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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기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직 해킹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단어들이 무슨 외계어처럼 느
껴지실텐데요, 이는 해커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요 해킹 기법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버퍼 오버플로우(Buffer Overflow)란 이처럼 다양한 해킹 기법들 중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수 많은 종류의 해킹 기법들 중 가히 제왕이라고 할 수 있을만한 강력한 공격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버퍼 오버플로우는 로컬 응용 프로그램, 네트워크 서비스, 웹 브
라우져, 음악/영화 프로그램, 워드 프로세서, 노래방, 게임, 이메일.. 등 사실상 존재하
는 모든 종류의 컴퓨터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범용적인 취약점이기 때
문입니다.

이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기술을 이용하면 일반 사용자 권한을 최고 권리자 권한으로 
상승시킬 수도 있고, 원격 상의 다른 PC의 접근 권한을 획득할 수도 있으며, 문서파일, 
이미지파일 등 실행파일 형태가 아닌 것을 마치 실행파일인 것처럼 조작해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기술을 습득한 해커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무기를 가진 공격자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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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 오버플로우 해킹 기술을 이용하면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신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공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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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엇보다도 컴퓨터 공부, 해킹 공부가 더 좋았던 시절..

어디선가 “버퍼 오버플로우 해킹 기술로 프로그램을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을 처음 
주워들은 저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해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진행하고 종료가 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공격한다는 말이지?’

그리고 그 때 전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C언어 프로그램을 떠올렸었습니다.

#include <graphics.h>

main()
{
 line(10, 20, 50, 20); // xy 좌표 10, 20에서 50, 20으로 직선을 그어라
 line(50, 20, 20, 50); // xy 좌표 50, 20에서 20, 50으로 직선을 그어라
 line(20, 50, 35, 10); // xy 좌표 20, 50에서 35, 10으로 직선을 그어라
 line(35, 10, 50, 40); // xy 좌표 35, 10에서 50, 40으로 직선을 그어라
 line(50, 40, 10, 20); // xy 좌표 50, 40에서 10, 20으로 직선을 그어라
}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한 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위 소스 
코드는 단지 이해를 위해 예로 든 것입니다. 실제로 컴파일을 하려고 하면 에러가 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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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순서 그대로 실행하다 
종료가 됩니다. 

즉, 직선 하나 찍! -> 둘 찍! -> 셋 찍! -> 넷 찍! -> 다섯 찍! -> 끝!
그리고 더 이상 실행할 코드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여러번 실행해도 항상 같은 결과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 경이로운 해커 형님,누님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공격”하겠노라고 이야기합
니다. 도대체 얘를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겠다는 말입니까? 

이와 같은 의문을 가슴에 품은 채 시간이 흐르고.. 

버퍼 오버플로우 및 C언어 공부를 열심히 한 저는 이윽고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간과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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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위의 예제와 같이 항상 정해진 결과만을 보여주지 않는 형태의 프로그램
들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엔 다음의 소스 코드를 한번 봅시다.

main()
{
 char name[20];
 printf(“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 “);
 gets(name);
 printf(“아, 당신의 이름은 %s이군요.\n”, name);
}

이와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은 다음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어떤 프로그램이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프로그램의 다음 행동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위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 ./test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 

[여기서 저는 멍멍이라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아, 당신의 이름은 멍멍이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 ./test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

[이번에 저는 구타라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아, 당신의 이름은 구타이군요.

./01/tes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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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제는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록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차이이긴 하지만, 저의 입력 내용에 따라 결과 값이 다
르게 출력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합니다. 

이번엔 조금 더 와닿을만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머드(MUD)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텍스트 기반의 컴퓨터 게임을 흉내내본 모
습입니다.

[천년의 계곡 게임 속으로 입장하셨습니다.]
[어디로 이동하시겠습니까?]

1. 마을
2. 상점
3. 어둠의 동굴
4. 텔레포트 장소

>> 3 <엔터>

[어둠의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딘지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몬스터 “아메바”를 만났습니다. 아메바와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훗.. 이까짓 것 검으로 공격한다.
2. 멋드러지게 마법을 사용한다.
3. 아이템을 사용한다.
4. 이 전투에서 도망간다.

>> 1 <엔터>

[당신은 아메바를 공격합니다.]
[공격 성공!! 아메바의 HP가 -30 감소하였습니다.]

[이번엔 아메바가 당신을 공격합니다.]
[당신의 HP가 -900 감소하였습니다. 당신은 사망하였습니다.]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당신은 완전 허접하군요.]

이 머드게임 역시 사용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이 달라
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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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현되었느냐에 따라 항상 똑같은 순서로 실행될 수도 있
고,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결과나 실행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당연하고도 단순한 내용 속에 버퍼 오버플로우의 핵심이 숨어있었
던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그 전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입력을 받는다는 것이며,
그 입력 값에 따라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멍멍이라고 입력하든, 구타라고 입력하든 혹은 마을로 이동하든, 상
점으로 이동하든간에 그 결과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력한 값
들은 모두 “정상적인” 값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값을 입력 받은 프로그램은 단지 정상적인 결과만을 보여 줄 뿐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즉 “비정상적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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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를 보면 버퍼 오버플로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주
문이 존재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 ./test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

[이번에 저는 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
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
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라는 긴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아, 당신의 이름은 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
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
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이군요.
Segmentation fault (core dumped)

그 비밀스러운 주문이란 바로.. 
“비정상적으로 긴 문자열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Segmentation fault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에러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것은 프로그램에 에러가 발생했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즉, 비정상적인 긴 문
자열에 의해 프로그램에 에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을 받는” 것이다.

