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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ack Me를 시작하며.
가. 시작하며
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함께 AnonimoSer Crack Me I , II 를 풀어나가게될
Shampu라고 합니다. 미리 밝혀두자면 저는 이번에 하게되는 Crack Me가 공식적
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everse Engineering을 하는데 대한 기초지식
도 많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처음 OllyDBG를 켰을 때, 화면에 나열된 그 수많은 문
자와 숫자를 보고는 막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뭘 의미하는건지 무엇인 필요한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제가 처음 Reverse
Engineering을 해보겠다고 다짐했을 때부터 적지만 2개의 Crack Me를 풀게 되게
까지의 여정들과 습득했던 지식들, 필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초심자의 입장에서 써
내려가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초급이상의 C언어 구사능력과 자료구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본
Reverse Engineering을 시작하였습니다, 고로 어느정도의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단점(Break Point)의 사용방법은 익숙했고, 함수의 호출과정과
변수의 사용, 기초적인 메모리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절 많이 도와준
지인의 경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매우 얕을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력은 상당
수준이 되는 것으로 보아 위에서 언급한 지식들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컴퓨터 공학을 함에 있어서 언제가는 반드시 쓰여질 지식이며, 모르는 사람보다
Crack을 함에 있어서 이해하는 속도에서 많은 잇점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
다. 특히 자료구조의 스택과 C언어에서의 포인터 개념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택의 경우 본 문서의 1.-나.-1) 에서 다루고 있으니 부디 즐겁게 봐주셨으면 합
니다.
많은 퇴고와 지식 수정의 시간을 갖겠지만 처음이니만큼 잘못된 정보나 매끄럽지
못한 언어구사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초심자의 도약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따끔한 질책과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럼 이렇게 서두를 마치고, 함께 AnonimoSer Crack Me를 풀어보도록 하겠습
니다.
Shampu

나. 준비과정
1) 자료구조 Stack
가장먼저 다루게 되는 주제는 자료구조의 Stack입니다. 여기서 자료구조란 컴퓨터
에서 사용되는 Data 즉 자료를 다루는 방법론을 뜻합니다. 자료구조에는 Stack뿐만
아니라 Tree, Queue, Graph, List 등 많은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과 사용
되어지는 용도 또한 가지각색입니다. 그 중에서도 Stack을 배우는 이유는 프로그램
이 메모리에 할당되어 실행된 후 읽고 쓰게되는 데이터들의 일부가 Stack의 구조로
메모리상에서 입/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메모리구조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Stack이란 사전상에서는 "쌓아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다음페이지의
사전인용자료 참조) 그리고 그 의미 그대로 데이터를 쌓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
니다. 흔히 Stack을 현실의 행위와 비교할 때 접시를 쌓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이
러한 상황을 설정하여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차리기 위해 접시를 이용한다고 해봅시다. 존재하는 사람은 접시를 쓰는 사
람과 접시를 설거지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때 접시는 한곳에 쌓아두며, 중간에서 뺄수없다는 가정을 설정합니다.)

<- Top

<그림 1> 스택과 쌓아둔 접시의 유사점

이제 접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위의 접시부터 꺼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다른사람이 사용하고 난뒤의 접시를 설겆지하고 있다고 하면 설거지가 끝난
접시는 자연스레 접시더미의 가장 위쪽에 올려지게 됩니다. 다음번 접시를 사용할
때는 가장 마지막에 올려진 접시를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되겠죠?
이런식으로 가장 마지막에 쌓이게 된 "것"이 가장 먼저 쓰이게 되는 구조를 Stack
구조라고하며,

밑줄

쳐진

문장을

일반적으로

LiFo(Last

in

First

out)또는

FiLo(First in Last out)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접시를 빌어 설명했던 내용을 Stack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접시라는
내용을 자료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Stack은 자료를 쌓아서 사용하는 자료구조이며,
가장 나중에 입력된 자료가 가장먼저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자료구조에서는 각각의 과정마다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앞으로 배우게
될 어셈블리어에서의 명령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알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1. 자료를 쌓는 과정 - Push
2. 꺼내서 사용하는 과정 - Pop
3. 가장위쪽에 쌓인 자료(가장 먼저 사용되어질) - Stack의 Top
4. 스택이 가득차서 더 이상 Push가 불가능한 상황 - Stack Overflow
5. 스택이 비어있어서 더 이상 Pop이 불가능한 상황 - Stack Underflow
이라고 합니다.
