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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암호의 메시지 복구보안 기능을 한 
암호패딩 문제  분석

(The Analysis of Cipher Padding Problem for 

Message Recovery Security Function of Honey Encry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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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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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허니암호(HE:Honey Encryption)는 기존의 패스워드 기반 암호(PBE:Password Based 

Encryption)의 무차별 입 공격(Brute Force Attack)에 한 취약 을 극복하기 한 기술이다. 잘못된 

키를 입력해도 그럴듯한 평문을 출력함으로써 공격자가 엔트로피가 작은 비 키를 상으로 무차별 입 

공격을 시도하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메시지 복구 보안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HE에 암호화 패딩

(Padding)이 필요한 암호(Cipher)를 용하면 기존의 PBE방식보다 큰 문제 이 나타나게 된다. 본 논문

에서는 표 인 블록암호(AES-128)  스트림암호(A5/1)를 용하여 복호문 빈도분석 실험을 통해 패딩

의 문제 을 확인하고, HE의 안 한 운용 방안을 제시하 다.

키워드: 허니암호, 패스워드 기반 암호, AES, A5/1, 패딩과 운 모드

Abstract Honey Encryption (HE) is a technique to overcome the weakness of a brute-force attack 

of the existing password-based encryption (PBE). By outputting a plausible plaintext even if the 

wrong key is entered, it provides message recovery security which an attacker can tolerate even if 

the attacker tries a brute-force attack against a small entropy secret key. However, application of a 

cipher that requires encryption padding to the HE present a bigger problem than the conventional PBE 

method. In this paper, we apply a typical block cipher (AES-128) and a stream cipher (A5 / 1) to 

verify the problem of padding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entence frequency and we propose a safe 

operation method of the HE.

Keywords: Hoeny encryption (HE), Password-based encryption (PBE), AES, A5/1, Mode of Operation 

1. 서 론

패스워드 기반 암호(PBE:Password Based Encryption) 

[1] 체계는 사용자가 정보를 암호하고 비 키를 기억해

야하는 응용 로그램 환경에 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반

면, 부분 사용자들은 비 키 보안 설정에 주의를 기울

이지 않고 ‘1234’, ‘1q2w3e’ 등 기억하기 쉬운 암호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암호공간이 이론 인 암호공간보다 

훨씬 작아짐에 따라 무차별 입 공격에 취약해졌다. 무

차별 입 공격은 주어진 암호키 공간에 한 모든 키

를 측하여 의미있는 평문을 찾아냄으로써 징확한 비

키를 찾아내는 공격기법이다.

의 암호 시스템은 무차별 입공격에 비하기 

해 비 키 길이 는 의사난수발생기(PRNG: Pseudo 

Random Number Generator)를 사용하여 계산상의 복

잡성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계산 복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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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으면 공격자는 다항식 시간 내에 암호 시스템을 

해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식의 경우 

무차별 입 공격에 한 한계와 약 이 발견되었는데 

엔트로피가 작은 PRNG 계산값은 비 키 공간의 감소

로 이어지고 그 비 키는 무차별 입공격에 쉽게 노출

되게 된다[2]. Netscape와 Debian OpenSSL. RSA(Rivest 

Shamir Adleman) 모두 PRNG의 낮은 성능으로 무차

별 공격에 무력화되었던 표  사례들이다[3]. 한, GPU 

(Graphics Processing Unit)와 같이 칩이 있는 하드웨

어는 병렬처리를 통해 향상된 컴퓨  성능을 발휘하므

로 계산복잡성 문제를 가능한 시간안에 암호시스템을 

더 쉽게 해독할 수 있다. 실제로 데이터 암호화 표

(DES:Data Encryption Standard)은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에 의해 구축된 크래킹 머신의 병

렬 처리 기능으로 해독되었다[2,3].

