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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버퍼 오버 로우 취약 은 자체 으로 외부코드를 실행시키거나 다른 취약 과 연계해 공격될 수 있

는 취약 으로 이를 탐지하기 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기존의 버퍼 오버 로우 취약  탐지기

법에 한 연구는 취약함수를 검색하거나 동 오염분석으로 얻은 비 신뢰 데이터의 흐름을 감시하여 

취약함수로 되는 걸 탐지하는 방식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은 다양한 한계를 가진다. 본 논문

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버퍼 오버 로우가 발생하는 기계어 패턴을 BBL단 로 감시하고, 
비 신뢰 데이터의 흐름을 추 하여 기존의 탐지 사각지 를 없애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버퍼오버 로우 공격은 자체 으로 외부코드를 실행시

키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른 취약 을 발동 시키

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취약함수에 한 운

체제 독립 , 종속  방어기법에 많은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다[1][2][5][6][7][8]. 버퍼가 가지는 고유 성질을 방어하

는 기법 외에 컴 일 수 에서는 버퍼 오버 로우에 취약

한 함수 사용을 경고하고 있으며, 여러 취약  탐지기에서

는 취약한 함수의 사용을 탐지하거나 동  오염 분석기법

을 용하여 오염데이터의 흐름이 취약함수로 향하는지를 

단하는 기법들이 존재한다[1][5]. 이러한 버퍼 오버 로

우에 취약한 함수를 탐지/감시 하는 기법들은 탐지 도구 

리에 효율 이지 못하며 문서화된 함수만을 감시하기 

때문에 인라인 어셈블리로 만들어진 사용자 정의 함수, 컴

일러 최 화에 한 함수 인라인, 버 별로 유동된 이름

을 가지는 네이티  함수를 상으로 독립 이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버퍼 오버 로우가 가능한 취약한 기계

어 패턴을 탐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Dynamic Binary Instrumentation Tool과 오염분석을 이

용해 버퍼복사, 이동과 련된 기계 명령어를 감시하고 비 

신뢰 데이터의 흐름을 추 하여 기계명령의 특정 연산자/

피연산자로 작용하는지 분석한다. 제안 방법을 이용해 버

퍼오버 로우를 동 으로 탐지하는 BOFDetector을 구

하 으며, 상용화된 소 트웨어  취약 이 존재하는 소

트웨어에 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 다.

2. BOFDetector

   본 논문은 기존의 취약 함수를 감시하는 기법이 아닌, 

버퍼 복사/이동에 련된 기계어의 패턴을 찾고 오염된 

데이터가 해당 명령셋의 연산자 작용을 감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버퍼 오버 로우 취약 은 버퍼의 복사/이동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버퍼의 수용 가능한 용량을 벗

어난 크기를 검증하지 않고 복사함수로 넘기거나, 크기 한

계를 지정하지 않고 Null바이트에 의존하는 문자열 복사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x86 아키텍쳐의 지스터는 

32bit 사이즈로, 한 개의 지스터만을 사용하여 버퍼를 

복사하는 명령은 4바이트가 한계이기 때문에 이터 이터 

연산이 필요하게 된다. 크기를 인자로 받는 함수는 이 이

터 이터의 조건에 크기가 들어가게 되며 만약 크기에 

한 데이터가 오염된 비 신뢰성 데이터라면 오버 로우 취

약 이 발생하게 된다. 문자열의 경우 목 지 버퍼의 할당

크기가 비 신뢰성 데이터라면 오버 로우 취약 으로 

단 한다. 이러한 함수들은 표1 과 같다.

<표 1> 버퍼오버 로우 취약함수 

sprintf snprintf fprintf

strcpy strcat strncat

memcpy sprintf_s ...

   표1의 함수들의 기계 명령셋은 이터 이터 조건 별, 

 명령, 복사 명령이다. 이 때 이터 이터의 조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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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복사 되는 버퍼가 오염 데이터와 련 있다면 버퍼

오버 로우로 단할 수 있다. 본 기법을 이용하기 해선 

Dynamic Binary Instrumentation Tool과 동 오염 분석 

기법[5]이 필요하다.

<그림 1> BOFDetector

   BOFDetector의 체 인 구조와 동작은 그림1 과 같

다. 첫째, 타겟 로세스의 시스템 콜, 네트워크 소켓에 들

어오는 외부 데이터를 오염된 비 신뢰성 데이터로 간주하

여 감시 테이블에 장한다. 이때 필요한 Dynamic 

Binary Instrumentation Tool로 Intel사의 PinTool[3]을 활

용했다. 둘째, 로세스의 데이터 이동/복사/연산 명령을 

실시간으로 핸들링하여 오염된 데이터의 를 추 한다. 

단 는 1바이트 크기로 지스터는 해당 지스터 크기를 

단 로 오염추 을 진행한다. Intel 아키텍쳐의 명령셋[4] 

 본 연구에서 처리하는 명령어는 표2 와 같다. 셋째, 버

퍼 복사/이동과 련된 BBL(Basic Block)패턴을 감지하여 

오염 데이터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결과를 출력한다.