Reverse Engineering을 하면서 주로 1,2번용어를 주로 접하게 되며, 직접 프로그
래밍 언어로 스택을 구현해보시면 잊혀지지 않고, 머릿속에 잘 기억 되실겁니다.

한컴사전에서의 Stack
†stack [stæk] n.
① 더미, 퇴적.
② 볏가리, (건초·밀짚 따위의) 쌓아 올린더미.
~~~~~~~~~~~~~~~~~~~~~~~~~~~~
⑦ 한 가리(숯·장식을 재는 단위; 108입방 피트).
⑧ 〖컴퓨터〗 스택, 동전통(나중에 든 데이터를 가장 먼저 꺼낼 수 있게 하는 데이터
†stack [stæk] v. ―vt.
① 치쌓다, 산더미처럼 쌓아올리다.
② (총을) 걸다.
③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치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의 선택[선발]을 하다.
⑤ (착륙하려는 여러 대의 비행기에 각기 다른 고도의) 선회를 지시하다(지상에서 착륙
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2) 기본 어셈블리어 명령어
이번장은 어셈블리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개념부분을 제외한 실제 명령
어부분은 Reverse Engineering을 하면서 자연스레 자주쓰이는 것은 암기가 될 것
입니다. 명령어를 정리한 부분은 Api사전을 보듯이 필요할때마다 참조해가며 보시
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가장 저수준 언어인 기계어부터 시작해서 어셈블리어 그리고
고급언어인 C언어 , Fortran , Basic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저수준 언어일수록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기계가 이해하기가 쉬우며 기계어의
경우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별다른 과정없이 바로 실행되어 빠른
속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셈블리어의 경우는 기계어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변환한 것이며 CPU에 따라 모두 달라, 호환성이 없습니다.
반대로 고급 언어의 경우 사람이 이해하도록 편하게 만들어진 사람의 언어입니다.
때문에 기계가 이해하기위해서는 컴파일이라는 번역과정을 거쳐서 기계어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번역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CPU에 따라서 다른 번역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CPU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개발자가 고급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될 경우 컴파일과
정을 통해 기계어로 번역된상태로 실행파일이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
리가 Reverse Engineering 해보려는 파일을 열어보게되면 기계어로 된 내용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 코드를 파악하는데 매우 힘이들게 됩니다. 그
래서 그나마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어셈블리어로 변환해서 분석을 하게되는데, 이
때 기계어를 어셈블리어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디스어셈블러(Disassembler)라고
하고, 그 종류에는 PEDasm, IDA Pro, Debuggy, Win32Dasm, OllyDbg 등이 있습
니다.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디스어셈블러들은 프로그램을 디버깅(Debugging)1)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최근엔 어셈블러를 C언어 코드로 변환해주는 플러그인
이 IDA Pro 5.1에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용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intel 과 amd cpu는 모두 intel x86 아키
텍쳐에 뿌리를 두고있으며, 이는 8086/88 어셈블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문
서에서

다루는

AnonimoSer Crack

Me

같은

경우 Win32 Api를

이용하여

Windows상에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고, Windows는 x86 호환 프로세서에서만
구동되는 OS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8086/88 어셈블리어를 참조하여 Reverse
1) debug [diːbʌ́g] vt. (-gg-)〖컴퓨터〗 (프로그램의) 결함을 발견해 수정하다, 벌레잡기하다.

Engineering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x86호환 cpu가 아니라면 그에 해당
하는 어셈블리어를 참조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게될 주요 어셈블러 명령어를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명령의 흐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입니다.
<간단한 Assembler 코드>

명령

뜻

실행되는 동작

예제

데이터 전송
MOV
PUSH

Move
Push

POP

Pop
Load Effective

LEA

Address to
Register

b를 a에 복 사
a를 스 택 에 쌓 는 다 .