이러한 요인을 감안할 때 단순한 계산 복잡성만으로는 

비  유지가 충분하지 않아 무차별 입공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2014년에 ｢허니암호(HE: Honey 

Encryption)｣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4]. HE는 통계

기반의 인코딩 체계로써 잘못된 키가 입력되더라도 난

수가 아닌 그럴듯한 메시지를 출력함으로써 공격자 입

장에서 메시지의 유효성을 구분할 수 없는 ｢메시지 복

구 보안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HE에 패딩이 필요한 

암호(Cipher)가 용되면 PBE와 동일하게 정확한 키와 

잘못된 키에서 유도된 메시지의 구분이 가능하게 됨으

로써 메시지 복구 기능이 상실되게 된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i) 무차별 입 공격에 한 새로운 책으로 개발된

｢HE｣ 특성을 자세히 설명한다.

(ii) 기존 PBE와 HE에 정확한 키와 잘못된 키를 반

복 입력하여 복호와 메시지의 차이 을 비교함으

로써 ｢메시지 복구 보안 기능｣을 확인한다.

(iii) ｢HE｣ 기반으로 블록암호(운용모드별), 스트림 암

호를 용 후 ｢복호문 빈도 분석｣ 비교 실험을 

통해 암호패딩에 따른 문제 을 확인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섹션에서

는 HE에 한 개론  블록･스트림 암호, 패딩과 운용

모드에 해 설명한다. 3 에서는 모델을 수립하고 

4 에서 HE와 암호문 패딩과의 문제 을 상세히 기술

한다. 마지막으로 HE에 블록암호와 스트림암호를 용 

후 ｢복호문 빈도 분석｣ 비교 실험을 통해 실제 문제

을 확인하고 안 한 운용방안을 제시한다.

2. 배경 지식

2.1 허니 암호(HE:Honey Encryptipon)

Juels와 Ristepart가 소개한 HE는 PBE와 같은 칭 

암호체계로써 낮은 엔트로피 암호를 사용하는 PBE의 

단 을 개선하 다. HE에서는 비 키를 이용하여 메시

지를 랜덤하게 암호화하고, 복호화 알고리즘은 암호화 

역순으로 비 키를 사용하여 원본 메시지로 복호화 한

다. HE와 기존의 칭 암호화 간의 주요한 차이는 잘못

된 키가 사용될 때 복호화되는 출력문에 있다. 기존 암

호화는 난수 는 오류 기호를 제공하지만 HE는 그럴

듯한 메시지를 제공한다[5]. 

HE는 2가지 보안 속성을 제공하며, 첫 번째는 시맨틱 

보안(Semantic security)으로써 사용되는 비 키가 충

분히 측할 수 없다면, 계산에 한계가 있는 공격자는 

암호문상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두 번째

는 메시지 복구 보안(message recovery security)기능

으로 가능한 모든 키를 시도하여 암호문을 해독 할 수 

있는 공격자가 복구된 메시지의 유효성 여부를 구별하

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HE는 무차별 공격

에 한 보안을 제공 할 수 있다[4,5].

HE의 주요 설계 차를 설명하자면 평문 ‘M’이 암호 

‘K’로 암호화되었는데 복호화시 잘못된 암호 ‘K*’로 입

력시 그럴듯한 평문 ‘M*’를 생성하는 것이다. 암호문 C 

= HEnc(K, M)이고 복호화는 M = HDec(K, C)이며, 

M* = HDec(K*, C)로 동작한다. HE는 통계기반으로 설

계된 DTE(Distribution Transformation Encoder)의 

인코딩값을 이용하며, ‘DTE=(encode, decode)’와 같이 

인코딩ㆍ디코딩 으로 구성된 체계이다. 임의의 입력 

값이 주어지더라도 DTE 구성표에서 메시지를 샘 링하

여 그럴듯한 평문을 출력하게 된다[4].

한편, 기존 DTE가 비트 문자열과 정수에 해서만 인

코딩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이미지  문자열 등 다차원

의 데이터도 인코딩이 가능한 그림 1과 같은 ｢구조  코

드 스키마(Structural code scheme)｣가 소개되었다[6].

