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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Control Flow Integrity) 용을 통한 
GOT(Global Offset Table) 변조 공격 방지 방안 연구☆☆☆

CFI Approach to Defend against GOT Overwrite Attacks

정 승 훈1 황 재 준2 권 혁 진3 신 동 규1*

Seunghoon Jeong Jaejoon Hwang Hyukjin Kwon Dongkyoo Shin

요    약

유닉스 계열 시스템 환경에서 GOT 변조(GOT overwrite) 공격은 소 트웨어 권한 탈취를 한 통 인 제어흐름 탈취 기법  

하나이다. 그 동안 GOT 변조를 방어하기 한 몇 가지 기법들이 제안되었는데, 그  로그램 로딩 단계에서 GOT 역을 읽기 용 

속성으로 메모리 배치하여 실행 시간에 GOT 변조를 원천 으로 차단하는 Full Relro(Relocation Read only) 기법이 가장 효과 인 방어 
기법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Full Relro 기법은 로딩 시간의 지연을 가져와 시작 성능에 민감한 로그램의 용에는 제약이 있고, 

라이 러리에 용시 의존 라이 러리에 의한 연쇄 인 로딩 지연 문제 등으로 라이 러리에는 재 용되지 않고 있다. 한, 

LLVM을 포함한 다수의 컴 일러들은 Full Relro 기법을 기본 용하지 않아 실행환경의 로그램은 GOT 공격에 여 히 취약하다. 이 
논문에서는 재 코드 재사용 공격 방어를 해 가장 합한 기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CFI(Control Flow Integrity) 기법을 사용한 GOT 

보호 장치를 제안한다. LLVM을 기반으로 본 기법을 구 하고 binutils-gdb 로그램 그룹에 용해 보안성, 성능, 호환성 등을 평가하

다. 본 CFI 기반 GOT 보호 장치는 우회하기 어렵고, 빠르며 기존 라이 러리 로그램과도 호환되어 용가능성이 높다.

☞ 주제어 : 보안, 제어흐름 무결성, 링킹과 로딩, GOT/PLT

ABSTRACT

In the Unix-like system environment, the GOT overwrite attack is one of the traditional control flow hijacking techniques for exploiting 

software privileges. Several techniques have been proposed to defend against the GOT overwrite attack, and among them, the Full 

Relro(Relocation Read only) technique, which blocks GOT overwrites at runtime by arranging the GOT section as read-only in the 

program startup, has been known as the most effective defense technique. However, it entails loading delay, which limits its application 

to a program sensitive to startup performance, and it is not currently applied to the library due to problems including a chain loading 

delay problem caused by nested library dependency. Also, many compilers, including LLVM, do not apply the Full Relro technique by 

default, so runtime programs are still vulnerable to GOT attacks. In this paper, we propose a GOT protection scheme using the Control 

Flow Integrity(CFI) technique, which is currently recognized as the most suitable technique for defense against code reuse attacks. We 

implemented this scheme based on LLVM and applied it to the binutils-gdb program group to evaluate security, performance and 

compatibility. The GOT protection scheme with CFI is difficult to bypass, fast, and compatible with existing library programs.

☞ keyword : control flow integrity, GOT/PLT, linking and loading,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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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CWS/SANS Top 25 most dangerous software errors” [1] 

는 소 트웨어 취약 을 유발하는 가장 요한 소 트웨

어 오류를 지 하고 있다. 그  사용자의 입력값 검사 

락에 따른 버퍼 오버 로우가 가장 험한 오류로 지

되고 있다. 제어흐름탈취 공격이란, 버퍼 오버 로우 등

의 메모리 오류 취약 을 악용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로그램 코드 주소로 로그램의 실행흐름을 바꾸어 로

그램의 제어권을 탈취하는 행 를 일컫는다. GOT(Global 

Offset Table) 변조공격 [2] 은 유닉스 계열 시스템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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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 트웨어 권한 탈취를 한 통 인 제어흐름 탈

취 기법  하나로서, ELF(Executable and Linkable Format)  

로그램의 동  바인딩 장치를 이용한다. ELF 로그램

에는 호출되는 라이 러리 함수 별로 PLT(Procedure 

Linkage Table)라는 이름의 분기 테이블을 포함하는데, 이 

엔트리 명령코드는 해당 라이 러리 함수가 호출될 때 

동  링커가 주소값을 찾아 바인딩해 둔 GOT 엔트리 값

을 참조한다. GOT 공격은 바로 이 GOT 엔트리를 공격자

의 분기 목표  주소값으로 변조하고, 로그램에서 해당 

라이 러리 함수가 호출될 때 제어흐름을 탈취하는 공격

기법이다.

그 동안 GOT 변조를 방어하기 한 몇 가지 기법들이 

제안되었는데 그  표 인 기법이 바로 Full Relro 

(RELocation Read Only) 기법이다. Relro 기법은 로그램 

로딩시 동  링커가 사용하는 ELF 구조체의 주요 섹션 

데이터를 읽기 용으로 설정하여 실행시간 변조 공격을 

차단한다. Relro 기법의 종류는 .got.plt(이하 GOT) 섹션을 

제외한 .ctors, .dtors, .dynamic 섹션 등을 보호하는 Partial 

Relro와 GOT 섹션까지 모두 보호하는 Full Relro가 있다. 

Full Relro가 용된 로그램은 로딩 시간에 모든 호출 

라이 러리 함수의 바인딩이 수행된 후 GOT 가 읽기

용 상태가 되어 실행시간 GOT 변조가 차단된다. 표 1은 

Ubuntu 최신 버 에 탑재된 보안 기능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Ubuntu 18.04 LTS 버 부터는 X86-64(amd64) 시

스템에도 gcc 컴 일러 도구를 통해 Full Relro가 기본 

용되었다.