스 택 에 서 자 료 를 꺼 내 서 a에 넣
는다.
b가 가 르 키 는
저장

메모리주소를

a에

MOV a,b
PUSH a
POP a

LEA a [ptr]b

산술 연산
ADD
INC
SUB
DEC
IMUL

Add
Increment
Subtract
Decrement
Integer

/MUL
IDIV

Multiply

/DIV

Integer Divide

a에 b를 더 함
a를 1 증 가
a에 서 b를 뺌
a를 1 감 소

ADD a,b
INC a
SUB a,b
DEC a

a에 b를 곱 함 (I는 부 호 유 무 )

IMUL a,b

a를 b로 나 눔 2) (I는 부 호 유 무 )

IDIV a,b

a와 b를 비 교 . 결 과 값 은 FLAG레
지스터에 저장
논리 연산3)

CMP

Compare

NOT
AND
OR

Invert
And
Or

XOR

Xor

CALL

Call

a주 소 를 호 출 .
(a로 이 동 후 a가 끝 나 면
돌 아 옵 니 다 .)

JMP

Jump

a주 소 로 이 동 . (a로 단 순 히 이 동
합 니 다 .)

a의 1의 보 수 값 (a에 바 로 적 용 )
a에 b로 And 연 산
a에 b로 Or 연 산
a에 b로 Xor 연 산
(Xor a,a의 경 우 0으 로 초 기 화 )
분기4)
다시

CMP a,b

NOT a
AND a,b
OR a,b
Xor a,b

CALL a

JMP a

위의표는 http://www.kennwort.net/board/zboard.php?id=study&no=133 의 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나눗셈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CDQ의 역할
http://www.winapi.co.kr/apiboard/content.php?table=tblqa?pk=44399
3) 기초 논리 연산
http://cafe.naver.com/cheatenginekorea/1762
4) 어셈블리 언어 레퍼런스 * 분기문에대한 자세한설명이 잘 나와있습니다.
http://readdie.woweb.net/bbs/view.php?id=C&no=15

3) 메모리 구조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로 프로그램의 코드부터 모든 데이터
까지 모든 것을 로드하여야만 합니다. 예전 Dos시절에는 메모리의 크기가 부족하면
실행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윈도우부터는 가상메모리가 생겨
서 하드디스크의 일부에 적재한 후 이를 메모리에 로드한 것처럼 쓰게 해주어서 메
모리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가상메모리의 경우도 하드를 메모리로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로드한 것으로, 우리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메모리를 어떻게 이용하고,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
요가

있습니다.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식은

OS마다

다르지만

이

문서에서는

AnonimoSer Crack Me가 구동되는 환경인 Windows의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간
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적재되어 실행되면, 그 때 부터는 실행중인 프로그램이란 뜻
으로 프로세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프로세스 상태가 된 프로그램의 메모리구조는
용도에 따라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각각 텍스트, 데이터, 힙, 스택
이라고 부르게됩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간략한 프로세스의 메모리 구조
텍스트

실제 실행 코드인 기계어를 가지고 있는 영역.

데이터

C프로그램에서 전역변수와 정적변수(Static)5)를 가지고 있는 영역.

힙
스택

동적변수를 가지고 있는 영역. new , malloc 등의 함수로 할당된다.
C프로그램에서 지역변수와 함수호출 후 돌아갈 주소(리턴주소)를 포함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두 문서를 참조하도록 합시다.
1.Win32 실행파일구조. "Windows 시스템 실행파일의 구조와원리" 이동호 저
http://blog.empas.com/yjc2003/19390668
2.프로세스 구조와 멀티쓰레드 멀티 테스킹
http://blog.naver.com/PostPrint.nhn?blogId=scentmen&logNo=120012404979
2의 경우는 프로세스 상태의 메모리 구조가 아닌 프로그램 즉, 파일형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프로그램 -> 프로세스의 변화를 짐작
하실 수 있습니다.

5) 지역변수/전역변수/정적변수
http://blog.naver.com/cosmo1492?Redirect=Log&logNo=120012001919
5) 벌넷 - 제6강 지역변수, 전역변수, 정적변수
http://www.beeswing.net/zeroboard/zboard.php?id=cpp&no16

4) OllyDbg 익히기
이제 우리의 주력 무기인 디어셈블러&디버거 OllyDbg를 익힐 차례입니다. 우선
Beist Lab(http://beist.org)의 공개 연구자료인 초보자를위한 예제와 함께 배워보는
OllyDbg 사용법 -1부-6)를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OllyDbg를 실행 시켜봅시다. 아래는 OllyDbg를 처음 실행시켰을 때 볼 수 있는 화
면입니다. 각 영역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그림 2> OllyDBG 기본 화면

- Dissassembler
프로그램을 Debugging할 때 해당 프로그램의 코드를 어셈블러로 보여주는 창입니
다. 실제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주로 보게되는 창이기도합니다.
