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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은 그 방식이 
간단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격 방법 중 
하나이다. 오랜 시간 동안, 버퍼 오버플로우 공

격을 방어하는 방법들에 대한 다양한 기법들이 
제안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버

퍼 오버플로우 공격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버퍼 오버플

로우 공격에 대한 방어 기법들은, 적용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 컴파일을 필요로 하고, 
하드웨어 기반의 방어 기법들은, 추가적인 적

용 및 업데이트 비용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에 대한 가상화 환경에서의 방어 시스템을 제

안한다. 본 방어 시스템은, 보호하고자 하는 소

프트웨어에 대한 수정 없이 전체 시스템에 적

용할 수 있으며,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으로부

터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방어할 수 있다. 
 
1. Introduction 
C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로, 버퍼 오

버플로우 공격은 1988년 Morris 웜 바이러스를 
통하여 처음으로 그 심각성이 대중에 알려졌다. 
그 이후, 2001년의 Code Red 웜 바이러스와 
2003년의 SQL Slammer 웜 바이러스를 통하여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은 강력하고 치명적인 소

프트웨어 공격 방법으로 알려졌다. 지난 수년

간,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수많은 방법이 제시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소

프트웨어들이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노출되

어있다. 이는 지금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한 방어 방법들이 재 컴

파일을 필요로 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필요

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방어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형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가상화 기반의 
버퍼 오버플로우 방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어 시스템은 기존 소프

트웨어 및 운영체제에 대한 수정 없이 적용이 
가능하며, 알려진 여러 방법의 버퍼 오버플로

우 공격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였다. 
 
2. Related Work 
지금까지의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한 방어 
방법은 크게 소프트웨어 방식과 하드웨어 방식

으로 나눌 수 있다. 소프트웨어 방식은, 컴파일 
시점에서 함수의 시작과 끝 부분에 공격 탐지

를 위한 추가적인 명령을 삽입하며, 대표적인 
방법으로 StackGuard[1]와 StackShield[2]가 있다. 
하드웨어 방식으로는 함수 호출과 복귀에 사용

되는 명령들을 확장한 SmashGuard[3]가 있다. 
StackGuard는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한 방

어 방법 중 가장 잘 알려진 방법 중 하나이다. 
[그림 1]과 같이, StackGuard는 스택에 Canary 
Word를 함수의 복귀 주소의 다음에 추가한다. 
대부분의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 함수의 복

귀 주소 보다 낮은 주소에 위치한 지역 변수의 
버퍼가 넘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함수의 복귀 
주소가 변경될 때, Canary Word도 함께 변경되

는 현상을 이용한 방법이다. 
 

 
[그림 1] StackGuard의 Canary Word 
 
StackShield는 함수 호출 명령이 실행된 직후, 
저장된 함수 복귀 주소를 안전한 장소에 복사

하여 저장하고, 함수가 종료될 때 저장된 복귀 
주소와 현재 스택에 존재하는 복귀 주소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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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탐지한다. 
StackShield는 효과적인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방어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스템

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StackShield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프

트웨어의 재 컴파일이 필요하므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SmashGuard는 하드웨어 기반의 버퍼 오버플로

우 방어 시스템으로, StackShield와 유사한 방식

을 사용하고 있다. SmashGuard는 함수 호출 명

령과 복귀 명령을 확장하여, 함수 호출 명령이 
실행될 때, 함수 복귀 주소를 고유의 하드웨어 
스택에 저장하고, 함수 복귀 명령이 실행될 때, 
저장된 복귀 주소와 실제 시스템의 스택상에 
존재하는 복귀주소를 비교하여 공격을 탐지한

다. SmashGuard는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의 방

어에 적합한 시스템이지만,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를 구축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SmashGuard자체를 다른 시스템으로 
이식하거나, 업데이트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3. Implementation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상화 기반에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방어하는 시스템의 전체적

인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 
 
가상 머신에 포함된 가상 프로세서의 명령을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탐지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으며, 
StackShield와 같이, 함수가 호출될 때 복귀 주

