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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은 x86 어셈블리어의 기초를 다루는데, 이것은 exploit을 작성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이것은 

어셈블리어에 대한 완벽한 레슨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Register 
실제 예를 보기 전에 필요한 용어와 어셈블리어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본다. 

 

어셈블리어는 기계 코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계코드(Op Code, operational code로도 알려진)는 bit 

문자열로 코딩된 명령(instruction)이다. CPU는 일단 실행파일이 메모리에 로딩되면 이 명령들을 실행한다.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CPU는 임시 저장소에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있다. 레지스터는 CPU를 위한 

임시 저장소로 생각될 수 있다. 비록 프로세서가 메모리(RAM)에 있는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만약 그 데이터가 레지스터에 저장된다면 명령들은 더 빨리 실행된다. 

 

레지스터는 그들이 수행하는 함수들에 따라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16개 정도의 다른 형태의 레지스터들이 있

다. 이 레지스터들은 4개의 주요 타입으로 분류되는데, 오퍼레이션을 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인 

범용 레지스터, 명령 또는 데이터를 가진 레지스터인 세그먼트 레지스터,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레지스터인 상태 레지스터, 실행될 다음 명령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저장하고 있는 EIP 레지스터가 있다. 

 

이 섹션에서 다룰 레지스터들은 exploit을 작성하고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레지스터들을 주로 다룰 것이다. 대

부분의 레지스터들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자세히 살펴볼 레지스터들은 범용 레지스터들과 EIP 레지

스터이다.1

 

범용 레지스터들은 EAX, EBX, ECX, EDX, EDI, ESI, ESP, EBP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일반적인 데이터 조작

을 위해 제공된다. 이 레지스터들에 붙어 있는 E는 8비트나 혹은 16비트에서 32-bit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레지스터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32 Intel Architecture 

Software Developer's Manual2을 참고하길 바란다.  

                                            
1 (역자 주)이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레지스터와 어셈블리어에 대한 설명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독자들 중 시

간이나 능력이 있다면 Eldad Eilam, Reversing: Secrets of Reverse Engineering과 Kris Kaspersky, Hacker 

Disassembling Uncovered라는 책을 읽어보길 권장한다.   

 
2 http://www.intel.com/design/pentium4/manuals/index_new.htm 



32 Bit Register 16 Bit Register 8 Bit Mapping(0-7) 8 Bit Mapping(8-15) 

EAX AX AL AH 

EBX BX BL BH 

ECX CX CL CH 

EDX DX DL DH 

EBP BP   

ESI SI   

EDI DI   

ESP SP   

 

 

이 범용 레지스터들은 indexing register, stack register, 그리고 additional register로 구성되어 있다. 32 bit 

레지스터들은 전체 32 비트 값에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0x41424344 값이 EAX 레지스터에 저장

되어 있으면 그 다음은 EAX에서의 연산을 수행하는 것은 0x41424344 전체 값에 대해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AX에만 접근하게 되면 0x4142만 연산에 사용될 것이고, 만약 AL에만 접근한다면 단

지 0x41만이 사용될 것이고, 만약 AH에만 접근한다면 0x42만 사용될 것이다. 이것은 쉘코드를 작성할 때 유

용할 것이다. 

 

Indexing Register 

EDI와 ESI 레지스터가 indexing register이며, 한 블록의 메모리를 복사하기 위해 source(ESI) 및 destination 

포인터(EDI)로서 문자열 명령에 의해 보통 사용된다.3

 

Stack Register 

ESP와 EBP 레지스터는 주로 스택을 조작할 때 사용된다. EBP는 스택 프레임(stack frame)의 base를 가리키

                                            
3 (역자 주) 원문(http://www.securitycompass.com/downloads/StackBasedOverflows-Windows-Part2-

Answer.pdf)에는 source(ESI)를 “source(EDI)”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 저자가 실수한 것이다.  



고, ESP는 스택의 현재 위치를 가리킨다. EBP는 스택 프레임 상에 값을 저장할 때 참조 포인터로 보통 사용된

다. (아래 hello.c 참고) 

 

다른 범용 레지스터 

EAX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지스터들 중의 하나이며, 많은 명령(instruction)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EBX

는 data segment에 대한 포인터이다. ECX는 일반적으로 loop와 같은 카운터로 사용된다. EDX는 I/O 포인터이

다. 이 4개의 레지스터는 byte 단위로 접근 가능한 레지스터이다. 