- Information
현재 Debugging 중인 어셈블러코드의 부가정보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참조하는
6) 초보자를위한 예제와 함께 배워보는 OllyDbg 사용법 -1부http://beist.org/research/public/beginnerolly/beginnerolly.pdf

메모리의 값도 추적해주며 라인별 클립보드 복사도 가능 합니다. 매우 유용합니다.
- Dump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간 상태 즉 프로시저의 전체 메모리를 Hex코드로 보여
줍니다.
- Stack
지역변수와 함수의 Return adress7)등을 저장하는 스택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Stack의 특성상 자료가 아래가 아닌 위로 쌓이게 됩니다.
- Register8)
Cpu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위해 임시저장하는 저장공간인 레지스터를 보여준다.
현재 처리될 데이터를 한눈에 볼수 있으므로 Disassembler만큼이나 자주보게되는
창입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열어서 화면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도록하겠습니다. 파일을 열때
는 해당 프로그램을 OllyDbg창으로 드래그 하거나 OllyDbg의 <File>-<Open>또는
파일열기 아이콘으로 열 수 있습니다.
이제 OllyDBG의 구성화면을 하나씩 둘러보도록 합시다.

※ 영역 1 - Disassembler

<그림 3> Disassembler 영역 예제

왼쪽 끝탭은 메모리 주소값, 두 번째 탭은 기계어 코드 값, 그 다음 탭은 OllyDbg
에서 기계어를 어셈블리어로 나타내준 내용입니다. 마지막 탭은 주석부분으로 사용
자가 보기 편하도록 어셈블리어 코드에 알맞은 Api등을 OllyDbg가 자동으로 표시
해주며 사용자 임의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끝에 현재 Debugging이 진행중
인 위치가 검은색으로 표시되며, 회색은 현재 사용자가 선택중인 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는 4가지가 있는데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값을 더블클릭
더블클릭한 주소를 기준으로 주변 주소의 상대 위치를 나태내 줍니다.

7) Return Address
서브루틴에서 원래의 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갈때의 주소. 한 함수가 끝나고 돌아갈 위치를 뜻합니다.
Return Address 찾기 예제 - 아래 문서의 12-27페이지 참조
8) Register
Register의 구조와 각 역할은 아래 문서의 7-11페이지를 참조.
해커 지망생들이 알아야할 Buffer Overflow 기초 by 달고나 - http://www.wowhacker.com

<그림 4> 파일을 열었을 때의 OllyDBG 화면

<그림 5> Assembler화면에서 기준 잡은 모습

- 기계어를 더블클릭
해당 지점에 Break point9)를 겁니다. Break point가 걸린부분은 주소값이 빨간색
으로 채워집니다.

<그림 6> Assembler화면에서 중단점을 건 모습

- 어셈블리어를 더블클릭
해당 어셈블리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Fill with NOP's 옵션은 편집하는 어셈블
리어가 여러개의 기계어로 표현될 때. 편집된 어셈블리어가 그보다 적은 공간을 차
지할 경우 나머지 부분을 NOP(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채워주는 옵션입니다.

- 주석 부분을 더블클릭
9) Break Point
프로그램을 Debugging할 때 실행을 중단하고, 사용자가 재시작할 때까지 멈추게끔 하는 지점입니다.