하지만, Full Relro 기법은 시작 시간 지연이라는 성능 

문제를 포함한다. 동  바인딩은 의존 라이 러리 목록

검색, 라이 러리 함수명의 문자열 비교 등 시간 소요 작

업을 필요로 한다 [3]. 다수의 라이 러리가 포함된 로

그램에서, 라이 러리 목록의 뒤에 배치된 라이 러리 

함수에 한 다량의 호출이 발생할 때 심볼 바인딩에 의

한 로딩시간은 라이 러리 개수의 제곱에 비례해 느려질 

수 있다 [4]. 라이 러리의 경우 일반 인 실행흐름에서 

호출되지 않는 다량의 함수를 포함할 수 있고, 지연된 바

인딩 없이는 의존 라이 러리에 의한 연쇄 인 로딩 지

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Full Relro 기법은 용되

지 않는다. 최신 운 체제가 아닌 환경에서는 Partial 

Relro 설정으로 빌드된 로그램들이 배포되고, LLVM 

(Low Level Virtual Machine) [5] 을 포함한 다수의 컴 일

러들은 여 히 Partial Relro 가 기본 설정이다. 따라서, 실

행 환경의 많은 로그램들은 여 히 GOT 공격에 노출

되어 있다.

Ubuntu   
Version

Built   
with Relro

Built   with 
BIND_NOW

16.04 LTS
(Xenial   
Xerus)

Gcc patch
gcc patch (s390x),   
package list for others

18.04 LTS
(Bionic   
Beaver)

Gcc patch
gcc patch (amd64,   
ppc64el, s390x), 
package list for others

19.04
(Disco 
Dingo)

Gcc patch
gcc patch (amd64,   
ppc64el, s390x), 
package list for others

19.10
(Eoan)

Gcc patch
gcc patch (amd64,   
ppc64el, s390x), 
package list for others

(표 1) 우분투의 Relro 보안 기능

(Table 1) Ubuntu security feature for Relro

한편, 코드 재사용 공격 [6] 이 제어흐름탈취 공격의 

주류가 된 재, 제어흐름 무결성(CFI: Control Flow 

Integrity) 검 기법은 코드 재사용 공격 방어를 한 효

과 인 기법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CFI 가 

용된 운 체제가 출시되고 [7], 일부 컴 일러에는 CFI 

빌드 기능이 탑재되었다 [8]. CFI 기법이 최  제안된 이

후 안 한 모듈간 제어흐름 이를 한 CFI 련 연구 

[9, 10]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약한 공격 모델을 가정한 

방어 기법은 쉽게 우회되고, 실시간 코드 변환을 필요로 

하는 감시 기법은 성능, 호환성의 문제로 사용되지 않는

다. 그리고 재의 LLVM 컴 일러에서 지원하는 모듈 

간 CFI 기법에서도, PLT를 경유하는 제어흐름 이는 

Full Relro기법에 의존하고 있어 GOT는 CFI의 보호 범

에서 벗어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FI(Control Flow Integrity) 기법이 사용

된 모듈 간 제어흐름 보호를 한 GOT 보호 장치를 제

안한다. 호출 로그램과 라이 러리 간에 동  바인딩 

되는 함수 심볼을 분기 식별자로 사용하고, 호출 로그

램은 분기 식별자를 검사하는 코드를 포함하며, 라이

러리에는 분기 식별자를 담은 분기 테이블이 포함된다. 

시험 도구는 X86-64 시스템의 Ubuntu 18.04 LTS 환경에

서 LLVM 10 기반으로 구 되었고, binutils_gdb 로그램 

그룹에 한 용을 통해 보안성, 성능, 호환성 등을 평

가했다. 본 기법의 GOT 보호 장치는 우회하기 어렵고, 

빠르며 기존 라이 러리와도 호환되어 용가능성이 높

다. 본 논문의 기여 은 다음과 같다.

� GOT 보호를 한 CFI 기반 보호장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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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86-64 기반의 GOT 보호 시험 도구 구

� binutils_gdb 로그램 그룹에 한 제안 기법 평가 

본 논문은 2장 연구배경, 3장 CFI 를 용한 GOT 보

호 장치 설계, 4장 구 , 5장 평가, 6장 토의사항, 7장 결

론으로 구성된다. 

2. 연구배경

제어흐름 무결성(CFI) [11] 기법은 로그램의 실행 시

간에 정상 인 실행흐름에서 벗어난 분기를 제한하고자 

한다. CFI 기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상은 간 함수 

호출(indirect function call), 간  분기(indirect jump), 함수 

복귀(function return) 의 명령문이 사용된 실행 분기들이

다 [11, 12]. 직  호출(direct call), 직  분기(direct jump) 

명령문의 경우 컴 일 시간에 호출 원 과 목표 분기

과의 오 셋 값이 고정되어 메모리 주소 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  분기 명령 코드로 생성된다.  Data 

Execution Prevention(DEP) [13] 페이지 설정에 의해 공격

자의 실행 시간에 명령 코드의 변조는 불가능하므로, CFI 

기법은 간  분기를 보호 상으로 한다.

CFI 기법은 정상 제어흐름 그래 를 생성하는 분석 

단계와 실행 시간에 정상 제어흐름 그래  하에서 제어

흐름 분기가 이루어지도록 분기 유효성 검사 코드를 삽

입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분석단계에서는 간  분기 

명령 코드를 찾고, 각 분기 원 (branch source) 별로 가능

한 분기 목표 (branch target) 그룹을 식별하여 제어흐름 

그래 를 생성한다. 분기 검사 지 은 앞서 언 한 간  

호출이 발생하는 분기 원 이다. 일반 으로 정 분석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어, CFI는 분기 원  별로 분기 목

표 그룹을 보수 으로 생성한다. 따라서, 제어흐름 그래

는 일반 으로 과근사(overapproximation)하게 생성된

다. 제어흐름 분기 그룹의 크기가 커질수록 도달 가능한 

목표 분기 이 늘어나므로 CFI 보안성은 하될 수 있다 

[12].

