Sirapat은 그 솔트를 패스워드의 글자 중간 

중간에 삽입하며, Dr.Abdelrahman가 제시한 솔트는 

솔트 글자를 재배열하여 패스워드에 붙여 패스워드 

해쉬값을 생성해낸다. 이 방법들 또한 패스워드의 솔

트가 데이터베이스에 고정값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공격자에게 노출될 시 그에 따라 솔

트도 노출된다. Pritesh에 비해 솔트의 삽입위치가 

중간이거나 솔트 글자 배열이 다름에 있어 보다 안전

할 수는 있으나, 솔트와 같이 패스워드 크래킹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 데이터가 노출되는 것은 

Fig. 1. Average number of characters in leaked user passwords worldwide in 2017.

Fig. 3. Pritesh Salt.

Fig. 2. Generation of password hash value using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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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소스코드가 노

출된다면 솔트의 배열 규칙뿐만 아니라 패스워드와 

솔트의 조합 위치까지 알 수 있게 되어 크래킹에 위

협이 될 수 있다.

3. 접속로그와 패스워드에 따른 가변-동적 솔트

본 절에서는 고정 솔트값이 사용되는 기존 패스워

드 해쉬값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접속로그를 사용하는 패스워드 별 가변-동적 솔트 

방안을 제시한다. 접속로그 기반의 솔트는 로그인 체

크 시에 솔트값은 변경되나 유형은 정적인 방식이며,

가변-동적 솔트는 패스워드 별 접속로그 기반의 솔

트값과 유형이 매번 변하는 방식이다.

3.1 접속로그 기반의 가변-정적 솔트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웹사이트의 개

인정보 처리자는 방문자 접속기록 (IP주소, 접속날짜,

브라우저와 OS종류 등)을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하여야 한다[1,14]. IP주소 및 최근 로그인 시간과 

같은 접속 기록들은 로그인 시에 매번 변경되므로 이

것들을 솔트로 정하면 개인정보보호 정책도 따르면

서, Shannon에 의해 고안된 One-Time Pad[15]의 완

벽한 랜덤까지는 아니더라도 패스워드 해쉬값을 자

주 바꿀 수 있게 된다. 즉, 접속로그 기반의 솔트는 

로그인할 때마다 해쉬값이 변경되므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나 공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자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게 된다.

Fig. 4는 가변의 접속로그를 활용한 정적솔트를 

PHP 7.3, MYSQL 5.0 환경에서 구현하고, PHPMY-

ADMIN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이처럼 접속로그를 

솔트로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노출되더라

도 솔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솔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게 된다. 또한, 공격자

가 패스워드의 크래킹 중에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해쉬값이 변경되므로 크래킹을 새로 시도하여야 한

다. 하지만 접속로그 기반의 정적솔트 방식에서는 로

그인과 관련된 소스코드가 해킹된다면 사용된 솔트

가 무엇인지 노출되는 취약점이 있다.

3.2 패스워드 별 접속로그 기반의 가변-동적 솔트

소스코드가 노출되더라도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패스워드 별로 가변의 접속

로그가 동적으로 선택되는 솔트를 제안한다. 가변-동

적 솔트 방식에서는 솔트의 조합과 패스워드의 숫자

화를 이용한다. 접속로그들의 조합이 솔트의 조합이

며 N개의 접속로그를 솔트로 사용하는 경우에 최대 

가능한 솔트조합의 수는 N의 계승(factorial)이 된다.

Fig. 5는 패스워드를 숫자화한 값에서 계산한 변

수 i, j, k를 이용하여 솔트조합이 패스워드에 추가되

는 위치를 나타낸다.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는 사

용자만 알고 있으므로 패스워드를 숫자화한 값 또한 

아무도 알 수 없게 된다. Fig. 5에서 j는 솔트조합의 

개수(N!)를 모듈러 연산하여 나온 값으로, j번째의 

솔트조합을 선택하는 변수이다. 변수 i는 패스워드의 

숫자화된 값을 패스워드 길이로 모듈러 연산하여 나

온 값이며, 패스워드 내의 i번째 위치에 j번째의 접속

로그 솔트조합을 삽입한다. 마지막으로 k는 패스워

Fig. 4. Access log-based static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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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숫자화된 값을 2로 모듈러 연산하여 나온 값이

며, k가 0이면 솔트조합을 패스워드의 앞에, 1이면 

뒤에 추가한다.

