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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 생성시 암호를 만들 때 Read-Host -Prompt "Enter Your 

Password" -AsSecureString와 ConvertTo-SecureString -String 

"Pa$$w0rd" -AsPlainText -Force의 차이점 이해하기> 

사용자 계정을 생성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New-ADUser -Name "Yongshik Lee" -SamAccountName "jesuswithme" -AccountPassword 
(Read-Host -Prompt "Enter Your Password." -AsSecureString) -Enabled $true 
 
New-ADUser -Name "Yongshik Lee" -SamAccountName "jesuswithme" -
AccountPassword (ConvertTo-SecureString -String "Pa$$w0rd" -AsPlainText -
Force) -Enabled $true 
 
여기서 Read-Host -Prompt "Enter Your Password." 와 Read-Host -Prompt "Enter Your 

Password." -AsSecureString 의 차이점은 관리자가 입력하는 암호를 화면에 보여주지 않게 

하려면 -AsSecureString 을 사용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한 문자열은 Secure 

String 으로 저장되므로 입력한 결과 값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런데, -AsSecureString 을 사용하지 않으면 입력하는 내용이 화면에 나타날 뿐아니라 

Text String 으로 저장되어서 입력된 결과가 화면에 보이게 된다. 

 

 

 
 

A Secure String: 입력한 문자열이 아예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An Encrypted Standard String: 문자열에 화면에 보이기는 하지만, 암호화 되어 있어서 

무슨 문자인지 알 수 없는 것을 말한다. 

 

ConvertTo-SecureString 은 Encrypted Standard String 또는 Plain Text 를 Secure 

String 으로 변환시키는 cmdlet 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관리자가 입력하는 문자열을 

Secure String 으로 저장하여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AccountPassword (Read-Host -Prompt "Enter Your Password." -

AsSecureString)은 콘솔 화면에 Popup 되는 화면에 암호를 직접 입력하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AccountPassword (ConvertTo-SecureString -String "Pa$$w0rd" -AsPlainText -

Force)은 암호를 이미 입력한 것(Pa$$w0rd)이 Plain Text 인데, 이것을 Secure String 으로 

저장하여 하여 절대 볼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AsPlainText 와 -Force 는 꼭 반드시 쌍으로 사용해야만 Secure String 으로 

저장되는 것이다.  



이용식 강사 작성(Powershell.kr) 

2 

만약 –AsPlainText 만 사용하고 –Force 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장될 때 Plain Text 로 

저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Force 를 빼고 작업을 하면 제대로 작업이 안되니 꼭 –

AsPlainText 와 –Force 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Read-Host -Prompt "Enter Your Password" 

: 입력하는 문자열을 Plain Text 로 암호 저장 

Read-Host -Prompt "Enter Your Password" -AsSecureString 

: 입력하는 문자열을 Secure String 으로 암호 저장하고 암호를 볼 수 없음. 

 
ConvertTo-SecureString -String "Pa$$w0rd" -AsPlainText 
: Pa$$w0rd 를 Plain Text 로 암호 저장 (실제로 하면 이것은 실패한다) 

ConvertTo-SecureString -String "Pa$$w0rd" -AsPlainText -Force 
: Pa$$w0rd 를 Secure String 으로 암호 저장하고 암호를 볼 수 없음. 

 
이것은 마치 net users jesuswithme * /add 와 net users jesuswithme Pa$$word /add 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Secure String 으로 저장되지는 않는다. 

 
 
ConverTo-SecureString 의 도움말의 예제를 보아라. 그 예제의 1 번과 3 번 예제를 

보고 ConvertTo-SecureString 은 이미 직접 입력된 값, 예를 들면 Pa$$word 나 위의 

암호화된 표준 문자열을 Secure String 으로 변환시켜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Read-Host -Prompt "Enter Your Password" -AsSecureString 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값을 Secure String 으로 변환하여 저장하여 주기 때문에 절대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에 다중 사용자 계정을 만들 때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Import-Csv c:\users.csv | New-ADUser 
 
Get-ADUser –Filter {name –like “aduser*”} | Set-ADAccountPassword –Reset –
NewPassword (Read-Host –Prompt “Enter Your Password” –AsSecureString) 
또는 

Get-ADUser –Filter {name –like “aduser*”} | Set-ADAccountPassword –Reset –
NewPassword (ConvertTo-SecureString –String “Pa$$w0rd” –AsPlainText -
Force) 
 
Get-ADUser –Filter {name –like “aduser*”} | Enable-AD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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