코드 삽입단계에서는 생성된 제어흐름그래 에 따라 

분기 유효성 검사 명령코드를 삽입한다. 검방식은 CFI 

기법 별로 상이할 수 있는데 부분의 CFI 기법들은 호

출 원 에서 정 으로 결정되는 분기 식별자를 검사하여 

일치하면 분기를 허용하고, 그 지 않으면 실행을 비정

상 종료한다. 그래서 실행시간 공격자에 의해 분기 목표 

주소가 변조되면, 로그램 실행은 단되고 공격은 실

패하게 된다 [11, 12]. 분기 식별자는 CFI 구 마다 달라

질 수 있는데 컴 일러에서 분기 별로 고유한 식별자를 

생성할 수도 있고, 호출 함수의 형식 정보를 사용한 식별

자를 생성할 수도 있다.

(그림 1) 동  라이 러리 함수 호출을 한 섹션들

(Figure 1) Sections for calling dynamic library 

functions

동  라이 러리 링크는 호출 로그램과 라이 러리 

간의 함수에 한 심볼 바인딩 로세스가 실행 시간 동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법이다. 정  링커과 동  

링커는 서로 력하여 모듈 간 심볼 바인딩이 이루어지

도록 한다. 로그램 생성시 정  링커는 각 라이 러리 

함수 호출에 해 포인터를 사용한 간  호출 명령코드

를 생성하고, 동  링커는 실행 시간에 해당 포인터를 메

모리에 로딩된 라이 러리 함수의 실제 주소값으로 채운

다. 호출 로그램은 의존 계에 있는  다른 라이 러

리를 호출하는 라이 러리일 수 있다. 

Unix 계열 정  링커는 동  라이 러리 링크를 지원

하기 해 PLT, GOT 두 구조체를 생성하여 호출 로그

램의 ELF 일의 섹션으로 포함시킨다(그림 1). PLT는 

호출 로그램과 라이 러리 함수를 연결하는 함수 호출 

테이블로서 정  링커에 의해 최종 실행 로그램 혹은 

라이 러리 일 단 로 포함된다. 정  링커는 각 라이

러리 함수 호출 별로 PLT 엔트리를 생성하고, 원래의 

함수 호출 명령문을 PLT 엔트리로의 오 셋 직 분기로 

수정한다. PLT 엔트리에는 짝을 이루고 있는 GOT 엔트

리의 값을 참조하여 목표 분기  주소로 간  호출을 실

행하는 명령 코드가 포함된다. GOT는 호출 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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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으로 바인딩되는 라이 러리 함수들의 실행시간 주

소 값을 담는 포인터 배열 구조체로서 앞서 언 했듯이 

동  링커에 의해 주소 값이 장된다.

3. CFI를 용한 GOT 보호 장치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FI 보호 기법은 일반 인 리

스 방어 기법이 동작하는 실행 환경과 강력한 공격 모

델을 가정한다. 실행 로그램  라이 러리 일은 

ELF 일을 상으로 하며, 메모리 페이지는 DEP 에 의

해 실행과 동시에 쓰기 가능은 하지 않다. 과도한 로그

램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는 수 에서 공격자는 메모리 

변조와 정보 출 공격을 통해 모든 데이터 페이지 메모

리를 읽거나 쓸 수 있고 코드 페이지 메모리를 읽을 수 

있다. 로그램  라이 러리 일은 Partial Relro가 

용되고, 로그램의 외부 라이 러리 호출은 PLT/GOT 

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격자는 로그램 혹은 라이 러

리의 GOT 테이블 엔트리 변조를 통한 제어흐름탈취 공

격을 시도한다. 의 로그램 실행 환경에서 본 연구는 

모듈 간 호출에 해 GOT 변조 공격 방지 장치를 제안

한다. PLT를 경유하지 않고 함수의 포인터를 사용한 간

호출이나, dlopen(), dlsym() 함수를 사용한 동  라이

러리 로딩에 의한 함수 호출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보

호 범 에서 벗어난다. 

3.1 동  바인딩 심볼을 사용한 정  분기 식별자 

공유

모듈 간 제어흐름에 CFI 용을 해서는 라이 러리

가 고려된 분기 식별자 할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  바

인딩 함수 심볼은 호출 로그램과 라이 러리 간에 정

으로 공유된 식별자이다. 동  링커의 바인딩 과정은 

호출 로그램의 라이 러리 목록과 심볼 테이블을 사용

한다. 동일한 라이 러리 함수를 호출하는 서로 다른 

로그램은 각각의 ELF 일의 ‘.dynamic’ 섹션에 동일한 

라이 러리 일에 한 엔트리와, ‘.dynsym’ 섹션에 동일

한 함수 심볼에 한 엔트리를 포함한다(그림 2). 동  바

인딩 함수 심볼은 PLT 엔트리에서 분기 식별자로 사용

될 수 있는데 각 연결된 GOT 엔트리에 바인딩되는 함수 

심볼은 고유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정  분석시 다른 간

 호출 분기 에서는 호출 함수의 심볼이 일반 으로 

고유하게 결정되지는 않는다.

