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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e

• 서현호 (Hyeonho Seo)

• KDMHS 2년차

• 우분투가 메인 OS

• 윈도우는 쇼핑/게임용

• 흔한 잡식성 고등어(?)

• Automatic Vulnerability Detection

• POSIX Kernel Implementation

• Network Protocol

• C, Modern C++



정신차리고 보니 발표자



그럼, 이번 발표는

“이번 주제는 오픈소스란다“

“나는 보안 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둘을 합쳐보았습니다.

『오픈소스 보안에 대한 넓고 얕은 지식』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1. 일단은 용어정리

2. 범람하는 오픈소스 취약점

3.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4. 정리하자면…



일단은 용어정리

취약점(Vulnerability) : 권한 획득 혹은 특권 행위가 가능한 버그

공격 코드(Exploit) :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을 할 수 있는 코드

개념 증명(PoC) : 취약점의 이론 배경을 설명하는 것 혹은 그 코드

CVE : 취약점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표준 표기법

*CVE-0000-0000의 형태 (CVE-년도-번호)

*https://cve.mitre.org/



일단은 용어정리

• 버그 = 취약점(Vulnerability)?

• 글쎄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Bug

Exception

Crash

Vulnerability!!!

“이거 뭔가 이상한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터졌다고 합니다” 



일단은 용어정리

• 그래서 취약점 찾는 건 어떻게…?

• Black Box Testing :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조나 작동 방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버그 헌팅의 대부분

• White Box Testing :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혹은 그에 비견되는 정

보를 가진 상태에서 진행.



일단은 용어정리

• 취약점이 터지는 조건?

• Untrusted Input / Object가 필요

•  사용자(혹은 해커)로부터 값이 조작될 수 있는 입력 혹은 객체

• User Input으로 형성  Control Flow를 변조

• 결국 취약점의 기본은 의도치 않은 값의 처리에서 비롯됨



일단은 용어정리

• 예시를 들어 볼까?

#include <stdio.h>
#include <string.h>

int main(int argc, char** argv) {
char name[10];
strcpy(name, argv[1]);
printf("Hello, %s!\n", name);
return 0;

}

Untrusted Input
(Untrusted Source)

Untrusted Object
(Tainted Object)

char** argv char name[10]

누가 봐도 취약한 이 프로그램에서도 Untrusted Input / Object의 개념이 존재.

*이러한 취약점의 특성을 통해 취약점을 찾는 방법  Taint Analysis (차후 설명)



일단은 용어정리

1. 시스템 취약점 (바이너리/라이브러리)

1. Privilege Elevation

2. Memory Read

3. Command Execution

4. Etc…

2. 웹 취약점

1. Script Execution

2. SQL Vulnerability

3. Framework Vulnerability

4. Etc…



일단은 용어정리

1. Command Injection

2. Information Leak

3. Stack Memory Corruption

4. Heap Memory Corruption

• Attack Methods (System Vulnerability)



일단은 용어정리

• Attack Methods (System Vulnerability)

Command Injection

• 일부 프로그램에서 외부 명령어 실행 가능

• 해당 프로그램에서 악의적인 목적의 명령어를 실행

• 비교적 찾기 쉬워서 최근에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 취약점

• CVE-2016-3081 

(Struts2 DMI Remote Command Execution)



일단은 용어정리

• Attack Methods (System Vulnerability)

Information Leak

• 프로그램에서 악용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는 행위

• 프로그램의 이름, 버전 및 종속 라이브러리의 버전 등

• 몇몇 경우 동적 객체의 메모리 주소도 가져올 수 있음



일단은 용어정리

• Attack Methods (System Vulnerability)

Stack Memory Corruption

• ‘Stack Frame’에 대한 Overwrite가 주를 이루는 공격

 Stack Buffer Overflow

• BOF  Trampoline BOF  RTL / RTDL  ROP

• 곧 관짝(?)에 들어갈 공격방법



일단은 용어정리

• Attack Methods (System Vulnerability)

Heap Memory Corruption

Heap의 할당, 사용, 해제 등 광범위한 공격

Heap BOF, UAF, Heap Spray, Malloc Maleficarum 등등

Heap Memory Corruption은 앞으로도 생존 가능성이 높은 공격

기법



범람하는 오픈소스 취약점

1. CVE-2014-0160 (Heartbleed)
*OpenSSL - Heartbeat Protocol
*Memory Read Vulnerability

2. CVE-2014-6271 (Shellshock)
*GNU Bash – ENV Parse
*Command Execution Vulnerability

3. CVE-2015-0235 (GHOST)
*GNU Glibc – gethostbyname()
*Command Execution Vulnerability



범람하는 오픈소스 취약점

• CVE-2014-0160(Heartbleed)

OpenSSL 1.0.1~1.0.1f까지 존재한 취약점.

Heartbeat Extension  Memory Read

Heartbeat : 특정 서비스의 연결 상태 확인 및 유지

를 위한 경량 프로토콜을 의미

Heartbeat Extension내부에서 Length값에 대한

길이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취약점이 발생케 됨.



