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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여 소프트웨어를 무력화하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에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분석

하는 보안 테스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안 테스팅의 자동화된 방법 중 하나인 퍼징 기법은 소프트웨어의 입력에 

타당하지 않은 무작위 값을 삽입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의 예외 즉, 잠재적인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파일 퍼징 과정

에서 효율적인 파일 변이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한 퍼징 기법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보안성을 높이고자 한다.

키워드: 소프트웨어(software), 취약점(vulnerability), 보안 테스팅(security testing), 퍼징(fuzzing)

I. 서론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보안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 때는 사이버 공격의 약 75%가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손실과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 NIST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배포 

후의 코드 수정 비용이 설계 단계의 코드 수정 비용보다 30배가 

더 소요된다고 한다[2].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안전한 구현과 개발 전체 비용의 감소를 

위해서 개발 단계에서 취약점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3]하며,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보안 테스팅의 중요성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 테스팅의 자동화된 방법 중 한 가지 로 퍼징 기법이 

있다. 퍼징 기법은 무작위 값, 비정상 값, 기대하지 않는 값 등을 

소프트웨어에 주입하여  소프트웨어 실행 시 예외를 발생시키며 

취약점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퍼징은 기존 무작위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입력 대상인 파일의 구조를 파악하여 정상 파일로 

인식하는데 필요한 일부 영역을 고려하여 변경시키는 파일 퍼징 

기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변이된 파일들은 인식률이 높기 때문에 

취약점 발견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파일 퍼징 기법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파일의 

취약점을 분석한다. 제안하는 파일 변이 방법은 구조가 파악된 파일 

내에서 크기 필드들을, 각 섹션의 ID 필드들의 검색을 통해 찾아낸 

후 무작위로 뒤섞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한 퍼징 기법을 통해 소프트웨

어의 취약점을 발견하여 보안성을 높이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1. 퍼즈 테스팅(Fuzz Testing)

퍼즈 테스팅(혹은 퍼징)은 소프트웨어에 입력되는 값을 특정 규칙에 

따라 수많은 값으로 변형하여 주입한다. 이 중 예상치 못한 값을 

소프트웨어가 실행하여 발생하는 오작동을 탐지하고 그 결과로부터 

취약점을 발견한다.

이러한 퍼징은 다량의 데이터를 주입함으로써 많은 취약점을 동시

에 발견할 수 있어, 개별적인 분석을 통한 기법에 비해 효율적이다. 

또한 개발자의 미숙함이나 실수가 아닌 예상할 수 없는 부분에서의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퍼징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표 1>과 같은 6단계로 구성된다[4]. 

각 단계는 기법에 따라 통합 또는 분할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가진다.

구 분 내 용

1단계 대상 분석
대상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정보 분석

2단계 입력 분석
공격 활용 가능한 데이터 식별, 

변이 규칙 생성

3단계
테스트 케이스

생성

2단계에서 생성된 규칙에 따라 

생성 또는 변이

4단계 프로그램 실행
3단계에서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를 입력하여 실행

5단계 예외 모니터링
4단계에서 실행된 대상에 대한 

각종 예외 로그 기록

6단계 예외 분석
5단계에서 발생한 예외 정보 

분석, 위험성 결정

Table 1. 퍼즈 테스팅의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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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즈 테스팅의 종류는 퍼징의 과정 중 주로 2단계의 데이터 주입 

형태와 대상 포맷 구조의 이해 유무, 3단계의 퍼징 데이터 처리 

방법에 따라 <표 2>와 같이 구분된다.

구 분 종 류 내 용

데이터

주입 형태

단 순 키보드 입력

파 일 파일 입력

네트워크 패킷

포맷구조

이해 유무

덤

(Dumb)

블랙박스,

분석하지 않은 수준

스마트

(Smart)

화이트박스,

소스코드 수준 분석

바이너리

(Binary)

그레이박스,

역공학을 통한 분석

퍼징 데이터

처리 방법

생성 기반
완전히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 생성

변이 기반
기존 테스트 케이스의

일부 데이터 변경

Table 2. 퍼즈 테스팅의 종류

퍼징을 통한 취약점 발견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퍼징 

기법 중에서 목적과 대상, 여건에 맞는 기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석 정도에 따라 취약점 발견의 효율성은 

물론 퍼징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자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 동향은 효율적인 데이터를 주입하여 취약점 발견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파일 형식 취약점(File Format Vulnerability)

네트워크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 이미지 뷰어, 미디어 플레이어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신뢰성이 불투명한 파일들을 별도의 검증과정

이 없이 일상적으로 처리하게 되지만, 압축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에 쓰인 형식과 부호화는 아주 복합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분석하기 

어렵다.

또한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들은 하나의 파일 헤더와 다수의 섹션들

로 이뤄지며, 각 섹션에는 섹션 헤더가 있다. 각 섹션 헤더에는 해당 

섹션에 몇 바이트 크기의 데이터가 담겨 있는지를 설명하는 섹션 

크기 필드 등 여러 필드 영역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필드 영역들은 파일에 대한 정보는 물론, 정상적인 파일로 

인식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교묘하게 변경한 

파일을 소프트웨어가 사용할 경우, 서비스 거부나 메모리 침입 취약점 

등이 발생하여 악성코드를 실행하는 공격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진다.

