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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코드 주입 공격(Code Injection Attack)은 데이터가 실행가능 하고, 리턴 기반의 프로그래밍 공격
(Return-Oriented Programming)은 코드가 읽기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 공격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데
이터와 코드 사이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 최신 논문에서
데이터와 코드를 분리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일반화된 용어나 방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와 코드가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을 가지도록 관리하는 방식을 메모리 접근 분리기법으로 정의하고, 최신
논문들에서 메모리 접근 분리기법를 활용한 방식을 코드 숨기기 목적과 접근 관리 목적 두 가지로 나누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접근 분리기법 사용한 향후 연구 방향
을 제안한다.
Ⅰ. 서

론

버퍼 오버 플로우(Buffer Overflow) 취약점을 사용
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코드 주입 공격(Code
Injection Attack)은 프로세서가 공격자에 의해 주
입된 데이터를 코드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격이다. 또한 리턴 기반의 프로그래밍(Return Oriented Programming)은 공격자가 라이브러리
나 프로그램의 코드를 읽어 특정 명령어의 주소를 알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격이다. 이런 문제의 근본
적인 원인은 데이터가 ‘실행’ 가능하고 코드가 ‘읽기’ 가
능한 것처럼 데이터와 코드 사이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
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 접근 분리기법으로 정의하고, 이
기술을 활용한 최신 논문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메모리
분리기법은 데이터와 코드가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을
가지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용
도로 이 기법의 활용 방안을 구분하였다. 첫 번째 방법
은 외부 프로그램으로부터 자신의 프로그램 코드를 숨
기기 위한 방법이다. 이는 공격자로부터 코드를 보호할

수도 있으며,〔3,4,5〕방어프로그램으로부터 공격코드를
보호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1,6〕두 번째는
접근 관리 목적으로 데이터와 코드를 분류하여 코드는
실행만 가능하고, 데이터는 읽기, 쓰기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법이다.〔2,6,7〕이 방식은 공격의 근본적인
원천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 다양한 이름으로 흩어져서 활용
되어 왔던 기술을 메모리 접근 분리기법으로 정의하고
이를 일반화 하였다. 또한 이 기술을 활용한 논문들을
취합 정리하였다.
이후 논문의 구성은 메모리 접근 분리기법에 대한 설명
과 이 기술을 활용한 최신 논문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
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로 정리한다.

Ⅱ

. 메모리 분리 기법

메모리 접근 분리기법은 데이터와 코드가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을 가지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데
이터와 코드를 분리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파
일 헤더에서 코드와 데이터영역을 제공하지만 실행 중
인 프로세스에겐 유용한 정보가 못된다. 이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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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메모리 분리 기법[1]

위해 프로세서가 메모리에 접근하는 읽기, 쓰기, 실행
(read, write, execute) 행위로 데이터와 코드를
분리할 수 있다.
정상적인 경우, 코드는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
문에 프로세서가 메모리를 ‘실행’으로 접근하면 해당 영
역은 코드로 간주한다. 데이터는 읽기와 쓰기가 주목
적이다. 그러므로 프로세서가 메모리를 ‘읽기’, ‘쓰기’로
접근하면 해당 영역은 코드로 간주한다. 코드와 데이터
를 논리적으로 분리하였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림1]과
같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
다. 하나의 메모리는 데이터용 메모리로 읽기, 쓰기가
발생하였을 때 접근하는 메모리 영역이고, 다른 메모리
는 명령어용 메모리로 실행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는
메모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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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접근 분리기법의 활용 비교

메모리 분리기법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
다. 첫 번째로 외부 프로그램으로부터 자신의 프로그램
코드를 숨기기 위한 방법이다. 두 번째는 접근 관리 목
적으로 데이터와 코드를 분류하여 코드는 실행만 가능
하고, 데이터는 읽기/쓰기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
법이다. 각 논문의 위협 모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
법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3.1. 숨기기 위한 목적

프로세서가 코드 영역에 ‘읽기’로 접근한다면 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코드를 숨길 수 있
다.
Sherri Sparks 등〔1〕은 루트킷을 숨기기 위하여
메모리 분리 기법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루트킷 탐
지 프로그램은 커널코드를 읽고 루트킷 존재 여부를 식
별한다. Sherri Sparks 등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프
로세서가 ‘읽기’로 접근하면 쓰레기 코드를 보여주고
‘실행’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루트킷 코드가 실