동  바인딩 함수 심볼은 작은 크기의 분기 식별자 그

룹의 요건을 충족한다. 라이 러리 함수는 일반 으로 

외부 연결(External Linkage)의 속성을 갖고 있어 로세

스 공간에서 고유하게 식별이 된다. 정  링크시 외부 연

결(External Linage) 속성을 갖고 있는 동일한 이름의 서

로 다른 함수가 존재할 때, 정  링커는 복된 심볼 오

류(duplicated symbol error)를 일으키기 때문에 실행 시간

에 호출 함수의 심볼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호

출 함수의 심볼이 약한 연결(Weak Linkage) 속성을 갖고 

있다면, 해당 함수는 다수의 라이 러리에 복되어 포

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호출 로그램의 실행시

간 환경에 따라 동일한 함수 심볼에 해 서로 다른 주소

가 바인딩 될 수 있어 결과 으로 약한 연결의 심볼은 다

소 큰 분기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약한 연결 속

성의 함수 심볼이 보안성 측면에서 미치는 향은 제한

이고 이는 뒤에 오는 ‘평가’ 에서 다시 언 한다. 한

편, 하나의 모듈에서 정의된 외부 연결  속성의 함수 심

볼이 다른 모듈에서는 지역 연결(Local Linkage) 속성으

로 정의될 수도 있는데, 지역 연결 속성의 함수는 동  

링크의 상에서 제외되므로(동  심볼 테이블에 존재하

지 않음) 동  바인딩 함수 심볼은 고유한 분기 식별자 

선택을 한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다.

동  바인딩 함수 심볼을 CFI의 분기 식별자로 사용

하기 해서는 코드화가 필요하다. 라이 러리 함수 심

볼은 가변  길이의 문자열이어서 분기 식별자 코드로 

직  사용하기에는 부 하다. 한, C++ 언어에서는 

템 릿 선언 등에 의해 다른 형식의 동일한 함수 이름이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CFI 기법의 분기 식별자로 

사용하기 해 동  바인딩 심볼은 다음의 코드화 과정

을 거친다. 해시함수를 사용하여 하나의 명령 코드에 로

딩할 수 있는 고정된 길이의 비트코드를 생성하되 해시

함수의 입력이 되는 문자열은 이름 꾸 (name mangling) 

[14] 규칙에 의해 처리된 심볼 이름을 사용한다. 컴

일러에 의해 이름 꾸 된 심볼은 동  링커가 바인딩시 

사용하는 문자열이고, 복성이 없기 때문에 본 CFI 

용단계에서는 식별자 생성을 한 별도의 이름 꾸 이 

필요하지 않다.

3.2 호출 로그램  PLT 엔트리의 분기 식별자 검

CFI 기법이 모듈간 용으로 확장될 때 분기 유효성 

검사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모듈내의 일반 인 CFI의 

분기 유효성 검사는 분기 원 에서 분기 목표 의 분기 

식별자를 직  비교하거나, 분기 주소가 포함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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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오 셋 범 를 검하는 명령 코드를 실행함으로

서 수행된다. 그러나, 모듈 간 범 에서는 분기 식별자의 

복 가능성에 의해 분기 식별 그룹이 커질 수 있고, 라

이 러리의 경우 유효한 오 셋 범 가 동 으로 달라져 

별도의 유효성 검사함수의 수행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

한 이유로 기존의 모듈 간 CFI 기법에서는 유효성 검사

를 한 동 인 테이블 리  함수 호출이 필요한데 이

는 지 않은 성능 오버헤드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 특

히, LLVM cross-DSO처럼 분기 원 이 아닌 라이 러리

의 분기 목표 에서 분기 유효성 검사 함수가 수행되어

야 보안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분기 유효성 검사는 더

욱 복잡해진다. 

본 CFI 기법에서는 역 함수 심볼을 분기 식별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분기원 에서 단순한 비교 명령문 실행

을 통해 분기 유효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은 

분기 목표 모듈에 분기 식별자 테이블이 존재할 경우 분

기 유효성 검사 명령코드를 추가하는 링커의 의사 알고

리즘을 보여 다. GOT 엔트리가 가리키는 분기 목표

에 치한 분기 식별자 명령코드를 로딩하고, 값을 비교

하여 일치하면 분기를 정상 으로 진행하고, 그 지 않

으면 동  바인딩을 통해 GOT 엔트리 값을 재설정한다. 

동  바인딩은 동  링커에 의한 지연된 바인딩(Lazy 

Binding or Lazy Symbol Resolution) 장치를 수정 없이 사

용한다. 즉, 재배치 테이블의 엔트리 순번을 스택에 장

하고, PLT[0] 로 분기하여 동  링커가 실행되도록 한다. 

그림 3의 ‘je’ 분기문 다음에 오는 두 명령코드는 동  바

인딩의 시작을 보여 다.

PLT 엔트리의 분기 유효성 검사는 단순하면서도 효과

이다. PLT 엔트리의 명령 코드는 GOT 엔트리 값을 참

조하는 무조건 분기에서 분기 식별자 검사가 포함된 조

건부 분기로 변경이 되는데 세 개의 명령 코드만 추가되

었다. 식별자 검사가 실패하는 경우는 첫 호출 때와 공격

자에 의해 GOT 엔트리가 변조 을 때이다 - 첫 호출시 

GOT 엔트리 기값이 가리키는 주소에는 분기 식별자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동  링커의 지연된 바

인딩 과정에 의해 GOT 엔트리는 올바른 함수 주소 값으

로 수정된다. 공격자는 분기 유효성 검사를 우회하기 어

렵다. 앞서 언 한 강력한 공격 모델을 가정할 때, 공격

자는 모든 GOT 엔트리를 원하는 분기 목표  주소 값으

로 조작할 수 있다. 그러나, PLT 코드 역의 수정은 불

가하므로 공격자는 분기 식별자 검사 명령 코드  분기 

식별자 코드를 변조할 수 없다. 따라서, GOT 엔트리 변

조에 성공하더라도 PLT 엔트리의 분기 유효성 검사에서 

(그림 3) 링커의 PLT 생성 의사 코드

(Figure 3) PLT generation pseudo code by the linker

실패하고, 변조된 GOT 엔트리는 동  링커에 의해 올바

른 함수 주소로 갱신되어 GOT 변조에 의한 제어흐름탈

취 공격은 실패한다.