퍼즈 테스팅의 종류 중 하나인 파일 퍼징 기법은 이러한 파일 

형식의 취약점을 활용한다. 대상 소프트웨어가 입력으로 사용하는 

파일 형식을 분석하고 일부를 변이시킨다. 변이시킨 파일은 소프트웨

어를 통해 실행되며, 만약 악성코드의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상 

현상이 발생될 경우 분석하여 취약점을 발견한다.

III. SW 취약점 분석 기법

1. 파일 퍼징 프로세스

제안하는 파일 퍼징 기법은 입력 대상인 파일을 변이시키는 방법에 

있어, 기존의 방식과 달리 예외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헤드 영역만 

변경시키는 파일 퍼징 기법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MITRE의 

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에서 대부분 파일 

구조 중 데이터 필드 부분이 아닌 헤더의 주요 필드를 변이시켰기 

때문이다[5].

제안한 방법은 먼저, 파일을 바이너리로 변환하여 필드영역을 구분

한다. 그 다음 해당 파일 구조의 특징을 활용하여 섹션 크기 필드들을 

찾아낸 후 무작위 변이시켜 테스트 케이스들을 생성한다.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들은 퍼징 도구를 통해 대상 소프트웨어에서 실행되며, 

예외가 발생할 시 악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취약점을 식별한다. 전체적

인 퍼징 프로세스는 [그림 1]과 같으며, 이는 입력 분석 단계에서 

입력 파일에 대한 16진수 바이너리 변환과 분석을 구체화한 프로세스

이다.

Fig. 1. 변이기반 바이너리 파일 퍼징 프로세스

기존의 파일 퍼징 방식에서는 주로 바이너리 포맷 내부의 텍스트 

데이터와 비트율, 템포, 주파수 필드를 가장 큰 값이나 0으로 변경하였

다. 또한 변경된 값에 맞추어, 데이터 손실이나 파일 조작 여부를 

검사하는 CRC 필드에 정상적인 값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테스팅을 수행하였다[6].

  하지만 이러한 파일 퍼징 방식과 같이 세부적인 여러 값을 변이시

키기 위해서는 입력 파일의 분석을 위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며, 

분석이 제한될 경우 테스팅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헤더의 

주요 필드 중 가장 많은 악용사례를 발생시킨 크기 필드만을 찾아내어 

퍼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2. 취약점 판단

퍼징 분석을 실시하고 중복되는 예외를 식별하여 <표 3>과 같이 

4가지로 분류된 악용 가능성 등급을 판단하고 최종 취약점을 식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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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세부 내용

E Exploitable 공격에 이용될 가능성 존재

PE
Probably

Exploitable

공격에 이용될 가능성 존재

/ 오탐 가능성 고려

PNE
Probably

Not Exploitable

공격에 이용될 가능성 희박

/ 오탐 가능성 고려

U Unkown 알 수 없음

Table 3. 악용 가능성 등급

이 때, 도구에 의한 악용 가능성 분류가 오탐 가능성과 더불어 

크래시 전후의 코드 실행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지점만으로 

위험정도를 판단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참고하여 무조건적인 신뢰보다

는 추가적인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IV. 사례 연구

1. 파일 구조 분석

제안된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파일 포맷 중 하나인 AVI 포맷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바이너리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 정상적인 AVI 포맷의 입력 파일을 16진수

로 변환하면 [그림 2]와 같다. 이와 같이 바이너리 형태로 변환된 

파일은 해당 파일 포맷의 데이터 형식에 따라 바이트 단위로 분석하여 

세부적인 필드로 구분되어야 한다.

Fig. 2. 16진수 바이너리 형태로 변환된 AVI 파일

2. 테스트 케이스 생성

AVI 파일은 RIFF 포맷의 일부이며, 다른 RIFF 파일과 마찬가지로 

AVI파일도 [그림 3]과 같이 하나의 RIFF 헤더와 여러 개의 Chunk와 

LIST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RIFF의 헤더 및 Chunk, 

List 블록의 0x00은 각각의 ID를, 0x04는 파일 크기를 의미한다. 

각 0x04의 크기 필드는 0x00의 ID 필드 바로 다음에 위치하며, 

4바이트의 크기를 고정으로 헤더 8바이트를 제외한 해당 블록의 

크기를 저장한다. AVI 파일에서 크기 필드는 4바이트로 파일 전체 

구조나 각 하위 섹션들의 크기를 결정하는 필드이기 때문에 변이 

시 파일 전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ID필드는 항상 텍스트 그대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각각의 ID 필드가 가지는 RIFF, LIST, avih 등의 

텍스트를 [52, 49, 46, 46]과 같이 16진수로 검색한 후 이어지는 

4바이트의 16진수를 무작위로 변경시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면 

크기 필드가 변이된 AVI 파일들이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용하

여 퍼징 도구를 통해 대상 플레이어에 입력되며, 테스팅 수행 중 

결함을 발견한다.

Fig. 3. AVI 파일 포맷의 구조

V. 결론 및 향후 연구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을 효율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파일 퍼징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먼저 대상 소프트웨어가 

입력으로 사용하는 파일 포맷을 바이너리 분석하여 주요 특징을 

도출한 후 다수 취약점이 발견되는 섹션 크기 필드들을 중점적으로 

변이시켜 퍼징에 필요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였다. 기존 기법에 

비해 불필요한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최소화하여 적은 분석소요와 

수행시간이 예상된다. 향후 입력의 변이 지점과 변이 방법을 개선하고, 

테스트 수행 사례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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