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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와 C++는 컴 일된 결과물의 실행 속도가 타 로그래  언어로 작성된 것보다 빠르고 기존의 시

스템과 호환성이 좋다는  등의 장 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로그래머들로부터 여 히 사랑받는 

로그래  언어이다. 하지만 C와 C++로 생성된 로그램은 버퍼 오버 로 취약 과 같은 다양한 메

모리 커럽션 취약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외부의 공격자들에게 노출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와 

같은 언어로 생성된 로그램을 안 하게 실행하기 해서는 시스템에 신뢰할 수 있는 방어 기법이 

미리 용되어 있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메모리 커럽션 취약 을 이용한 공격을 탐지하기 한 

기법  하나인 Multi-variant Execution Environment (MVEE)를 소개하고, MVEE의 핵심 요소 기술인 

리카 생성 기법들에 하여 설명하고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Rank
Programming 

Launguage
Ratings

1 Java 12.687%

2 C 7.382%

3 C++ 5.565%

4 C# 4.779%

5 Python 2.983%

6 PHP 2.210%

7 JavaScript 2.017%

8 Visual Basic .NET 1.982%

9 Perl 1.952%

10 Ruby 1.933%

<표 1> 2017년 9월의 TIOBE Index[1]

1. 서론

   로그래  언어 련 시장 조사 업체인 TIOBE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 9월에 사용된 로그래  언

어  C와 C++는 7.382%, 5.565%의 유율을 기록하여 

Java에 이어 각각 2 , 3 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 

   보다 직 으로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래  언어가 개발된 오늘날에도 이처럼 C와 C++가 

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좋고 

컴 일된 결과물의 실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 이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C나 C++을 사용하여 로그래  된 로

그램에는 악용될 여지가 있는 메모리 커럽션 취약 이 존

재한다.

   를 들면 한 로그램이 기존에 선언된 어 이에 

근하고자 할 때, 미리 할당된 메모리 범  내의 인덱스에 

올바르게 근하는지를 매번 확인하는 Java와는 달리 C와 

C++는 이러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로 인해 C나 

C++로 구 된 로그램은 공격자가 시스템의 메모리에 

원하는 값을 쓰는 것을 가능토록 하는 버퍼 오버 로 취

약 을 갖게 된다.

   와 같은 메모리 커럽션 취약 의 존재는 이를 이용

한 공격 기법들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를 들면, 취약

을 사용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악성 코드를 공격 상이 

될 시스템의 스택에 삽입한 뒤, 리턴 주소나  주소 등

을 조작하여 로그램의 제어 흐름 (control flow)을 삽입

한 악성 코드의 치로 이동하여 이를 실행시키는 공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공격 방식을 “코드 삽입 공격”이라고 

한다.

   하지만 코드 삽입 공격은 W⊕X protection이라고 하는 

간단한 방어 기술로 무력화 시킬 수 있다. 메모리 역을 

“쓰기 가능 (writable)” 혹은 “실행 가능 (executable)”  

한 가지 권한만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함으로써 스택과 같

은 데이터 역에 공격자가 새로 삽입한 악성 코드의 실

행을 차단하는 것이다.

   W⊕X protection과 같은 방어 기술을 우회하기 해 

새롭게 개발된 공격 방식이 코드 재사용 공격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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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se Attack, CRA)으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시스템에게 

이 되고 있다. CRA는 공격자가 실행하고자 하는 악

성 코드를 스택에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 역

의 코드의 조각 (gadget)들을 모아서 공격자가 원하는 행

동을 하도록 만드는 공격 방식이다. CRA는 코드 삽입 공

격과는 방식이 다르지만 메모리 커럽션 취약 을 이용한 

스택 내의 리턴주소나 주소의 변경이 선행된다는 

에서 궤를 같이한다.