<그림 7> Assembler 수정 화면

내용을 자신이 원하는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 PUSHAD의 오른쪽 주석 공간을 “주석 테스트”로 바꾸어 보겠
습니다. PUSHAD를 더블클릭하면 나오는 창에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림 8> Assembler 주석 입력 화면

<그림 9> Assembler 주석 입력된 화면

빈공간에 주석이 써진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역 2 Register

<그림 10> Register부분 기본 화면

나타내어져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에서 Register에 관한 문서들을 참고하셨다면

대부분 개념을 파악하게 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화면에서 빨갛게 표시된 부
분은 바로 이전 명령에서 해당 Register가 변경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회색 박스는
현재 선택된 영역을 나타내며, 값을 더블클릭함으로써 수정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 Register 값 변경 화면

32bit = 4byte 이므로 레지스터당 4byte의 값을 가지고 있는것을 볼수 있으며, 편
리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영역 3 Stack

<그림 12> Stack영역 기본 화면

프로시저의 Stack영역을 보여줍니다. Register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전에 변경된값
은 빨간색으로 강조가 되며 왼쪽끝이 스택주소이며 2번째 탭이 스택이 가진 값입니
다. 이 값은 실제 값 일수도 있고, 메모리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 주소인 경
우 표현할수 있다면 OllyDbg에서 자동으로 주석으로 화면에 표시해주게 됩니다.
Disassembler 영역과는 다르게 더블클릭으로 값을 수정할 수 없으며, 주석 또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스택주소를 더블클릭할 경우에는 더블클릭한 곳을 기준으
로 상대값을 표시해 준다는것은 동일합니다.

<그림 13> Stack영역에서 기준을 잡은 모습

값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정하고픈 영역을 선택한후 오른쪽 클릭하면 나오는 메
뉴에서 Modify또는 Edit를 선택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14> Stack영역에서 Modify와 Edit 화면

또 해당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Dump를 보고자할 경우 Follow in Dump를 선
택해주시면 OllyDbg의 왼쪽 하단에있는 Dump창에 해당 메모리 영역이 자동으로
표시되어집니다. Follow in Stack은 Stack창에서 해당 주소를 표시하여줍니다. 둘
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지만 실제로 가르키는 메모리영역은 같습니다. (필자의 경우
Stack쪽이 Dump보다는 보기가 편합니다:) )
Tip. EBP-xx의 위치 찾기
Assembler Code를 보다 보면 [EBP-xx] 형식의 표기법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
니다. 이는 Stack의 Extended Base pointer의 약자로 스택의 바닥(처음)으로 이해
하기면 편합니다. (반대로 ESP는 Entended Stack Pointer 로써 스택에서의 TOP
을 가르킵니다.) EBP에서 -xx byte 만큼 이동한 위치를 뜻하는 것으로 찾아갈 때

는 스택의 아무 지점이나 오른쪽 클릭 후 Go to EBP 메뉴를 선택 하고, 찾아간
EBP를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 15> EBP-xx찾기

그리고,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해당 코드가 현재 Debugging중인 코드라면
Assembler 영역 하단의 Information 영역에 Stack SS:[0012FCXX]=00000010
와 같은 형태로 OllyDBG가 그 값을 표시해 줍니다.

2. Reverse Engineering 하기
가. AnonimoSer Crack Me I
1) UPX Unpack 하기
갑자기 튀어나온 Unpack이 무언인지 UPX는 또 무엇인지 궁굼하신분이 많
을겁니다. UPX란 The Ultimate Packer for eXecutables의 약자로서 실행
압축10)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행 압축의 목적은 프로그램 실행 파일
의 용량 감소에 두고 있지만, 실행 코드의 보호, 바이러스 진단 회피등의 목
적으로도 이용됩니다. (주석10)의 내용을 참조)
이때 실행 압축을 하는 것을 Packing이라고 하며, 실행 압축을 제거 하는
것을 Unpacking이라고 합니다. 흔히 실행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Packing되
어있다'고 부릅니다.
Packing되어있는 프로그램을 OllyDBG로 그냥 열어보게 될 경우 압축되어
있는 데이터들과 압축을 해제하는 코드11)밖에 볼 수 가 없기 때문에
Debugging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OllyDBG에서도 Packing되어
있는 것 같은 프로그램을 열었을시에는 Debugging을 계속 할 것인지를 묻
는 경고창을 표시해 줍니다.