3.3 라이 러리  테이블 생성

PLT 엔트리에서의 분기 유효성 검사는 라이 러리 코

드에 분기 식별자 코드 삽입을 필요로 한다. 라이 러리 

함수에 분기 식별자 코드를 직  삽입하는 방법은 함수

의 오 셋 변화를 가져와 추가 인 코드 주소의 재배치 

 호환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라이 러리 

내 기존 코드 섹션의 수정이 없도록, 분기 식별자 검사를 

한 별도의  테이블을 생성한다.  테이블은 라

이 러리의 외부 인터페이스가 되어  테이블의 각 

엔트리는 라이 러리 함수 호출 진입 이 되고, 라이

러리 내부에 정의된 각 함수와 연결된다.

그림 4는 분기 테이블 엔트리와 라이 러리 함수의 호

출 연결 계를 개념 으로 도시한다.  테이블의 각 

엔트리 코드는 짝을 이루는 라이 러리 함수로의 직  

분기 명령코드와 해당 함수 심볼의 분기 식별자 코드를 

포함하는 명령코드로 구성된다.  테이블 체 명령

코드는 하나의 독립된 함수로 생성하여 기존 라이 러리 

내에 추가 인 주소 재배치가 없도록 한다. 한, 호출 

로그램이 라이 러리 함수 호출시  테이블 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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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라이 러리에 포함된  테이블

(Figure 4) Jump tables included in the library

(그림 5) 라이 러리  테이블의 제

(Figure 5) Example of a library jump table

주소가 바인딩 될 수 있도록 정  링커는 라이 러리 함

수의 심볼 주소가  테이블 엔트리를 가리키도록 변

경한다.

 테이블이 포함된 라이 러리 모듈은 은 양의 

명령 코드로 효율 인 모듈간 CFI 분기 유효성 검사를 

가능하게 한다. 라이 러리는 호출 함수 당  테이블 

내에 하나의 엔트리를 가지며, 각 엔트리는 2개의 명령코

드만을 포함한다. 하나의 직  분기 명령 코드만 부가

으로 실행되므로 메모리  성능 오버헤드는 제한 이다 

- 분기 식별자가 인코딩된 명령코드는 분기 원 에서 로

딩 되지만, 라이 러리에서 실행되지는 않는다. 

4. 구   

CFI에 의한 GOT 보호 기법은 LLVM 10 버 의 

Module Pass 임워크 [15]  LLD 링커 로젝트 [16] 

를 기반으로 구 되었고, X86-64 아키텍처를 상으로 

한다. 라이 러리의  테이블 생성 코드는 Module 

Pass에 기반하여 LTO(Link Time Optimization) [17] 라이

러리(LLVMgold.so)의 일부로 구 되어 LLD 링커의 

러그인으로 입력된다. 호출 로그램의 분기 유효성 

검사는 LLD 링커의 PLT 생성 코드를 수정하여 구 되

었다.

4.1 라이 러리

LLVM은 ‘Module’, ‘Function’, ‘Basic Block’ 단 의 코

드 분석  변환을 한 Pass 임워크를 제공하는데 

본 기법은 Module Pass 단계에서 구 되었다. Module 

Pass 단계에서는 입력 일 단 의 분석  코드 최 화

가 수행된다. 구 된 Pass는 모듈 내 지역 연결 속성이 아

닌 정의된 함수들을 목록화하고 모듈 별로 하나의  

테이블을 구성한 후 각 함수의 시작 으로 분기하는 엔

트리 함수를 생성한다.  테이블은 LLVM 의 함수 형

식 검증 기반 CFI 구 에 사용된  테이블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테이블 엔트리의 심볼은 정의

된 함수의 심볼명과 외부 연결 속성을 갖도록 한다. 정의

된 함수 심볼에는 .cfi 미사를 붙이고 지역 연결 속성으

로 변환하여, 외부 호출 모듈을 포함해 기존 함수 심볼을 

참조하던 코드들은 모두  테이블 엔트리를 참조하도

록 한다. LLVM CFI의  테이블과는 달리 엔트리 별 

분기 명령 코드 다음에는 분기 식별자가 인코딩된 명령 

코드를 배치하여 호출 원 에서의 분기 유효성 검사를 

가능하게 한다. 분기 식별자로는 이름 꾸 된 함수의 심

볼에서 MD5 해시 값을 취한 후 상  4바이트를 리틀 엔

디안(little endian) 형식으로 변환한 값을 사용한다. 이 값

은 분기 식별자를 인코딩하기 해 사용된 명령코드

(prefetchnta instruction)의 하  4바이트에 배치된다. 

‘prefetchnta’ 는 8바이트로 구성된 X86-64 명령 코드로서, 

캐시에 명령코드를 미리 읽어오는 기능을 수행하며 실행

시 기능  부작용(side effect)은 없다. 그림 5는 2개의 

역 함수가 포함된 라이 러리 제 소스코드와 [18] 생성

된  테이블 코드를 objdump 명령으로 확인한 결과이

다. 각  테이블 엔트리는 16바이트로 구성되고 

‘prefetchnta’ 명령코드 다음에 오는 3개의 ‘int3’ 명령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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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6바이트 정렬을 한 패딩 바이트이다. 

모듈 별  테이블 생성은 링크 시간에 코드 최 화

를 수행하는 LTO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LTO 단계의 코

드 변환은 LLVM IR 비트코드(bitcode) [19] 형식의 입력 

모듈을 요구하므로, 본 구 에서는 Clang 10 컴 일러에 

-flto 컴 일 옵션을 사용하여 링커의 입력 모듈을 컴 일 

하 다. 비트코드가 아닌 오 젝트 모듈은 링킹시 LTO 

단계에서 코드 변환이 수행되지 않아 해당 함수들은 생

성 라이 러리의  테이블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는

다. 본 기법은 동  분기를 보호 상으로 하므로 동  라

이 러리로 링크될 오 젝트 모듈에 해서만 LLVM IR 

형식의 일 생성이 필요하고, 실행 일이나 정  아카

이 로 링크될 모듈에 해서는 LLVM IR 비트코드를 

생성할 필요는 없다.