   이처럼 나날이 발 하고 있는 메모리 커럽션 취약  

기반의 공격들을 막기 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방

어 기술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multi-variant 

execution environment (MVEE) 역시 보다 안정 으로 

다양한 범 의 공격을 막고자 개발된 방어 기법  하나

이다. MVEE는 하나의 로그램을 서로 조 씩 다른 형

태의 여러 개의 리카 (replica)들로 복제한 뒤 이들을 

동시에 실행시키고 이들의 행동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공

격이 발생했는지를 탐지한다.

   MVEE가 보다 다양한 공격 벡터를 신뢰성 있게 탐지

하기 해서는 리카들을 생성하는 기법을 신 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VEE의 핵심 요소 기술인 리카 생성 기법들에 하

여 조사하고, 이들을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2. MVEE란?

   Multi-variant execution environment (MVEE)의 개념

은 2006년 Cox에 의하여 최 로 고안되었다 [2].  Cox가 

제시한 N-variant 시스템 임워크는 그림 1과 같이 여

러 개의 리카들과 폴리그래퍼, 모니터로 이루어져 있

다.  

 

(그림 1) N-variant System Framework[2]

   N-variant 시스템에서 폴리그래퍼는 외부로부터 받은 

입력 값을 복사하여 각각의 리카들에게 달한다. 시

스템의 로세스는 조 씩 다른 형태로 복제된 여러 개의 

리카들로 체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자 로그램을 

수행한 뒤 그 출력을 모니터로 달하게 된다. 그리고 모

니터는 각각의 리카들의 출력 값 (행동)을 비교하여 

이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터럽트를 발생시킨다.

   최근 구 된 MVEE 시스템들에서는 하나의 모니터가 

폴리그래퍼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통제하는 입출력 값은 

게 시스템 콜 넘버와 아규먼트, 그리고 시스템 콜의 리

턴 값을 사용한다.

3. 리카의 생성 기법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MVEE에서 실행되는 여러 개

의 복제된 리카는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은 정상 인 

상태일 때는 서로 같은 행동을 보이지만 공격 시도가 있

었을 시에는 서로 불일치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리카들을 생성하는 

기법이 필요하며 이들이 어떠한 에서 다각화 되었는

지에 따라 탐지할 수 있는 공격의 종류나 범 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올바른 리카 생성 기법의 선택이 MVEE 

시스템의 완성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지 부터는 그 

동안 MVEE 시스템을 구 한 논문들에서 어떠한 방식의 

리카 생성 기법을 사용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3.1 주소 공간 티셔닝

   상술한 [2] 에서는 두 가지의 리카 생성 기법을 제

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주소 공간 티셔닝 (address 

space partitioning)을 기반으로 한 리카 생성 기법이

다. 각 리카가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주소 공간을 서

로 겹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메모리 커럽션 기반 공격을 피할 수 있다. 공격자가 

format string [3], integer overflow, double-free [4]등의 

취약 을 사용하여 로그램의 제어 흐름 자신이 의도한 

 주소로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다른 리카에

서는 유효하지 않은 주소가 될 것이므로 행동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모니터가 탐지할 수 있게 된다. 한 두 

리카의 주소 공간 불일치로 인하여 코드 재사용 공격 

역시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3.2 명령어 세트 태깅

   [2]에서 제시한 두 번째 리카 생성 기법은 시스템

의 명령어 세트를 태깅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만약 두 

리카가 x86과 PowerPC과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로세서 에서 실행된다면 공격자가 두 리카가 같은 

행동을 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

까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구 하는 데에는 상

당한 어려움이 따르므로 보다 간단하면서도 비슷한 효과

를 보기 해 명령어 세트를 태깅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6]. 를 들어 두 개의 리카의 명령어 세트에 

각각 하나의 비트를 추가하고 이를 0, 1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즉, 추가된 비트가 0인 명령어는 리카1에서

는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가 되는 것이다. 이 게 할 경우 

공격자가 코드 삽입 공격을 시도할 때 모든 리카에서 

실행이 가능한 공격 코드를 따로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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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주소 
공간 
티셔닝

명령어 
세트 
태깅

스택의 
확장 
방향성

겹치지 
않는  
오 셋 
공간

코드 
삽입 
공격

✓ ✓ ✓ ✓
코드 
재사용 
공격

✓ ✓
absolute 
spatial  
attack

✓ ✓ ✓
relative 
spatial  
attack

✓
temporal 
attack

<표 2> 리카 생성 기법에 따른 탐지 공격

하므로 리카간의 행동 불일치가 생기고 이를 모니터

가 탐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리카 생성 

기법을 사용할 시에는 생성된 리카들의 실행 코드 주

소는 여 히 동일하므로 코드 재사용 공격은 유효하다.