 

EIP Register 

EIP 레지스터는 실행될 다음 명령의 위치를 포함하고 있다. 어떤 명령이 실행될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그래

서 그것은 다음 명령을 가리키게 된다. 앞에서 다룬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위해 사용되거나 어떤 명령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다른 레지스터들과는 달리 EIP는 어떤 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조작될 수 없다.(명령은 오퍼

랜드로서 EIP를 가질 수 없다.) 이것은 exploit을 작성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Data Type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은 8비트로 된 1바이트, 2 바이트(16비트)로 된 word, 4바이트(32비트)로 된 double 

word이다. 8 바이트 경계를 가로지르는 word 또는 double word는 접근하기 위해서 두 개의 분리된 메모리 

버스 싸이클이 필요하다. 원격 시스템을 공략할 때 사용될 exploit을 작성할 때 사용될 코드는 완벽하게 기능

을 할 수 있도록 각 명령(instruction)이 적절하게 배열되어야 한다. 

 

Operation 

이제 우리는 레지스터와 데이터 타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했다.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명령

(instruction)들을 살펴볼 차례다. 아래는 자주 사용되는 명령들과 각 명령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다. 여기서 제공된 명령 목록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며, 더 완벽한 공부를 위해서는 자세한 레퍼런스를 참

고해야 한다. 권장할만한 것은 Intel에서 제공하는 것(http://developer.intel.com/design/processor/)이다. 

 

어셈블리 명령 설명 

call eax eax는 호출할 주소를 포함 

call 0x77e7f13a kernel32.dll로부터 WriteFile 프로세스 호출 



mov eax,0ffh 255 바이트로 eax를 로딩 

clr eax eax 레지스터를 클리어 

inc ecx ecx=ecx+1 또는 카운트 증가 

dec ecx ecx=ecx-1 또는 카운트 감소 

add eax,2 eax에 2 바이트 추가 

sub ebx,2 ebx로부터 2 바이트 뺌 

ret 4 스택의 현재 값이 eip로 put 

int 3 
인터럽트 3은 전형적으로 breakpoint이다. int 명령은 

프로그램이 지정된 인터럽트를 발생시킨다. 

jmp 80483f8 jmp는 eip를 80483f8에 설정한다. 

jnz 0이 아니면 jump 

xor eax,eax 
xor가 값을 0으로 설정하게 하여 eax 레지스터를 

clear함 

lea eax eax에 저장된 effective address를 로딩 

push eax 스택상의 eax에 저장된 값을 push 

pop eax eax에 저장된 값을 pop 

 

 

 

 

 



Hello World 

스택의 배치와 어셈블리 명령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 예4를 살펴보자. 

 

₩documents and settings₩free₩바탕 화면₩hello₩hello.c  ------------------------------- 

1:    #include <stdio.h> 

2: 

3:    int main(int argc, char *argv[])  // main() 함수 시작 

4:    { 

00401010 55                   push        ebp // procedure prelude, save old frame pointer, 55 -> push ebp 

00401011 8B EC                mov         ebp,esp // 현재의 스택 포인터를 새로운 프레임 포인터로 설정 

00401013 83 EC 40             sub         esp,40h // 로컬 변수를 위한 공간(64 바이트) 마련, 83 -> sub 

00401016 53                   push        ebx // 연산을 위해 stack에 ebx를 push, 53 -> push  ebx 

00401017 56                   push        esi // stack에 esi의 값 push, esi는 메모리 이동이나 비교시 source 주소를 저장 

00401018 57                   push        edi // stack에 edi의 값 push, edi는 메모리 이동이나 비교시 destination 주소를 저장 

00401019 8D 7D C0             lea         edi,[ebp-40h] // edi = ebp-40, edi에 ebp-40 바이트를 로딩 

0040101C B9 10 00 00 00       mov         ecx,10h // ecx에 16 바이트를 복사하여 저장, B9 -> mov 

00401021 B8 CC CC CC CC       mov         eax,0CCCCCCCCh // 예외처리를 위한 CC(int 3) 설정   

      // VC++ 6.0에서 /GZ 옵션이 설정되면 0xCCCCCCCC로 자동 초기화함 

      // 0xCC는 디버깅 시 사용되는 인터럽트로 int 3의 opcode 값임 

00401026 F3 AB                rep stos    dword ptr [edi] // rep = repeat prefix, stos = store string(byte or word) 

5:        printf("Hello World₩n"); 