(그림 6) 호출 로그램의 PLT 제

(Figure 6) PLT example of the calling program

4.2 호출 로그램

호출 로그램에서의 분기 유효성 검증은 LLVM의 링

커 로젝트인 LLD 의 PLT 생성 코드를 수정하여 구

되었다. 각 PLT 엔트리 별로 분기 유효성을 검사하기 

한 명령 코드가 생성된다. 분기 식별자는 참조할 GOT 엔

트리와 연결된 함수 심볼로부터  테이블 엔트리에서

와 같은 방식으로 MD5 해시 값을 취하여 구한다. 분기 

식별자 검사 명령코드는 GOT 엔트리가 가리키는 주소로

부터 9바이트(‘jmp’ 명령코드 5바이트 + ‘prefetchnta’ 명

령코드내의 분기식별자 오 셋 4바이트) 떨어진 곳에 

치한 4바이트의 값을 분기 식별자와 비교한다. 그림 6은 

그림 5의 라이 러리 함수를 호출하는 제 로그램 

[18]에 해 본 기법을 용한 결과로서, 분기 식별자 

검 코드가 포함된 PLT 를 보여 다. ‘je’ 명령 코드를 통

해 분기 식별자가 동일하면 라이 러리 함수로의 분기가 

이루어지고 그 지 않으면 지연된 바인딩을 한 명령코

드가 실행된다. 각 PLT 엔트리는 32 바이트로 구성되고, 

‘jmpq’ 명령코드 다음에 오는 4개의 ‘int3’ 명령코드는 32

바이트 정렬을 한 패딩 바이트이다. 

PLT 엔트리 명령코드의 변화는 GOT 엔트리 기값에 

향을  수 있다. Partial Relro의 경우 GOT 엔트리 

기값은 동  링커가 사용할 재배치 인덱스를 장하는 

‘pushq’ 명령 코드의 주소를 가리킨다. 본 기법이 용된 

PLT 엔트리에서는 분기 유효성 검사가 실패하면 ‘pushq’ 

명령 코드로 분기하여 동  링킹을 수행하므로 GOT 엔

트리 값 기화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한편, 보호 기

법이 용되지 않은 라이 러리 함수에 해 호출 로

그램에서 분기 유효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필요한 분기 식별자 검에 의한 성능 오버헤드가 발

생할 수 있어, 본 기법은 PLT 엔트리 별로 선택 인 분기 

유효성 검사가 가능하도록 구 되었다. 링커는 PLT 엔트

리 생성 시 라이 러리 함수가 GOT 보호 기법이 용되

어 분기 테이블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단할 수 있는데, 

라이 러리의 지원 여부에 따라 분기 유효성 검사 코드 

추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 구 에서는 구 의 단순

함을 해 라이 러리의 경로에 특정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해당 함수 호출시 분기 유효성 검사 코드를 

추가하도록 하 다. 

5. 평   가

본 기법의 효용성 검증을 해 binutils-gdb 로그램 

그룹을 상으로 증가된 일 사이즈의 크기를 측정하

고, 보안성, 성능, 호환성을 평가하 다. binutils-gdb 로

그램 그룹은 리 스에서 활용도가 높고, 복잡성과 규모

면에서 시험 평가에 한 다종의 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평가에는 AMD Ryzen 3700X CPU, Ubuntu 18.04 

LTS 환경에서 binutils-gdb 2.33 버 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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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inutils-gdb 로그램 별 일크기 변화

(Figure 7) File size increment of the binutils-gdb 

program

original 

file  

size

increase

d  PLT 

size

jump  

table 

size

transfor

med 

file size

overall 

increase

d  ratio

64312 736 96 68272 6.15%

(표 2) ‘libinproctrace.so’ 라이 러리 일크기 변화

(Table 2) File size increment of the library 

‘libinproctrace.so’

(그림 8) binutils-gdb 호출 라이 러리의 일크기 변화

(Figure 8) File size increment of libraries called by 

binutils-gdb program

5.1. 일 크기

본 기법에 의해 호출 로그램에서는 분기 유효성 검

사 코드가 추가되고, 라이 러리에서는 분기테이블이 생

성되므로 모듈의 바이 리 크기가 증가한다. 호출 로

그램에서는 X86-64 의 경우 원래 PLT의 각 엔트리 크기

는 16바이트이나 본 기법 용시 PLT 엔트리 크기는 32

바이트로 증가한다(그림 6 참조). 따라서, 호출 로그램

의 바이 리 일은 {PLT 엔트리 개수*16바이트} 만큼 

크기가 증가할 수 있다. 그림 7은 Partial Relro 로 컴 일 

후 디버그 정보가 제거된 binutils-gdb 로그램 그룹에 

해 실행 일 별로 증가된 일 크기 정보를 보여 다. 

실제 바이 리 크기 증가량은 PLT 크기 증가량과 일치

하지는 않는데 이는 Partial Relro 용에 따른 .dynamic 

섹션 엔트리 개수의 감소, .got.plt 섹션의 배치 세그먼트 

변경  세그먼트 페이지 바운더리 정렬에 의한 바이트 

패딩 수 차이 때문이다. 일반 으로 PLT 엔트리 개수와 

무 하게 PLT 의 크기가 바이 리 체 크기에서 차지

하는 비율은 낮다. 따라서, 호출 로그램의 바이 리 크

기 증가율은 그림 7에서 보는 것처럼 낮은 수 이다.