<표 2> 오염  상 명령어

명령어 구 분

MOV, XCHG 송 명령

ADD, SUB, MUL, DIV 산술 명령

XOR, AND, OR 2진 명령

PUSH, POP 스택 명령

MOVS, LODS, STOS 버퍼 명령

  BBL(Basic Block)이란 코드의 흐름이 if, goto, call 등

의 명령에 의해 분기되는 부분까지의 단락이다. 이러한 단

락을 BBL이라 표 하고 있으며, BBL들이 연결된 모든 

코드의 흐름을 리스트화 한 것을 TRACE 라고 한다.(그림

2) 이러한 BBL의 끝 명령어를 조사하여 분기의 종류를 

따지고 목 지가 TRACE의 내부로 향한다면 해당 단락이 

반복되는 페이지인지 기계어 수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TRACE, BBL

  BOFDetector는 PinTool에서 제공하는 BBL 련 API를 

활용하여 소 트웨어의 모든 BBL의 끝 명령어를 검사해 

반복되는 페이지를 추출한다.

3. 설계  구

   PinTool의 Instruction handling 을 이용하면 인텔 아

키텍처에서 지원하는 모든 명령에 한 처리함수를 작성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2 에서 보인 명령을 상으

로 오염 데이터를 추 한다. 동  오염 추 의 시작은

PinTool에서 제공하는 Image handling과 Systemcall 

handling을 활용하여 Nt!ReadFile와 같은 외부데이터를 읽

는 시스템콜, 네트워크 소켓 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함

수들 (recv, read)에서 출발한다. 이 게 받아들이는 데이

터의 주소를 최  감염주소로 단하며 감염테이블에 등

록시키고 에서 서술한 Instruction handling을 활용하여 

오염 추 을 진행한다.

<그림 3> BBL단  코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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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Architecture Intel x86

Operating System MS Windows 10

소 트웨어 분 류

FTPShell Client 스택 버퍼

Disk Pulse Enterprise 로그인 버퍼 

통합 문서뷰어 힙 버퍼

랜섬웨어 백신 힙 버퍼

웹 보안 모듈 역 버퍼

  버퍼 복사/이동 명령은 반복 형태를 갖는다. 기계어 수

에서 해당 반복 패턴은 그림3와 같이 조건식과 명

령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패턴은 BBL단 로 코드페

이지를 나눔으로써 시각 으로 쉽게 악할 수 있다.

 PinTool에서 제공하는 Trace handling은 이러한 BBL단

 코드 실행을 감시하는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동화

된 감지모듈을 구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

은 다음과 같다.

   1) 그림4 (1) 각 BBL과 루틴의 의 시작 주소와 끝 주

소를 장하고  명령이 시작과 끝 주소 사이에 치

하면 반복 되는 코드페이지 라고 단한다.

   2) 그림4 (2) 1)의 코드 페이지에 데이터 송 명령이 

있다면 버퍼 복사/이동 명령셋으로 단한다. 

   3)  조건(그림4. CMP 명령의 두 번째 연산자)과 

데이터 소스(그림4. CL 지스터)에 오염된 데이터가 개

입된다면 버퍼오버 로우 취약 으로 분류한다.

<그림 3> 버퍼 복사/이동의 반복패턴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BBL단  기계어 패턴을 이용한 

버퍼 오버 로우 탐지 기법의 탐지율을 측정하기 해서 

표3의 실험 환경과 버퍼 오버 로우 취약 소 트웨어, 상

용화된 소 트웨어 총 5개를 상으로 BOFDetector을 

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취약소 트웨어는 Metasploit

에 등록되어있는 소 트웨어를 상으로 진행하 고, 상용

화된 소 트웨어는 임의로 선정하 다. 취약한 소 트웨어

는 모두 탐지에 성공하 고, 상용화된 소 트웨어 5개  3

개에 해 탐지에 성공하 다.

<표 3> 실험 환경  상 소 트웨어

5. 결론  향후 계획

   BBL단  기계어 패턴을 이용한 버퍼 오버 로우 탐지 

기법은 기존의 연구들이 갖는 문제 을 보완한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장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

리 코드를 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원본 소스가 필요 

없다. 둘째, 소 트웨어에 독립 으로 용되는 탐지기법

이기 때문에 재 빌드가 필요 없다. 셋째, 사용자 정의 인

라인 함수, 이름이 변경되는 네이티  함수, 컴 일러 최

화에 의해 인라인 되는 코드들이 갖는 버퍼 오버 로우 

취약 을 탐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버퍼 

오버 로우 취약  탐지의 사각지 를 없애는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3가

지 조건만으로 패턴을 분석하여 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로, 반복되는 코드페이

지 내에서 동 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경우 오버 로우

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오탐율에 향을 주게

되며 오버 로우 탐지 조건들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된

다.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 오탐율을 개선하기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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