[표 1] 제안 방식별 비교 분석
참조 위협 모델
보호 목표 공격 목표
문헌
무결성
루트킷 코드
[1] 커널검사
숨김
안전한
커널
[3] 커널 루트킷 코드 숨김
커널
[4] 커널 루트킷 안전한
코드 숨김
INT3
[5] 안티-디버깅기
술
명령어 숨김
코드와
[2] 코드공격주입 데이터
분리
코드 무결성 루트킷 코드
[6]
검사
숨김
리턴
기반의
코드
읽기
[7] 프로그래밍
불가

행된다. 그러므로 읽기로만 커널에 접근할 수 있는 루
트킷 탐지 프로그램은 어떠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
하게 된다.
이후 메모리 분리 기법은 방어프로그램에 많이 적용
되었다. Riley등〔3〕과 Michael Grace 등〔4〕은 루
트킷으로부터 커널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인 커널코
드와 안전한 커널 코드를 별도로 관리한다. 프로세서가
‘읽기’로 접근할 때 일반적인 커널코드가 존재하고, ‘실
행’으로 접근할 때는 안전한 커널 코드를 실행한다. 루
트킷은 커널을 ‘읽기’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널을 변조하게 된다. 하지만 이 변조된 일반적인 커
널은 프로세서에 의해 절대 실행되지는 않는다. 왜냐하
면 프로세서가 ‘실행’으로 커널 코드에 접근할 때에는
다른 메모리 영역에 존재하는 안전한 커널 코드를 실행
하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디버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최신 악성코
드는 안티-디버깅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예로
브레이크 포인트에 해당하는 INT3명령어가 악성코드
내에 존재한다면 이는 디버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악성코드 실행을 중지해 버린다. 이러한 안티-디버깅
기술을 우회하기 위해 Zhui Deng 등〔5〕은 보이지 않
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제안하였다. 안티 디버깅 기술은
코드를 읽기로 접근하는 점을 활용하여 프로세서가 메
모리를 ‘읽기’로 접근할 경우에는 INT3 명령어가 존재
하지 않는 일반적인 코드를 보여준다. 프로세서가 ‘실
행’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실제 디버거가 실행하는 것이
기 때문에 INT3명령어가 보이도록 하여 정상적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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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코드, 데이터 분리 목적

Riley 등〔2〕은 코드 주입 공격을 막기 위해 코드와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는 하버드 아키텍쳐를 가상화하
였다. 하나의 메모리에서 데이터와 코드를 모두 처리하
는 폰노이만 아키텍쳐와는 다르게 하버드 아키텍쳐는
코드와 데이터가 별도의 메모리영역을 가진다. 폰 노이
만 아키텍쳐 위에 이러한 특징을 가상화하기 위해 페이
지단위에서 프로세서의 접근을 읽기, 쓰기, 실행을 구
분하여, ‘읽기’는 데이터용 메모리만 접근가능하고, ‘실
행’은 명령어용 메모리만 접근하도록 하였다.
Jacob Torrey〔6〕는 실행프로그램에서 코드영역을
분리하여 코드 무결성 체크를 제안하였다. 이때 운영체
제나 부트로더는 코드와 데이터가 섞여있기 때문에 코
드영역만 분리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서
가 ‘읽기’로 메모리에 접근하는 경우는 코드로 간주하여
이 메모리에 대해 무결성을 검증한다.
Michael Backes 등〔7〕은 ROP공격을 막기 위해
코드는 오직 실행만 가능하고 읽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
을 제안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읽기’는
데이터로, ‘실행’은 코드로 접근 방식을 나누었다. 기존
의 접근 방식과는 다르게 한번 더 절차를 거친다. 파일
의 헤더정보를 활용하여 읽기가 수행된 메모리 영역이
코드영역인지 데이터 영역인지를 확인한다. 만약 코드
영역이라면 이는 ROP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
고 판단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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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코드와 데이터를 분리하기 위한 메
모리 접근 분리 기법이 무엇인지와 이 기술을 활용한
논문들을 소개하였다. 우리는 메모리 분리 기법의 활용
방법을 숨기기 위한 목적과 코드, 데이터 분리 목적으
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사용자는 원하는 목적에 맞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메모리 접근 분리 기법
은 단지 기술이기 때문에 공격도구 혹은 방어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여 공격 도구를 만들지 못하도
록, 숨겨진 코드를 찾아내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므로 방어 도구로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서는 코드를 숨기는 목적보다는 코드와 데이터를 분리
하는 목적으로 사용 되여야 한다. 이는 방어방법이 아
닌 사전에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보호방법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공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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