한, 라이 러리에는 정의된 역 함수 별로 분기테

이블 엔트리가 생성된다. 각  테이블 엔트리는 5바이

트의 무조건 분기 명령코드와 분기 식별자가 인코딩된 8

바이트의 명령코드  16바이트 정렬을 한 3바이트의 

패딩으로 구성된다(그림 5 참조). 따라서, 라이 러리의 

경우 {호출 함수 개수*16바이트} 크기의  테이블이 

포함되어 일 크기는 증가하며, 라이 러리가  다른 

의존 라이 러리를 포함하는 경우 PLT 분기 유효성 검

사 코드에 의해 바이 리 크기는 더 커질 수 있다. 표 2

는 binutils-gdb 로그램 그룹에 포함된 동  라이 러리 

libinproctrace.so 에 해 기법 용 후 바이 리 크기 

정보를 비교한 결과이다. binutils-gdb 로그램 그룹은 

PLT 개수(53개)  역 호출 함수의 개수(6개)가 작은 

하나의 동  라이 러리만 포함하고 있어, 규모가 큰 라

이 러리에 한 일 크기 측정 실험을 추가하 다. 그

림 8은 binutils-gdb 로그램 그룹에서 의존하는 동  라

이 러리의 PLT 엔트리 개수와 정의된 역 함수의 개

수를 기반으로 기법 용에 따른 일 크기 증가치의 추

정값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일 크기는 세그먼트 바운

더리 정렬 등에 의해 페이지 크기 범 에서 차이날 수 있

다. 라이 러리 모듈은 특성상 일반 으로 실행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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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Full/Partial Relro 용에 따른 재배치 엔트리 개수 변화  로딩 성능 변화

(Figure 9) Changes in the number of relocation entries and loading time according to Full/Partial Relro

비해 더 많은 역 함수 심볼을 포함할 수 있으나 본 기

법 용에 의한 바이 리 크기의 증가치는 크지 않다. 특

히 원래 일 크기의 규모가 클수록 기법 용에 의한 증

가율은 낮다. 따라서, 본 기법 용에 의한 호출 로그

램  라이 러리 모듈의 일 크기 증가는 허용할 수 있

는 수 이다. 

5.2. 보안성

보안성 평가에서는 본 기법이 용되었을 때 공격자

가 본 기법을 무력화 혹은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해 

분석하 다. 분기의 유효성 검사는 호출 원 에 하드 코

딩된 4바이트의 분기 식별자와 호출 목표 에서 0x9 바

이트 떨어진 곳에 치한 4바이트의 분기식별자를 비교

함으로서 수행된다(그림 6의 cmpl 명령코드 참조). 공격

자는 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에서 분기 식별자와 동일한 

값을 포함한 코드를 찾아 -0x9 지 의 주소로 GOT 엔트

리 값을 변조한다면 분기 식별자 검사가 성공하여 해당 

주소로 제어흐름을 분기시킬 수 있다. MD5 해시값의 충

돌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해시값과 동일한 연속된 4바이트

가 우연히 존재하고, 더욱이 –0x9 오 셋 지 부터 시작

하는 주소 역이 실행가능한 공격명령 코드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일반 인 DEP 환경에서 공격자는 코드 삽입 공격이 

불가능하므로, 본 기법의 보안성은 로세스 공간에 호

출 라이 러리 함수와 동일한 심볼을 가진  다른 함수

가 배치될 수 있는 확률과 해당 함수의 공격 코드로의 활

용 가능성에 의존한다. 지역 연결 속성 함수는 분기 식별

자  분기 엔트리 생성 상이 아니므로 고려 상에서 

제외된다. 한, 외부 연결 속성의 함수는 복될 경우 

링크 과정에서 실패하므로 고려되지 않는다. 앞서 언

했듯이 약한 연결 속성의 함수는 로세스 공간에 복

으로 배치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함수 집합은 약한 연

결 속성의 특성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고, 

공격자에 의해 그룹 내 다른 함수로 분기되더라도 최

화의 차이만 있을 뿐 실행 결과의 차이는 없어 공격 코드

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binutils-gdb 에 포

함된 로그램  로세스 공간 코드 역의 크기가 가

장 큰 gdb 에 해 함수 심볼  분기 식별자 첩 가능

성을 분석하 다. 참고로, gdb는 그림 8에 포함된 

binutils-gdb 로그램 그룹이 의존하는 라이 러리  

liblto_plugin.so를 제외한 모든 라이 러리를 로딩한다. 

gdb 가 의존하는 13개의 라이 러리와 이 라이 러리에 

포함된 모든 외부  약한 연결 속성의 함수 9,151개의 

함수 심볼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함수 심볼은 발견되지 

않았고, MD5 분기 식별자의 해시값 충돌의 경우도 나타

나지 않았다.

5.3 성능

binutils-gdb 로그램 그룹에 해 Full Relro를 용한 

그룹과 Partial Relro 와 본 기법을 함께 용한 그룹의 로

딩  실행 성능을 비교하 다. Full Relro 기법은 재 

실행 일의 GOT 보호를 해서 가장 리 구 되고 있

는 기법이고, Partial Relro와 비교해 .got.plt 섹션을 읽기

용 속성으로 변경하여 GOT 변조 공격을 차단한다. 따

라서, 실행 일에 해서는 Full Relro 기법과 본 기법은 

보호 상이 동일하다. 성능 인 측면에서 Full Relro의 

경우 로그램 로딩시간에 로그램 내의 라이 러리 함

수 심볼에 한 일  바인딩으로 로딩 지연이 발생한



CFI(Control Flow Integrity) 용을 통한 GOT(Global Offset Table) 변조 공격 방지 방안 연구

188 2020. 2

다. 본 기법의 경우 Partial Relro 용으로 지연 바인딩에 

의한 빠른 로딩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실행시간에 동  

바인딩 오버헤드  분기 유효성 검사에 의한 시간 지연

이 발생한다.  ‘LD_DEBUG=statistics’ 동  링커의 옵션

을 사용하여 로그램 별 동  링커에서 수행한 재배치 

회수(number of relocations)와 총 시작 시간(“Total startup 

time in dynamic loader”)을 측정하 다. 측정 시 캐싱 효

과를 없애기 해 ‘echo 3 > /proc/sys/vm/drop_caches’ 명

령을 사용했고, 측정 시간 편차를 이기 해 100 차례 

로딩 시간의 평균을 측정하 다. 