2.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은 프로그램은 입력 내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3. 만약 비정상적인 내용을 입력하면, 프로그램 역시 비정상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4. 비정상적인 행동 중 하나는 “아주 긴 내용”을 입력해 보는 것이다.

5. 이 아주 긴 내용을 입력 받은 프로그램은 에러를 내뱉는다.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에러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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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인을 알게 되면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기술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결국에는 이를 응용하여 취약점 공격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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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나오는 내용을 따라해보고 싶어요

● 실습용 vmware 이미지 다운로드 
http://bit.ly/ntat42

 
● login 계정

아이디 : student
패스워드 : student

● vmplayer 다운로드
http://bit.ly/AEDaPn

* vmware란 운영체제 안에서 또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는 가상 
PC 환경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여러분은 Windows 운영체제 
안에서 실습 환경인 Linux 운영체제를 복잡한 준비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vmplayer 설치 후에 open 메뉴를 클릭하고, 압축을 푼 실습용 
vmware 이미지를 지정해 줍니다. 

실습에 사용되는 Linux 운영체제는 1999년도에 공개된, 즉 10년도 더 된 구식 배포본
인 Redhat Linux 6.2입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따라 운영체제 개발자들은 다양
한 버퍼 오버플로우 방지 기술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것을 해커가 다시 뚫고, 개발자는 다시 방어하는 식으로 운영체제의 보안은 지금까
지 발전되어 왔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이러한 훈련 과정을 거친 현재의 운영체제들은 초보 분들이 공
부하기엔 이미 너무 강력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실습 대상으로서 오래된 
Redhat 6.2를 선택한 것입니다.

Redhat 6.2는 버퍼 오버플로우에 대한 보안 패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초보 분들이 연
습하기에 제격입니다. 물론 앞으로 시리즈가 진행됨에 따라 보안이 강화된 OS 역시 실
습 대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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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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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에 사용되는 주요 리눅스 명령들

파일 목록 보기 : ls –al

디렉토리 이동 : cd [디렉토리명]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 : cd ..

현재 디렉토리명 확인 : pwd

파일 내용 확인하기 : cat [파일명] 

파일 내용 편집하기 : vi [파일명] 

  입력모드 - i

  명령모드 - esc

  저장 - esc입력 후 :w 

  종료 - esc 입력 후 :q

소스 코드 컴파일하기 : gcc -o [프로그램명] [소스코드명]

프로그램 실행하기 :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에 인자 전달하기 : ./[프로그램명] [인자1] [인자2] ...

현재 자신의 권한 확인하기 : whoami 혹은 id

IP 확인하기 : /sbin/ifconfig

IP 변경하기 : /usr/sbin/netconfig (root 권한 필요)

지금까지 입력한 명령목록 보기 : history

실행중인 프로그램(프로세스) 목록 보기 : ps -aux

시스템 리부팅 : reboot (root 권한 필요)

시스템 종료 : halt (root 권한 필요)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 실행 : sudo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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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용 리눅스에 터미널 접속하기

실습용 리눅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콘솔 접속과 터미널 접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
다. 콘솔 접속이란 vmplayer 화면 안에서 실습용 리눅스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터
미널 접속은 vmplayer 화면 밖에서 원격 터미널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습용 리
눅스에 접속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들 중 실습 시엔 후자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콘솔 접속 시엔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복사와 붙여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면 스크롤이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면 크기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추천해 드리는 원격 터미널 접속 프로그램들입니다.

     Putty
 개발 : PuTTY Team 
 가격 : 무료
 다운로드 : http://bit.ly/yiklUa 

     Xshell
 개발 : 국내 netsarang社
 가격 : 학습용으로 사용 시 무료
 다운로드 : http://bit.ly/ytIxaq 혹은 www.netsarang.co.kr
 * 설치 시 “Free for Home/School”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시험삼아 앞서 배운 내용을 한번 실습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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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MPlayer를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 http://bit.ly/AEDaPn

   

2. Redhat 6.2 이미지를 다운받아 압축을 푼 후, VMPlayer로 로딩합니다.

   - http://bit.ly/ntat42

3. student/student로 로그인을 합니다.

4. 01이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 cd 01

5. 다음과 같이 test.c를 컴파일 합니다. 

   $ gcc -o test test.c

6. $ ./test 를 실행합니다.

7. 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를 충분히 많이 

    입력합니다. 

8. segmentaion fault 에러를 확인합니다.

 Putty나 Xshell로 접속 시, 연결 방법은 “TELNET”으로 설정합니다.

 실습 서버의 IP는 로그인 후, /sbin/ifconfig 명령으로 확인합니다.

실습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