‘Select data’ 단계는 ｢마르코  로세스(Markov 

Process｣로 임의의 데이터 집합을 학습하는 단계이며, 

‘Generate a Corpus’ 단계는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차수별 질량함수(CMF)를 수치화하여 비트

문자열 샘 (Corpus)을 만드는 단계이다[6]. 임의의 사

 데이터 집합의 경우 ‘성경(Bible)’상의 단어로 CMF

를 구성하면 성경의 성격에 맞는 CMF를 만들 수 있으며, 

‘신문’ 데이터를 사용되면 신문기사에 한 문잭 정보를 

사용하여 잘못된 메시지가 신문기사 형식으로 생성된다

[7]. 마지막 ‘Encoding or Decoding’ 단계는 입력값

그림 1 ｢구조  코드 스키마｣ 단계

Fig. 1 Structural code scheme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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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KCS패딩의 8바이트 16바이트 비교

Fig. 3 Comparison of PKCS padding by 8byte and 16byte sizes of the plain text

의 비트 문자열과 Corpus의 CMF값을 매칭하여 높은 

확률로 문맥을 완성시키는 단계이다. 를 들어, P(X1 = 

ω)는 임의의 사  텍스트의 첫 자의 노출 확률이고(ω

∈{a b… z}, w는 정수  특수문자 등 여러가지 다른 

형식을 가질 수 있다.) 일반 텍스트 ‘the crypto’를 암호

화하고 각 문자를 ‘L’비트로 암호화할 경우 질량함

수(CMF)에서 첫 번째 문자 ‘t’의 치를 찾는다. 다음으

로 십진수에 응하는 ‘L’비트 이진 코드 세트를 찾아 

매칭한다. 이것은 첫 번째 문자에 한 인코딩 과정이며 

역과정은 칭이기 때문에 디코딩 과정이 된다. 3번째 

문자 ‘e’는 조건부 확률 p(X3=e | X2=h, X1=t)를 고려

하여 인코딩할 수 있는데 3번째 문자의 디코딩 알고리즘

도 칭이므로 역 연산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8].

이를 암호(Cipher)에 용하는 단계를 알아보자. 텍스

트 ‘Crypto’를 암호화 하는 경우 ASCII(American Stan-

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기반의 암호단

계는 주어진 암호 ‘C’가 잘못된 키 Kwrong으로 복호화 

되면 그림 2처럼 의미없는 이진 코드를 얻게되지만 HE

는 이진 코드를 통계  디코더를 사용하여 Kwrong으로 

복호화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그럴듯한 메시지 ‘Secret’

을 출력한다[7,9].

2.2 칭키 암호(Symmetric-key algorithm)

칭키 암호는 암호화 알고리즘의 한 종류로, 암･복호

화에 동일한 암호키를 쓰는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칭

키 암호에서는 암호화측과 복호화측이 같은 암호키를 

공유해야한다. 칭키 암호는 암호화하는 단 에 따라 

블록암호와 스트림암호로 구분되는데 스트림암호는 연

속 인 비트/바이트를 계속해서 입력받아 그에 응하는 

암호화 비트/바이틀 생성하는 방식이고 블록암호는 정해

진 한 단 (블록)를 입력받아 그에 응하는 암호화 블

록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표 인 블록암호의 종류에는 

DES와 AES가 있으며 스트림암호는 RC4와 A5/1가 있

다[9]. 본 논문에서는 블록암호  가장 안정성 있는 

AES-128과 스트림암호  패딩 차가 포함되어 있는 

A5/1을 용하 다.