범람하는 오픈소스 취약점

• CVE-2014-0160(Heartbleed)

‘RFC 6520’ 에 명시되어 있는 Heartbeat의 구현

enum HeartbeatMessageType {
dummy,
heartbeat_request,
heartbeat_response

};

struct HeartbeatMessage {
HeartbeatMessageType type;
uint16_t payload_length;
opaque payload[payload_length];
opaque padding[padding_length];

};



범람하는 오픈소스 취약점

• CVE-2014-0160(Heartbleed)

OpenSSL의 Heartbeat 구현

1. 사용자가 Heartbeat Message를 Length와 함께 전송 (Request)

2.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 서버는 다음의 과정으로 응답 (Response)

1. 사용자가 넘겨준 Heartbeat Message를 Buffer에 저장

2. Response Heartbeat를 생성

3. Message Size만큼 Buffer에 저장되어 있는 Heartbeat 

Message를 다시 Response Heartbeat의 Payload에 넣음

4. Padding을 랜덤 값으로 붙임

5. 새로 만들어진 Response Heartbeat를 사용자에게 전송



범람하는 오픈소스 취약점

• CVE-2014-0160(Heartbleed)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2-3번을 다시 살펴볼까요.

‘Message Size만큼 Buffer에 저장되어 있는 Heartbeat Message를 다

시 Response Heartbeat의 Payload에 넣고 Padding을 붙임.’

그런데 말이죠…

‘Message Size’라는 거, Request에서 한 번 본 것 같지 않아요?



범람하는 오픈소스 취약점

• CVE-2014-0160(Heartbleed)

코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1) – Request 처리

int tls1_process_heartbeat(SSL *s)
{
unsigned char *p = &s->s3->rrec.data[0], *pl;
unsigned short hbtype;//Heartbeat type (Req/Res)
unsigned int payload;//Payload size (szPayload)
unsigned int padding = 16;//Minimum Padding Size

hbtype = *p++;//Heartbeat[0] : Req/Res
n2s(p, payload);//Heartbeat[1~2] : szPayload
//Get request payload size
pl = p;//Payload Pointer



범람하는 오픈소스 취약점

• CVE-2014-0160(Heartbleed)

코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2) – Response 처리

buffer = OPENSSL_malloc(1 + 2 + payload + padding);
bp = buffer;
//1(Request/Responce) + 2(Length) + payload(szPayload) + 
padding(16)

*bp++ = TLS1_HB_RESPONSE;//Set Req/Res
s2n(payload, bp);//Set request payload size (szPayload)
memcpy(bp, pl, payload);
//memcpy(response_payload, request_payload, 
szPayload(=request_length))
bp += payload;//Set pointer for padding
RAND_pseudo_bytes(bp, padding); //Random padding



범람하는 오픈소스 취약점

• CVE-2014-0160(Heartbleed)



범람하는 오픈소스 취약점

• CVE-2014-0160(Heartbleed)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 User Input으로부터 전달받은 Payload Length를 그대로 사용

• 정상적인 Heartbeat = “Hello라는 5글자를 Response해주세요”

• 그런데, “Hello라는 65536글자를 Response해주세요”라고 한다면?

• 65536에서 Hello 빼고, 나머지 65531개의 Byte는 어디서 구하지?



범람하는 오픈소스 취약점

• CVE-2014-0160(Heartbleed)

Memory Read Vulnerability!

• 메모리를 Payload Length만큼 무조건 긁어오게 됨

• 그럼, OpenSSL 취약 버전을 이용해 직접 테스트 해보자

• Hello라는 Heartbeat Message와 65536의 Length를 사용



범람하는 오픈소스 취약점

• CVE-2014-0160(Heartbleed)

DEMO

ID, Password를 Plain Text형태로 Client-side에서 볼 수 있음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 Fuzzing

• Taint Analysis

• Symbolic Execution

• Source Code Auditing

• Diffing

• Reverse Engineering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 Source Code Auditing

모든 취약점 검사의 기본

• 공개된 코드를 Code Level에서 검사

• 탐색할 취약점을 미리 정해놓고 Auditing을 진행

• 가장 먼저 Reference Manual을 확인할 것

• 수집한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변수나 구조체를 마치 디

버깅하듯이 Trace해 나가면 됨

• Cross Reference Site를 이용하면 편함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 Source Code Auditing

취약점 별로 주의 깊게 살펴 볼 코드 패턴

• Command Execution

• CreateProcess, exec, system등의 함수 등을 중점적으로 탐색

• Stack Memory Corruption

• memcpy, strcpy, gets, fgets등과 같은 Vulnerable Function을 탐색

• Heap Memory Corruption

• Allocation – Free 쌍이 존재하는지 확인

• 같은 Symbol에 대해 Double Free / Use After Free여부를 검사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 Diffing

• 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점을 찾는 방식

• Source Code Diffing / Binary Diffing

▲ Source Code Diffing (Meld)

◀ Binary Diffing (IDA + Darungrim)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 Diffing