<그림 16> Packing된 파일을 OllyDBG로 열었을 때의 메세지

그래서 우리는 Debugging을 하기에 앞서 CrackMe가 Packing이 되어 있
는지, 되어 있다면 어떤 Packer인지를 조사하여 Unpacking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Packer를 알아낼 수 있을까? 여기서 PEiD12)라는 툴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PEiD는 파일의 헤더처럼 Packer로 압축된 실행파일의
헤더 역시 Packer마다 일정한 것을 이용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비
교하여

Packer의

종류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PEiD를

이용해서

AnonimoSer Crack Me I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실행 압축 : 실행가능한 파일을 실행가능한 상태 그대로 압축하는 방법. 원본 소스는 압축되며, 스스로 압축
을 해제할 수 있도록 코드가 첨부된다. 참고자료 :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실행압축' 해제 기법
국가사이버 안전센터 ( http://ncsc.go.kr ) 사이트내 검색박스에서 "실행압축"으로 검색 후 1번자료.
11) 위의 자료에서 Packing 전/후의 PE구조에 관한 내용을 참조.
12) PEiD의 공식 사이트 : http://peid.has.it/

<그림 17> PEiD의 실행 화면

맨 처음 PEiD를 실행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조
사할 파일을 PEiD창으로 드래그&드롭하거나 빨간색 상자의 [...] 버튼을 클
릭하여서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Anonimoser-crackme1파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림 18> PEiD로 Anonimoser-crackme1을 선택한 모습

아래쪽의 빈공간에 이 파일이 어떤 Packer로 Packing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UPX 0.89 ~ 1.02 / 1.05 ~ 1.24 로 추정해 주고 있군요. UPX
는 10번 주석의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실행압축' 해제 기법문서에서 수동으로
Unpack하는 방법이 소개된 Packer입니다. 또한 Unpack도 Pack를 해주는
UPX프로그램13)에서

지원하므로

간단하게

UPX프로그램을

구하여서

Unpack하실 수 있습니다. UPX를 다운 받은 후 Unpack을 해보도록 하겠습
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위의 문서를 보고 수동으로 Unpack을 해보신다면
Packer의 원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13) UPX(Ultimate Packer for eXecutables) 배포처 : http://upx.sourceforge.net

UPX는 콘솔 실행 프로그램이므로(UPX를 언팩하는 윈도우용 GUI를 가진
프로그램도 다 수 있습니다.) 시작-실행에서 CMD를 실행하여 dos프롬프트
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UPX를 실행 해보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을 보여줍니다.

<그림 19> upx.exe를 실행한 모습

우리는 Unpack을 할 것이므로 Decompress인 -d 옵션을 이용하면 되겠습
니다. 사용법은 upx -d <Unpack할 파일명>입니다. (파일명에 해당 파일이
위치한 경로를 포함해줘야 하는건 기본이겠죠?) 저는 upx와 Unpack할
anonimouser-crackme1.exe파일을 같은 폴더에 두고
upx -d anonimouser-crackme1.exe
라는 명령으로 Unpack을 하였습니다.

<그림 20> upx.exe로 AnonimoSer CrackME I.exe를 Unpack한 모습

이런 화면을 보게되면 성공적으로 AnonimoSer CrackME I.exe의 UPX
Packing을 Unpack하게 된것입니다.

만약 해당 파일이 UPX로 Packing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림 21> UPX packing이 되어있지 않은 파일을 -d 옵션으로 Unpack하려 했을 때 모습

이와같이 빨간글씨로 no packed by UPX 라고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UPX pack을 Unpack한 AnonimoSer Crack ME I.exe 파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PEiD에서 어떤 분석결과를 보여주는지 보도록
합시다.

<그림 22> PEiD에서 Unpack된 anonimoser-crackme1.exe를 선택했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잘알려진 컴파일러인 Borland Delphi 4.0 - 5.0 이라고 표
시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Packing이 없는걸로 확인되었으니(드물게 여
러개의

Packer로

Packing된

경우도

접할

Reverse Engineering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수

있습니다.)

OllyDBG로

2) 중단점과 Search string으로 코드 진입점 찾기
CrackMe를 Debugging하기에 앞서서 어떤프로그램이고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가
어떤것인지부터 알아보기위해 CrackMe를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그림 23> AnonimoSer CrackME I의 실행 화면

생소한 영어단어가 보이고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왼쪽 2개의 Nombre,
Codigo14)텍스트 박스에 값을 입력하고 OK나 Salir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보여집
니다. 두 텍스트 박스에 아무 값이나 넣고 OK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4> 아무 값이나 입력하고 OK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장난기가 섞인듯한 메시지 박스가 뜨는군요. 값을 마구 바꾸어 보다 Nombre
에 5자미만의 글을 넣으면 다른 메시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림 25> Nombre에 5자이하의 글자를 넣었을 때

아무래도 CrackMe의 제작자는

텍스트 박스에 Nombre에 5자이상의 값과 그에

해당하는 암호문을 Codigo에 입력하길 원하나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
는 것은 값을 입력하고 OK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동작한다는 것과 아무 값이나
14) Nombre는 사전적의미로 페이지의 번호(쪽번호), Codigo는 암호를 뜻합니다.