패스워드에 따른 접속로그 기반의 로그인 인증 절

차는 Fig. 6과 같다. 패스워드와 변수 i, j, k의 위치에 

추가되는 솔트조합을 이용하여 패스워드 해쉬값을 

생성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해당 회원의 해쉬

값과 비교하여 일치하면 로그인에 성공한다. 로그인

에 성공하면 최신 접속로그를 이용한 동적솔트 매커

니즘으로 패스워드 해쉬값을 새로 생성한 후 다음 로

그인 시의 체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4. 가변-동적 솔트의 구현과 시험

Fig. 7은 가변-동적 솔트 메커니즘을 구현한 PHP

코드로 Fig. 5에서 제시한 변수 i, j, k를 이용하였다.

코드에서 3개의 접속로그를 솔트로 사용하므로 솔트

조합의 개수는 3! 인 6개의 솔트조합이 사용될 수 있

다. PHP코드에서 함수 unpack의 첫번째 인자인 I는 

문자열(string)을 비부호 정수(unsigned integer)로 

바꾼다는 의미이다. 코드에서는 j번째의 솔트조합이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의 i와 k의 위치 2곳에 삽

입된 후 해쉬값이 생성된다. 접속로그 기반의 패스워

드 별 가변-동적 솔트에서는 소스코드가 노출되더라

도 공격자는 최대 (패스워드 길이+1) * N!(솔트조합

개수) * 2(앞 혹은 뒤) 만큼의 크래킹을 시도하여야 

한다.

Fig. 8은 웹에서의 로그인 체크 시에 패스워드에 

따라 접속로그의 조합이 선택되는 동적솔트와 일정

한 조합이 사용되는 정적솔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패

스워드와 솔트조합의 MD5 해쉬값 생성시간을 나타

낸다. 시험을 위한 코드는 최신접속 시간만을 솔트로 

사용하여 PHP로 구현하였으며, MYSQL 데이터베

Fig. 5. Salt combination locations in password in case of variable-dynamic Salt.

Fig. 6. Login authentication procedure using variable- 

dynamic Salt.



63접속로그와 패스워드에 따른 가변 및 동적솔트에 관한 연구

이스와 3.40GHz CPU 환경에서 50회 측정한 생성시

간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정적솔트에 비하여 동적솔

트에는 패스워드를 숫자화하고 모듈러 연산을 수행

하여 j번째 솔트조합을 선택하며, 패스워드의 i번째

와 k번째 위치에 솔트조합을 삽입하는 기능이 추가

되었다.

Table 1은 Pritesh에서 제시한 솔트방식과 본 논

문에서 제안한 솔트방식을 솔트의 값과 유형, 취약

성, 해쉬값의 생성시간, 그리고 요구되는 최대 공격

횟수를 비교하였다. Pritesh의 솔트와 접속로그 기반

의 정적솔트에 대한 패스워드 해쉬값의 생성시간은 

솔트의 개수를 1개라 가정하였을 때 동일하며, 시험

에서 측정된 생성시간은 48 ms이었다. 서로 다른 3가

지의 접속로그를 솔트로 사용하는 동적솔트 방식에

서의 생성시간은 50 ms로 측정되었다.

동적솔트에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해쉬값의 

생성시간은 Pritesh의 정적솔트에 비하여 약 4%인 

2 ms 정도만이 증가되었다. 정적솔트에서는 공격자

Table 1. Comparison of Salt methods.

Pritesh Salt Variable-static Salt Variable-dynamic Salt

Salt Value Fixed Variable Variable

Type Static Static Dynamic

Vulnerability
Vulnerable in DB

exposure
Vulnerable in DB and
source code exposure

Safe in DB and
source code exposure

Hash generation time
(Salt count = N)

48 ms (N=1) 48 ms (N=1) 50 ms (N=3)

Maximum number
of attacks

2 2
(Password length+1) *

N! * 2

Fig. 7. Implementation of variable-dynamic Salt using PHP code.

Fig. 8. Performance comparison of variable-static and 

variable-dynamic Sa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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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스코드에 노출된 한 개의 정해진 솔트조합으로 

크래킹을 시도한다. 그러나 동적솔트에서는 소스코

드가 노출되더라 N개의 솔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N!