2.3 암호 패딩(Cipher Padding)

데이터를 블럭으로 암호화 할 때 평문이 항상 블럭 

크기(일반 으로 64비트 는 128비트)의 배수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문을 블록의 크기로 나 었을 때 마지

막 부분은 블록의 크기보다 짧게 된다. 패딩은 어떻게 

평문의 마지막 블록이 암호화되기 에 데이터로 채워

지는가를 확실히 지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암호화 

이 에, 평문에 데이터를 덧붙여 블록 크기의 배수로 만

들어 주는 과정을 패딩(Padding)이라고 한다. 암호화 

과정에서 패딩이 사용되었다면, 복호화한 후 패딩을 제

거하여 원래의 평문메시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암호 

문을 달 받는 수신자는 복호화와 함께 패딩을 제거하

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패딩의 종류에는 가장 기본 인 

Null 문자를(0x00)을 채우는 제로 패딩(Zero Padding)

부터 비트패딩(Bit Padding), 바이트패딩(Byte Padding)

이 있으며 그림 3처럼 입력값외 나머지 바이트 크기를

그림 2 ASCII와 허니암호의 차 비교

Fig. 2 Comparison of the ｢ASCII｣ and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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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값으로 사용하는 PKCS(Public-Key Cryptography 

Standard)패딩이 있다. 8바이트의 입력값을 갖는 메시

지가 5바이트일 경우 나머지 3바이트 공간에 3바이트를 

채우는 방법이다. 한편 입력값의 길이가 정확히 블록 크

기의 배수인 경우에는 수신측이 메시지 복원과정에서 

원본을 훼손하지 않도록 입력값과 같은 크기의 패딩을 

해야하는데 8바이트 입력값은 8바이트의 패딩을 갖게된

다. 본 논문에서는 암호메시지 문법의 표 을 다루고 있

는 PKCS#7을 용하 다[8].

3.  모델

이 섹이 섹션에서는 모델을 수립하여 본 논문이 

식별하고자 하는 목 을 구체화한다. 공격자는 자신이 

선택한 암호문을 복호화 할 수 있는 선택 암호문 공격

(CCA:Chosen Cipher Attatck)자이며, HE와 암호체계

에 한 완 한 지식과 무차별 입 공격 능력 소유자

이다. 먼 , CCA 공격자는 다양한 종류 암호문을 선택

하여 복호문을 획득하여 그 값의 특정 문자열 빈도수 

확인을 통해 HE의 패딩 여부, 즉 취약 을 확인 할 수 

있다. 패딩이 용된 HE임이 확인되면 정상 복호문은 

특정패턴의 패딩값이 붙게 되고, 잘못된 키의 복호문은 

정상복호문보다 문자열길이가 길어지게 된다. 이후 공격

자는 복호문 수조사를 통해 패딩으로 유추할 수 있는 

특정 패턴(패딩값)을 검색하여 비 키 없이도 정상복호

문을 찾게된다. 본 논문에서는 패딩이 용된 암호와 

용되지 않은 암호를 비교･분석함으로써 HE의 안 한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허니암호(HE)상 암호패딩의 문제

4.1 패스워드 기반 암호(PBE)의 패딩

기존 PBE는 잘못된 키를 입력하면난수값이 출력되며, 

암호화 과정에서 패딩이 사용되었다면 반드시 패딩을 제

거해야만 정확하게 복호화 할 수 있다. 그림 4는 AES- 

128의 CBC(Cipher Block Chaining)모드에서 PKCS#7 

패딩이 용된 알고리즘 이용 정확한 키와 잘못된 키를 

1만번 반복 실험한 결과이다. 정확한 키를 입력시에는 

어소문자  특수문자의 ASCII 범 가 표 되어 있

으며, 잘못된 키 입력시에는 난수값 출력으로 그림과 같

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허니암호(HE)와 패딩의 계  문제

HE는 PBE와 달리 잘못된 키 입력시 출력된 난수값

을 그럴듯한 가짜 평문을 출력한다. 하지만 패딩이 필요

한 암호(Cipher)를 용하면 잘못된 키 입력시 출력된 

난수값에 패딩제거 기능이 용되어 Corpus의 비트 문

자열 디코딩이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패딩제거 없이 운용

해야하는데 정확한 키 입력시 출력값에 패딩값이 노출

<Correct Key>

<False Key>

그림 4 AES-128 비 키 입력에 따른 복호문 분포

Fig. 4 Distribution of decryption messages according to 

the AES-128 secret key input

되어 진짜와 가짜평문이 정확하게 구분되게 된다.