입력하고 OK를 눌렀을 경우 Mal, mal, muy mal. 이라는 문장이 나오는것에 주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OK버튼을 눌렀을 경우 결과물을 출력하는 것으로
보아 OK버튼을 누르는 시점에 두 텍스트 박스의 값을 검사하는 것일 거라고 추측
할 수 있기 때문이며, OK버튼이 실행하는 과정중에 error로 나오는 저 문장을 출
력하는 코드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Nombre에 5자 미만을 적
었을 때 <그림 25>의 경고문을 표시하는 코드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프로그래밍
을 해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인지 쉽게 머릿속에 그려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겁니다. 깊게 생각하지 말고, 다
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서 얻은 몇가지 단서를 가지
고, OllyDBG로 Reverse Engineering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llyDBG를 실행시키고 AnonimoSer CrackME I.exe(이하 CrackMeI)를 열도록 하
겠습니다.(PEiD처럼 파일을 OllyDBG창안으로 드래그&드롭해도 됩니다.)

<그림 26> OllyDBG로 AnonimoSer CrackMe I.exe를 처음 열었을 때

뭐가 뭔지 잘 감이 안잡히실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는 지금
CrackMeI의 Dbuging을 시작하였고 눈 앞에 보이는 것이 CrackMeI의 기계어, 어
셈블리어 코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상태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에서 멈추어

습

니다.(주소부분이 검은색으로 칠해진 곳)
우리가 목적한 바는 올바른 값을 입력하여서 <그림 24>의 메시지가 아닌 성공
메시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지는 언제 발생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실패메
세지는 우리가 아무값이나 입력하고 OK버튼을 입력하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러니 우리는 실제 값을 검증할 부분이 실행될 곳인 사용자가 OK를 누를 수 있는
상황까지 다가가야 합니다. 그전의 코드들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코드이겠지만 우리가 목적하는 바와는 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곳까
지 어떻게 가느냐? 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까지 찾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먼저 Debug메뉴의 명령들에 대해서 알
아 보도록 합시다.

<그림 27> OllyDBG의 Debug 메뉴

Debuging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위의 메뉴의 명령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
위주로 배워보도록 합시다.
명령 이름
Run
Pause
Restart
Close
Step into
Step over

의미
실행하기입니다. 앞으로 만날 중단점까지 코드를 실행합니다.
멈추기입니다. 현상태 그대로 코드실행을 멈춥니다.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현재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새로 시작합니다.
닫기입니다. Debuging을 멈추고 파일을 닫습니다.
한단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함수라면 함수 내부로 들어갑니다.
한단계 진행합니다. 함수내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될 부분은 Step into와 Step over 그리고 Run이 되겠
습니다. Step into의 경우 함수라면 함수 내부로 들어간다고 설명 해드렸는데, 함수
로 들어가는 부분은 Assembler로 CALL ntdll.7C973BB4 같이 Call로 시작하는 부
분입니다. (오른쪽에 쓰여진 메모리주소의 함수를 호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잘안되신다면 다음의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그림 28> Step into와 Step over의 차이점

이렇게 Step ~ 을 이용하여 코드를 한줄씩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
램은 수많은 함수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함수들은 때때로 단순한 계산이
아닌 Windows 깊숙이까지 들어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해가
면서 찾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더 간단히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방법은 Search String으로 찾아가기입니다. 앞서 프로그램
실행중 보았던 "OK", "Mal, mal, muy mal."들은 결국 모두 문자열이기 때문에 사
용하기전에 메모리에 로드되어야 합니다.(그림파일이라면 문자열로 저장되지 않습
니다.) 이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조사하여 해당 문자
열을 찾아가서 주위의 코드를 보는 것으로 원하는 코드의 위치를 짐작해볼 수가 있
습니다. 이제 Search String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림 29> Disassembler 오른쪽키 팝업에서의 Search String

Disassembler창에서 마우스 오른쪽키를 눌렀을 때 나오는 팝업창에서
Search for ▶ All referenced text strings
를 선택하면 메모리상의 String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현재
메모리위치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결과값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는 제목
표시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Debuging 중에 함수호출을 따라가다가
Windows 내부 함수로 들어가게 된 경우 이 상태에서 Search String을 하면 해당
모듈에서(예에서 ntdll) String을 찾게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값은 나오
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표시줄에서 현재 위치가 자신이 Debuging하는 프로그
램명이 맞는지 확인하고, 명령을 실행 하여야 합니다.