소를 안전한 공간에 저장하고, 함수가 종료될 
때, 저장된 복귀 주소와 스택에 존재하는 복귀 
주소를 비교하여 공격을 탐지하는 방식을 사용

한다. 가상화 환경에서 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는 서로 
다른 실제 메모리를 가리키는 같은 가상 주소 
를 가지는 명령들에 대한 처리와 setjmp와 

longjmp로 인한 비 대칭적인 함수 호출 및 복

귀에 대한 문제[4]가 있으며, 본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아래와 같이 해결하고 있다. 
먼저, 80x86프로세서는 가상 주소 공간을 사용

하여 각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을 독립적으로 
유지한다. 즉, [그림 3]와 같이, 프로세스A의 
0xBF010000에 있는 값과, 프로세스B의 
0xBF010000에 있는 값이 가상 주소는 동일하

지만, 서로 다른 물리 메모리 위치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3] 가상 주소 공간과 실제 주소 공간 
 
StackGuard나 StackShield와 같이 컴파일시에 적

용되는 방법들은, 가상 주소 공간에 대한 고려

가 필요가 없으나, 가상화 환경에서는 서로 다

른 가상 주소 공간을 가지는 소프트웨어를 다

루어야 하므로, 가상 주소 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에서는 
각 함수 복귀 주소를 저장할 때, 프로세스 별

로 구분하여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해결하

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인 setjmp와 longjmp는 함수 종

료시, 스택에 가장 마지막으로 입력된 함수 복

귀 주소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함수 호

출 흐름을 바꾸는 기능을 한다. 이는, 시스템 
전체의 입장에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방어 
시스템을 구현할 때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 중 
가장 복잡한 부분 중 하나이며,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에서는 함수 복귀 주소를 저장하

고 비교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함수 복귀 주

소에 대한 스택에서의 위치를 함께 저장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 기존의 다른 
방어 시스템들은, setjmp와 longjmp에 대한 문제

를, 일치하는 복귀 주소가 나타날 때까지 검색

을 지속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

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보다 오버헤드가 
크고, 서로 다른 스택의 위치에서 사용된 주소

들을 구분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짓 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 Evaluation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상화 환경에서의 버퍼 
오버플로우 방어 시스템이 실질적인 버퍼 오버

플로우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그림 4]와 같은 코드를 사용하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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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1   #include <stdio.h> 
2   #include <string.h> 
3   #include <stdlib.h> 
4 
5   void func(char* buf) 
6   { 
7      char var[16];     
8      strcpy( var, buf ); 
9      printf("End of func()\n"); 
10  } 
11 
12  void vul() 
13  { 
14     printf("EXPLOITED.\n"); 
15     exit(-1); 
16  } 
17 
18  int main(int argc, char* argv[]) 
19  { 
20     char input[50] = { 0, }; 
21     unsigned int addr = (unsigned int)vul; 
22     int i; 
23     
24     for(i = 0; i < 20; i++)  
25        input[i] = i + 0x10; 
26     memcpy( &input[i], &addr, sizeof(void*) ); 
27     
28     func( input ); 
29     printf("End of main()\n"); 
30     return 1; 
31  } 
[그림 4] 테스트 프로그램 
 
[그림 4]의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적인 버퍼 오

버플로우 공격에 취약한 함수인 func에 공격 
문자열을 강제로 주입하였다. 또한, [그림 4]의 
소스코드의 26번째 줄의 코드는 Return-to-
libc[5]형태의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의 프로그램을 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시킨 결과와, 본 
시스템을 사용한 상태에서 동작시킨 결과는 각

각 [그림 5]와 [그림 6]과 같다.  
 

 
[그림 5] 기존 시스템에서의 결과 
 

 
[그림 6] 본 시스템에서의 결과 
 
[그림 6]에서의 결과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버퍼 오버플로우 공

격을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Conclusion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상화 환경에서의 버퍼 
오버플로우 방어 시스템은 기존 소프트웨어 기

반의 공격 방어 시스템의 단점인 소프트웨어의 
재 컴파일 요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고, 하

드웨어 기반의 공격 방어 시스템의 단점인, 추

가 하드웨어 비용 및 업데이트를 위한 수정 문

제 없이, 공격을 방지할 수 있었다. 본 시스템

은 방어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공격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므로, 다

양한 운영체제에 대한 공격 방어가 가능하였다. 
본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연구할 부분으로는, 
성능 개선에 대한 부분과 다른 소프트웨어 공

격에 대한 방어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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