00401028 68 1C 00 42 00       push        offset string "Hello World₩n" (0042001c)  // 0042001c에 문자열 “Hello World” push 

0040102D E8 2E 00 00 00       call        printf (00401060) // printf 함수를 호출 

00401032 83 C4 04             add         esp,4  // printf()의 작업이 끝났으므로, 스택에 저장된 값을 가리키는 

      // 포인터의 크기(4 바이트)만큼 스택을 원상복귀 시킴 

6: 

7:        return 0; 

00401035 33 C0                xor         eax,eax  // return 0을 처리하기 위해 eax에 0을 할당함 

8:    } 

00401037 5F                   pop         edi  // 역순으로 edi, esi, ebx를 

00401038 5E                   pop         esi  // 스택으로부터 pop시키면서 

00401039 5B                   pop         ebx  // 레지스터를 복구시킴 

0040103A 83 C4 40             add         esp,40h  // “sub  esp,40h”의 역 작업, 스택 공간 복원 

0040103D 3B EC                cmp         ebp,esp  // ebp와 esp를 비교, cmp는 비교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flag를 설정함 

0040103F E8 9C 00 00 00        // 스택 포인터의 복구 상태 점검, 

      // __chkesp는 스택 프레임의 유효성을 점검하는 디버그 라이브러리 루틴 

00401044 8B E5                mov         esp,ebp  // procedure epilog 

                                            
4 이것은 역자의 시스템에서 Visual C++를 통해 나온 결과이다. 원문과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원문보다 더 자

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00401046 5D                   pop         ebp  // procedure epilog 

00401047 C3                   ret   // main() 함수의 작업이 끝나고 리턴함 

--- No source file  ----------------------------------------------------------------------- 

 

 

prologue와 epilogue는 스택 프레임5(스택에 저장된 하나의 함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을 설정하고, 함수 호출

이 완료된 후 레지스터를 보존하고, 스택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컴파일러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다.  

 

“call  __chkesp (004010e0)” 부분은 원래의 함수로 리턴하기 전에 스택상으로 pop되었던 리턴 어드레스를 

확인한다. 일단 리턴 어드레스가 확인되면 그것은 esp로 이동하고, ebp의 내용이 pop되고, 최종적으로 리턴 

명령이 실행된다. 리턴 명령은 스택의 꼭대기에 있는 값(이제 리턴 어드레스가 된)을 eip 레지스터로 pop시킨

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SDN에서 "/GS Flag implementation"로 검색해보길 바란다. 

 

 

 

Glossary(용어설명) 

* register: 레지스터는 CPU 내에 고속의 저장 영역이다. 이것은 자료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 Op Code: 이것은 어셈블리어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유틸리티: 

* Visual Studio C++ 

 

 

 

추가로 읽을 자료: 

* 어셈블리어 자료 - http://spiff.tripnet.se/~iczelion/tutorials.html 

 

* 어셈블리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토론 - http://board.win32asmcommunity.net 

                                            
5 (역자주) stack frame에 대한 것은 Peter Jay Salzman, "Using GNU's GDB Debugger Memory Layout And 

The Stack"이라는 글을 참조하길 바란다. 



Mini Exercise - Paper Part II 
 

다음을 Visual C++로 컴파일하여 디스어셈블된 코드를 보고 아래 질문에 대답하라. 

 

#include <stdio.h> 

 

void main(int argc, char *argv[]) 

{ 

 if(argc < 2) 

   { 

  printf("Usage: %s string₩n", argv[0]); 

  exit(1); 

   } 

  

 printf("%s is the argument received", argv[1]); 

} 

 

1. prologue와 epilogue 섹션의 위치를 확인하라. 

 

2. printf 함수의 위치를 확인하라. 

 

3. 실행파일로부터 각 함수들에 대해 dump하고, printf 함수의 위치를 확인하라. 만약 printf 함수가 존재한다

면 그 주소를 확인하고, dump 이전에 출력된 주소와 2번 문제에서 다룬 주소 사이에 차이점을 설명하라. 만

약 printf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라. 

 

힌트1: dumpbin, ollydbg를 사용하라. 

힌트2: MSDN을 참고하고, 다른 컴파일러 옵션을 찾아보아라. 

 

(참고: Visual C++에서 "Project/Properties/C C++/Optimization/Optimization"을 찾아 그것을 비활성화시켜

라. 이럴 경우 컴파일러는 printf 호출을 옵티마이저하고, 그것을 대체해라. 그러면 dumpbin을 실행할 때 

printf 함수는 보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