그림 9는 로그램 별 두 기법에 의한 동  링커의 재

배치 회수와 로딩시간을 보여 다. 왼쪽 그림에서 주소 

재배치 회수는 함수 심볼 뿐만 아니라 역 데이터 심볼 

 모든 재배치를 포함한다. 따라서, Full Relro에서 증가

한 재배치 회수가 로딩 시간의 지연을 가져오는 함수 심

볼에 한 재배치 회수이다. 우측 그림에서 보듯이, 은 

숫자의 함수 심볼 재배치 회수는 상당한 시간 지연을 

래한다. binutils-gdb 로그램 그룹의 작은 실행 일 크

기를 고려할 때, 큰 규모의 로그램에서는 로딩 시간 오

버헤드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본 기법을 용하면 함수 호출시 실행시간 동  바인

딩에 의한 시간 지연과 분기 식별자 검사 시간에 의한 성

능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동  바인딩에 소요되는 체 

시간은 호출되는 함수의 개수에 의존하고, 로그램의 

실행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행 로그램에 포함

된 라이 러리 함수  실제 호출되는 비율은 일반 으

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한, 각 호출은 로

그램의 실행  분산되어 발생하므로, 개별 동  바인딩 

시간은 체감되지 하고 측정이 쉽지 않다. 분기 유효성 검

사에서는 세 개의 명령코드가 추가 실행되는 데, 함수 호

출시 발생하는 문맥 환(context switching) 오버헤드를 

고려할 때 미치는 향은 미미하다. 따라서, 본 기법에서

는 Full Relro에서 잃게 되는 지연된 바인딩에 의한 로딩 

성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4 호환성

로그램 실행환경에 따라 호출 로그램이나 라이

러리  한쪽에만 보호 기법이 용된 채로 호출이 발생

할 수 있다. 호출 로그램에 보호 기법이 용되지 않은 

경우 실행 흐름은 분기 식별자 검사없이 기존의 심볼 바

인딩 과정과 함수 호출 과정을 거친다. 이 경우, 라이

러리의 심볼 테이블은  테이블의 엔트리 주소를 가

리키게 되므로, 호출 원 에서는 목표 함수가 아닌  

테이블로 분기한다. 따라서, 한 번의 직  분기 오버헤드

가 발생한다. 반 로, 라이 러리 모듈에 보호 기법이 

용되지 않은 경우 호출시 매번 분기 식별자 검사가 실패

하고 동  링커에 의한 심볼 바인딩이 수행된다. 이 경우 

자주 호출되는 함수일 경우 성능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정리하면, 모듈 간 호출에서 한쪽만 보호 기법이 용된 

경우 성능 오버헤드의 우려는 있지만 로그램 기능상의 

변화는 없다. 하지만, 성능 인 측면에서 호출 로그램

과 라이 러리에 보호 기법이 함께 용되는 것이 바람

직하여, 앞서 언 했듯이 본 기법은 이를 한 장치를 제

공한다. 즉, 분기 유효성 검사 코드 생성시 라이 러리의 

기법 용 여부를 확인하여 심볼 별로 보호기법을 용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기법은 성능 오버헤드를 최소화

하여 진 인 빌드가 가능하고, 기존의 라이 러리와도 

높은 호환성을 가진다.

6. 토의사항

본 기법의 보호 범 는 아니지만, 모듈간의 함수 호출

은 PLT를 경유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함수의 포인터를 

사용한 간 호출, dlopen(), dlsym() API 함수를 사용한 라

이 러리 동  로딩  함수 호출은 PLT를 경유하지 않

는다. 하지만, 함수의 심볼이 고유하게 결정되는 호출

에서는 본 기법을 확장하여 용할 수 있다. 이를 해서

는 호출 함수의 심볼을 찾기 한 추가 인 정  분석이 

필요하다. 자의 경우 포인터 앨리어스 분석을 사용해 

참조되는 함수 심볼을 구하고, 후자의 경우 dlsym() 호출

의 라미터로 입력되는 함수 심볼을 구한다. 함수 심볼

로부터 분기 식별자가 생성되고, 함수 포인터가 호출되

는 치에 분기 유효성 검사 코드가 추가된다. 본 기법에 

의한 라이 러리  테이블은 호출 함수에 한 분기 

식별자를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기법의 확장 용

을 한 코드 수정은 호출 로그램에서만 필요하다. 이

러한 확장된 보호 기법에 한 구 과 평가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FI를 용한 GOT 변조 방지 방안에 

해 기술하 다. CFI 기법은 런타임 검증 기술 의 하

나로서 보호 상 로그램 코드에 내장되어 실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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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인 제어흐름을 효과 으로 감지한다. 특히, 

DEP, ASLR(Address Space Layout Randomization) [21] 등 

운 체제 수 의 보호 기술을 우회하는 지능 인 공격에 

더욱 효과 일 수 있다. 한, 런타임 검증 기술은 필요

에 따라 코드에 선택 으로 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무기체계 소 트웨어는 높은 보안성과 실행 성능 조건을 

함께 요구하여 보안 기술 용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보

안성과 성능의 유연성에서 장 이 큰 런타임 검증 기술

은 무기체계 소 트웨어의 보안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

심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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