PBE는 복호화시 패딩을 제거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높은 비 키로 계산복잡도를 높여 무차별 입공격 비가 

가능하다. 그러나 패딩이 용된 HE는 엔트로피가 높은 비

키를 용해도 패딩노출로 PBE보다 쉽게 키를 찾아낼 

수 있다.

5. 실 험

5.1 실험 설계

HE의 디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CCA 공격자 

입장에서 패딩이 용된 암호의 사용 유무를 확인하는 

실험을 구성하 다. HE에 용한 암호는 AES-128과 

A5/1이며, AES-128은 CBC모드(패딩)와 CFB(Cipher 

FeedBack)모드로 A5/1은 228비트 버퍼가 필요한 GSM

모드(패딩)와 일반모드로 구분하 다. 정확한 키입력시 

입력값은 Corpus 작업과 동일한 사 데이터(‘로미오와 

리엣’서 )상에서 랜덤하게 출력하 으며, 비 키는 엔

트로피가 작은 ‘12345’로 1만번 반복 실험하 다.

5.2 블록암호(AES-128)의 CBC와 CFB비교

입력값은 AES-128 입력크기(16바이트) 기 으로 PKCS 

패딩값이 가장 게 출력되는 15바이트로 설정하 다. 

실험결과 패딩이 용된 CBC모드는 그림 5와 같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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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 Mode CFB Mode

<Correct Key> <Correct Key>

<False Key> <False Key>

그림 5 AES-128의 CBC모드에서 복호문 비교

Fig. 5 Comparison of decryption statements in the CBC 

mode of AES-128

그림 6 AES-128의 CFB모드에서 복호문 비교

Fig. 6 Comparison of decryption statements in the CFB 

mode of AES-128

확한 키 입력시에 ASCII값이 39인 “ ’ ”이 1.5만회나 출

하여 패딩을 의심할 수 있으며 잘못된 키에서 출력된 

복호값과 비교시 큰 차이를 보여 패딩값으로 확신할 수 

있다. 한편, 패딩이 필요없는 스트림 형식의 CFB모드는 

그림 6과 같이 정확한 키와 잘못된 키의 출력값 분포가 

유사하여 HE의 메시지 복구보안 기능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HE의 정상기능 운용을 해서는 패딩이 

필요없는 CFB모드 운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단, CFB

모드의 경우도 입력값이 비트단 여야 한다.)

5.3 스트림암호(A5/1)의 GSM과 일반모드 비교

A5/1은 선형 피드백 쉬 트 지스터(LFSR)를 사용해서 

키 스트림을 생성하는 암호이다. 특히 A5/1은 유럽식 디지

털 이동통신 방식인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에 사용되는데, GSM의 화통신에는 

키스트림 228비트와 XOR하기 해 입력메시지는 228비

트에 맞추어 패딩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7과 같이 GSM

모드는 패딩으로 인해 특정값이 6만여회 발생함을 알 수 

있었고, 그림 8과 같이 일반모드에서는 CFB모드와 같이 

정확한 키와 잘못된 키의 복호화 값이 비슷한 분포를 보

이며 메시지 복구기능이 정상 작동하 다.

6. 결 론

HE는 기존 PBE가 가지고 있던 무차별 입 공격의 

취약 을 극복하기 해 진짜와 가짜 평문을 공격자로 

하여  유효성을 구분하기 못하게 하 다. 그러나 본 논

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패딩이 필요한 블록･스트림암호

를 용하면 패딩값의 빈번한 노출로 인해 평문과 가짜

평문의 구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메시지 복구 보안기

능이 무력화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HE을 안 하게 운

용하기 해서는 반드시 패딩이 필요없는 운용모드(CFB, 

OFB:Output FeedBack 등)와 스트림암호(A5/1-일반모

드 등)를 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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