<그림 30> ntdll 모듈에서 Search string 한 경우

<그림 31> 올바른 위치에서 Search string 한 경우

만약 현재 위치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라면
View ▶ Executable modules
메뉴에서 현재 로드된 모듈 리스트를 확인한 후 원하는 모듈을 더블클릭하여 해당
위치로 Disassembler창을 이동시킨후 Search string하면 됩니다.

<그림 32> Executable modules로 모듈 찾아가기

위의 창에서 제가 Debuging하는 파일의 경우 UN_AnonimouSer_CrackMe_I.exe였
으므로 UN_Anoni라고 이름이 표시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Search string을 한 결과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3> Search string한 결과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기계어와 Assembler코드는 사라지고 눈에 익숙한 문자열들

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Search string하는 경우 그 결과값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값이 있다면 직접 찾아보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혹은 의도하지않았던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 하지만 우리는 지금 찾고
있는 단어가 있으므로 검색기능을 통해서 문자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나오는 창에서 검색을 원하는 문자열을 넣
고 (Mal, mal ~에서 Mal, 이란 문자열로 찾아봅시다.) OK버튼을 누르도록 합니다.

<그림 34> Search string결과 창에서 문자열 찾기

해당 문자열이 결과창에 존재한다면 검색된 결과를 화면에 보여줄 것입니다. 결과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5> Mal, 검색 결과

메모리의 0045B2D0에서 찾고 있던 "Mal, mal, muy, mal"을 찾아 내었습니다. 위
아래로 흥미를 끄는 문자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5 caracteres등
앞서 테스트해봤을때 봤던 경고 메시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찾아
온 것 같군요. 여기서 원하는 라인을 더블클릭하게 되면 해당 코드가 있는 메모리
로 이동하게 되며, 오른쪽 클릭후 Toggle breakpoint나 선택후 F2를 눌러서 중단
점(Breakpoint)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
Mal, mal, mut, mal 부분을 더블클릭 하여서 코드에 접근하는 경우, 이 메시지는
모든 값의 검사가 끝난 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코드진행을 거꾸로 조사해야지만
검사 루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의 에러메세지들의 경우 입력값의 조
건이 맞지 않는 상태(5자 이상 입력하세요. 같은)이기 때문에 길이만 검사하고, 값
을 검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가정입니다.) 즉 요지는 관련있는 문
자열중 가장 먼저나오는 것에 접근 할수록 보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 CrackMe
의 경우 친저라하게도 모든 중요 문자열들이 한데 뭉쳐 있으므로 가장 위쪽의 메시

지에 접근하여 조사하거나, 일일이 들어가서 보기가 귀찮다면 중요 문자열들이 포
함된 주소에 모두 중단점을 걸어 놓고 프로그램을 실행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습니
다. 실제 프로그램에서 저렇게 중요 메시지들이 한군데 뭉쳐있으리라는 보장이 없
으므로 후자인 중요해 보이는 모든부분에 중단점을 걸고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는 쪽
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중요해 보이는 부분들에 모두 중단점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림 36> 중요해 보이는 문자열들에게 모두 중단점을 건 모습

중단점을 다 걸었다면 이제 F9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 시켜 봅시다.

<그림 37> 중단점을 걸고 실행 시킨 모습

중간에 멈추지 않고 프로그램이 잘 실행 된 것을 보니 우리가 걸었던 중단점은 프
로그램이 실행되기전에 실행되는 코드는 없었나 봅니다. 이제부터 값을 입력하여서
본격적인 Debuging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