개의 솔트조합들에 대하여 평균 N!/2 번 이상, 그리

고 최대 (Password length+1) * N! * 2 만큼의 크래

킹을 시도하여야 한다. 솔트의 개수가 5개이고 패스

워드 길이가 8인 경우의 동적솔트에서는 최대 2160

(=9*120*2) 번의 크래킹을 시도하여야 한다. 요구되

는 크래킹 횟수가 2인 가변-정적 솔트 방식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크래킹 횟수가 요구되는 가변-동적 솔

트 방식에서 패스워드 해쉬값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패스워드가 얼마의 시간 만에 크래킹 되는지 알려

주는 웹사이트인 howsecureismypassword.net[16]

를 이용하여 평문 패스워드와 정적 및 동적 솔트 방

식에서 생성된 패스워드와 솔트조합의 크래킹 시간

을 비교하였다. 평문 패스워드 “anu13579”의 크래킹 

예상 시간은 1분이었으며, 접속시간을 이용하는 정

적솔트 매커니즘에서 솔트와 패스워드의 결합인

“2020-07-06 21:25:51anu13579”는 “744 OCTILLION

YEARS”라는 큰 시간이 나왔다. 동적솔트 매커니즘

이 적용된 패스워드와 솔트조합의 예인 “a.1.1.1.

12020-07-06 21:25:511188nu135791.1.1.12020-07-

06 21:25:511188”는 “47 TRESTRIGINTILLION

YEARS” 라는 셀 수 없을 정도의 크래킹 예상 시간

이 나왔다. 데이터베이스나 소스코드가 노출될 경우

에 가변-정적 솔트 방식에서 패스워드 “anu13579”

의 크래킹 예상시간은 솔트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하게 1분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나 가변-동적 솔

트 방식에서의 평균 예상시간은 (1분) * (패스워드길

이 + 1) * (N!) * 2 / 2 이므로, 솔트 조합의 개수와 

패스워드의 길이에 따라 급격히 크래킹 요구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공격자에게 데이터베이스와 소스

코드가 노출되더라도 패스워드 해쉬값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접속로그 기반의 패스워드 별 가변

-동적 솔트를 제안하였다. 접속기록을 솔트로 이용

하면 공격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가 노출되더라도 

솔트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또한 로그인 할때

마다 솔트값이 변하므로 패스워드 해쉬값도 같이 변

하게 되어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동

적솔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숫자화한 후 

모듈러 연산으로 솔트조합을 선택하고, 선택된 솔트

조합과 패스워드를 결합하여 해쉬값을 생성한다. 동

적솔트 방식은 어떠한 해쉬함수와도 결합될 수 있으

며, 사용하는 솔트의 개수에 따라 해쉬함수의 입력 

길이가 늘어난다.

데이터베이스나 로그인 관련 소스코드가 유출되

어도 패스워드 별로 결정되는 동적인 솔트 조합의 

유추가 어려우므로, 공격자는 모든 경우의 패스워드

와 솔트 조합을 이용하여 크래킹을 시도하여야 한다.

솔트의 개수가 5개이고 패스워드 길이가 8이며, 데이

터베이스와 소스코드 노출 시에, 정적솔트에서는 한

번의 크래킹 시도가 요구되지만 동적솔트에서는 평

균 1080(=9*120*2/2)번의 크래킹을 시도하여야 한

다. 가변-동적솔트는 가변-정적솔트에 비하여 패스

워드 보안이 훨씬 강화되지만 패스워드 해쉬값 생성

시간은 약 4% (2ms) 정도만의 추가적인 시간이 요구

되었다.

패스워드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로그

인과 상관없이 패스워드 해쉬값을 지속적으로 변화

(a) (b) (c)

Fig. 9. Comparison of password cracking times. (a) Plain text password, (b) Variable-static Salt, and (c) Variable-dy-

namic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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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이다. Shannon이 고안한 One-time Pad의 

완벽한 랜덤에 근접할 정도의 성능을 가지면서, 사용

자와 개발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패스워드 보호방법

을 추후 연구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컴퓨터 성능의 

발전이 개인정보 유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이

버 세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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