  3.3 스택의 확장 방향성

(그림 2) Reverse Stack Execution[3]

   B. Salamat가 제시한 MVEE 시스템인 “Orchestra”에

서는 두 개의 리카가 사용하는 스택이 자라나는 방향

을 서로 다르게 함으로써 리카의 생성 조건을 만족시

켰다[5]. 이 게 할 경우 그림 2와 같이 공격자가 버퍼 오

버 로 취약 을 사용하여 어떠한 리카의 리턴 주소

를 덮어 쓰더라도 다른 리카의 스택에서는 해당 리턴 

주소가 덮어 쓰이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두 

리카간의 행동의 차이가 생기고 모니터가 이를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3.4 겹치지 않는 오 셋 공간

   2016년에 K. Koning이 발표한 MvArmor에서는 3.1에

서 설명한 것과 같이 주소 공간을 겹치지 않도록 함으로

써 absolute spatial attack을 방지하는 것에 더하여 

relative spatial attack을 막을 수 있도록 리카 생성 

기법을 발 시켰다[8]. 이를 해서 리카 간의 메모리 

오 젝트들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둠으로써 한 어떠한 포

인터에 오 셋을 더한 것이 하나의 리카에서만 유효

하도록 한다. 하지만 MvArmor에서 채택한 리카 생성 

기법도 use-after-free와 같은 취약 을 사용한 temporal 

attack을 완벽하게 막기에는 불충분하다.

  3.5 리카 생성 기법들의 비교

   에서 설명한 리카 생성 기법들 외에도 “ 일 재

명명 (file renaming)”, “로컬 메모리 재배치 (local 

memory rearrangement), “시스템 콜 번호 랜덤화[7]”, “유

 ID 랜덤화” [2]등의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리카

들을 생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리카 생성 기법은 각각 막을 수 

있는 공격의 종류와 범 가 다르다. 이를 <표 2>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명령어 세트 태깅 같은 경우는 막을 수 

있는 공격이 한정되어 있지만 단순히 실행되는 명령어에 

추가되는 비트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성능 오

버헤드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벼운 시스템에 합

할 것이다. 그와 반면에 재 개발되어 있는 리카 생

성 기법 에서는 MvArmor에서 사용된 겹치지 않는 오

셋 공간을 활용한 리카 생성이 가장 다양한 공격 

벡터에 처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보안이 

시 되는 은행 서버와 같은 시스템에 용되면 좋을 것

이다. 하지만 이 역시 temporal 공격을 완 히 막는 것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향후에 temporal attack을 막을 수 

있는 리카 생성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기존에 개발된 

생성 기법과 히 조합하여 리카를 생성한다면 보

다 안 한 MVEE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9].

4. 결론

   메모리 커럽션 취약 을 사용한 공격을 막기 한 기

술  하나인 multi-variant execution environment 

(MVEE)는 하나의 로그램을 여러 개의 다각화된 

리카로 복제하고 이들 사이의 행동 비교를 통해 공격을 

탐지한다. MVEE의 요한 요소기술인 리카 생성에

는 다양한 기법이 활용되며 필요에 따라 시스템에 맞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기존에 개발된 리카 생성 기

법들을 분석한 결과 재로서는 MVEE를 사용하여 

temporal attack을 탐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응할 수 있는 신규 리카 생성 기법

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발된 리카 생성 

기법을 기존의 기법과 조합하여 리카를 생성한다면 

MVEE의 보안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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