• Diffing을 이용해서 1-Day취약점을 찾을 수 있음

• 이전 버전의 어떠한 부분에 취약점이 있었는지 유추 가능

• 보안 패치가 배포될 때마다 적용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

• 비록 발표되지 않고, Vendor사에서 자체적으로 패치한 취약점이라도

Diffing을 통해서 1-Day Exploit이 제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 Reverse Engineering

• 바이너리에 대해 동적 / 정적인 분석 진행

• Controllable Object를 찾고, 추적하는 것

• 대게 Black Box Testing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버그 헌팅에서도 필수

• 실제 실행 시 메모리의 구조와 내용은 예상할 수 없음

• 대표적으로 Heap계열 취약점

• GDB (GEF / PEDA), DDD, IDA, x86Dbg, OllyDbg 등이 사용 됨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 Reverse Engineering : GEF (GDB Enhanced Features)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 Reverse Engineering : IDA (The Interactive Disassembler)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 Fuzzing

• Valid한 User Input을 Base로, 내부 값이나 구조 등의 무작위적 변조

를 통해 예기치 못한 취약 루틴에 대한 탐색

• Media File과 같이 Complex한 Input에 있어, 효율성이 높음

• 어디까지나 무작위적인 공격이므로 존재할지도 모르는 취약점을 찾는

것에 걸리는 시간조차 예상 불가능  우연에 의존

• Crash를 일으키더라도 어디서 취약점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음

• Seed Input에 따라 Routine Coverage가 달라짐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 Fuzzing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 Taint Analysis

• Taintness라는 기준으로 모든 데이터들과 객체들을 추적하는 방법

• Untrusted Source / Object를 Tainted (Source) Object로 정의

• 해당 Object에서 파생되는 모든 값을 추적해 나감

• Control Flow상에서 User Input으로 Controllable한 Object들을 탐

색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음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 Taint Analysis

• Taint는 Taint propagation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예시) 

eax : 0x12345678  Tainted

ebx : 0xAABBCCDD  Not Tainted

mov %ax, %bx  ebx : 0xAABB5678  Tainted(Partially)

shl %ebx, $8  ebx : 0xBB567800  Tainted(Partially)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 Taint Analysis

• Tainted Object’s Lifetime

• Untainted  Tainted

• Allocated or Calculated with Untrusted Input / Object

• Allocated or Calculated with Tainted Object

• Tainted  Untainted

• (Fully) Allocated from Untainted Object / Static Object

• Calculate Result == Constant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 Taint Analysis

• DBI (Dynamic Binary Instrumentation) 도구들로 추적

• 바이너리의 빌드 없이 디버깅 혹은 실행 정보 수집에 필요한 추가 루틴

을 추가 가능케 해주는 도구

• Virtual Machine을 구성, 필요할 때마다 Control Flow사이에 추가적

인 루틴을 끼워 넣을 수 있음

• 즉, Tainted Source Object만 알 수 있다면 취약 바이너리에 대해

Instruction Tracing으로 Taint Analysis가 가능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 Taint Analysis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 Symbolic Execution

•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변수(혹은 객체)를 미지수(Symbol)로 표현

• Control Flow를 해당 미지수를 포함하는 조건식의 형태로 나타냄

int func(int a) {
if (a) 

if (a - 16 > 5)
vuln();

else
a = 1;

return a;
}

a = x

a = x & x ＞ 0 ∧ x – 16 ＞ 5

위와 같이 변수의 값을 Symbol화 한 뒤,

모든 조건에 대한 실행 흐름을 수학적으로 조사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 Symbolic Execution

• Taint Analysis와 비교했을 때, Taint Analysis는 초기에 주어진 Tainted 

Object의 실행 경로를 추적해 나가는 좁고 깊은 방식

• Symbolic Execution은 모든 실행 경로에 대해 여러 값들로 넓게 퍼져나가는

방식

• 분기가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증가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 Taint Analysis vs Symbolic Execution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 Etc…

• 지면이 부족해서 설명은 무리지만, 유사도 비교라는 방법도 있음

• 소스코드 표절 탐지와 비슷한 방식에, ML의 접목도 가능함

• Vulnerability Extrapolation… 이라는 논문을 기반으로 함

https://www.tu-braunschweig.de/Medien-DB/sec/pubs/2011-woot.pdf

https://www.tu-braunschweig.de/Medien-DB/sec/pubs/2011-woot.pdf


정리하자면…

• Vulnerability

• Vulnerability

The system flaw what malicious user is able to gain unauthorized 

access or privileges 

• Vulnerability ⊆ Crash ⊆ Exception ⊆ Bug

• Caused by ‘Untrusted Input / Object’

• System Vuln : Command Injection, Memory Corruption, etc…

• Web Vuln : XSS, CSRF, SQLI etc…



정리하자면…

• Finding Vulnearbilities

• Source Code Auditing : Code pattern, User input

• Diffing : 1-day vulnerability, Finding changed code / instruction

• Reverse Engineering : Untrusted object, Tracing, Black box testing

• Fuzzing : Random input, Seed input, Probabilistic

• Taint Analysis : Tracing tainted object, Taint propagation, DBI

• Symbolic Execution : Symbolization, Formulation, SMT Solver

• Try to combine these methods for finding vulnerabilities



Q&A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