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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000. prologue
어느덧 Reverse를 시작한지 4년째가 되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 이것 저것 맛만 보던 저에게 Hooking이라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이용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Project로 함수에서 사용하는 buff에
대한 로그를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Code Injection을 하기엔 너
무 코드의 양이 많더군요. 그래서 Hooking을 선택했습니다. Hooking 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저에겐 최대한 빨리 작업하여
Output을 내야 하기 때문에 Detours라는 Library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Detours의 성격상 제가 원하는 부분은 Hooking이 안 걸리더군요. 그
래서 iAT Hooking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했습니다. Project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Hooking 과정을 조금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여 응용하였으
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나, 또는 잘못된 지점은 가차없이 메
일을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저도 배우는 입장으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고쳐나가 차후에 똑 같은 실수로 문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의 가차 없는 질타를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문
서에서 존칭은 prologue와 epilogue에서만 사용하고 본론에서는 반어를 사
용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고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Here we go~~♫
0x0100. Detours ?
Detours는 Microsoft사에서 제공하는 Hooking Library이다. API를 Hooking
하는데 있어서 가장 뛰어나면서도 Simple한 최고의 Library 이다. Detours
에 관한 자료는 google 형님한테 물어보면 많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codeproject라든지, opensource 기반의 code를 참조하여
Detours 사용 Skill을 늘려나가면 될 것이다.
현재 detours는 MS에서 아래의 사이트에 가면 구할 수 있다. 현재 버전은
2.1 버전이므로 DetoursExpress2.1 버전을 다운 받으면 된다.
(Detours 배포 : http://research.microsoft.com/sn/detours/)

0x0200. Detours Example
0x0210) Setting ……
먼저 코드를 보도록 하자. Detours Express 2.1을 설치하면 다음과 같은
기본 경로에 Source가 설치되게 된다.
C:₩Program Files₩Microsoft Research₩Detours Express 2.1₩samples 이곳
에서 쉽게 Code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 Detours를 사용하기 위해
선 먼저 실행 파일을 setdll.exe, withdll.exe 파일이 존재해야 한다.
setdll.exe 파일은 exe 파일 내에서 Hooking 역할을 하는 DLL을 static
injection 하여 사용하게 하는 반면에, withdll.exe는 exe 파일 안에 동적
으로 Hooking 역할을 하는 DLL을 injection하여 사용하게 한다. 즉, exe 파
일 안에 Hooking 역할을 하는 DLL이 고정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일회용으
로 사용할 때만 들어가느냐의 차이이다.
Test할 때는 withdll를 이용하여 하면 보다 쉽게 test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자. setdll과 withdll 파일을 컴파일을 먼저 해보자.
필자가 좋아하는 withdll을 먼저 컴파일 하도록 하겠다. 경로는 다음과
같다.
“C:₩Program
Files₩Microsoft
Research₩Detours
Express
2.1₩samples₩withdll₩ withdll.cpp”을 열어서 컴파일을 하면 제일 먼저 나
오는 문제가 바로 include 경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1] 첫 번째 문제. [Include] 경로 문제

두 번째는 Export된 함수에 대한 Library 파일 추가 문제이다. 임시 방편
으로 추가해주는 방식을 선택하였지만 차후에도 detours를 자주 사용할 예

정이라면 Visual Studio 환경에 Library 파일을 추가 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 ₩src₩ 디렉토리에 detours.h, detoured.h 파일이 존재한
다. 밖으로 include 파일로 추출하여 사용하는 게 편할 것이다.)

[그림 2] 두 번째 문제. [Export] 문제

[그림 3] 두 번째 문제 해결책. (detours.lib, detoured.lib 파일 추가)

자, 이젠 컴파일은 완료된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바로
detoured.dll 파일이 필요하다. 2.1 버전 이하인 1.5 버전에서는
detoured.dll 파일이 필요 하지 않았다. 하지만 2.1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detoured.dll 파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만약 detoured.dll 파일
을 사용하지 않고 쓰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로 재 컴파일 하길 바란다.
(http://blog.naver.com/crattack/70036911168)

[그림 4] Detours Express 2.1 버전 업 되면서 필수 조건이 된 detoured.dll 파일 요구

하지만 이렇게 개인별로 컴파일 하지 않아도 한 명령어로 모든 파일이 컴
파일 될 수 있다. 바로 nmake all 이다.
Detours Express 2.1에서 배포할 때 makefile을 제공하여 한번에 모든
samples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내용과 src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내용을 컴
파일 해주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럼 nmake를 이용하여 컴파일을 하자.

[그림 5] Detours Express 2.1 컴파일 하기

그럼 이젠 준비가 다 되었다. 컴파일도 되었고 2.1에서 제일 필요한
withdll.exe와 detoured.dll 파일이 완성되었다. nmake all가 완성되
면 .₩bin₩ 디렉토리에 잔뜩 결과물들이 생긴다. 그 곳에서 withdll.exe 파
일과 detoured.dll 파일을 제외하고 다 지우도록 하자. 필요할 때마다 하나
하나 컴파일 하여 적용하여 사용하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다 지
우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정에 들어가도록 하자.

0x0220) Here we go ……
Target 프로그램은 sample 디렉토리에 있는 sleep5.exe 프로그램을
Target으로 잡겠다. 먼저 컴파일을 통하여 exe 파일을 만들어 보자.

[그림 6] simple 파일 실행 화면

단순 sleep()함수를 통하여 delay를 걸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걸
simple.dll 파일을 이용하여 API Hooking을 걸어보도록 하겠다. simple.cpp
파일을 Win32 Dynamic-Link Library의 project로 생성하여야 한다. dll 파
일로 생성하여 withdll 을 통하여 sleep.exe 파일에 attach해야 하기 때문
에 Visual Studio에서의 Project 중 Win32 Dynamic-Link Library 선택하여
Project를 생성하도록 한다.
simple.cpp 파일을 열면 역시나 include 경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역시나 [그림 1]과 같이 경로를 재정의 해서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
하지 않는다. include 경로 문제가 끝나면 [그림 2]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
므로 또한, [그림 3]과 같이 처리하여 컴파일을 완성해야 한다.
하지만, dll일 생성되었다고 한들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

[그림 7] 일반적인 컴파일로 생성된 DLL 파일을 컴파일 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

export된 dll 파일이 ordinal을 찾을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에
러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것 간단한 문제 이며,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바
로 nmake를 이용하는 것이다. 먼저 makefile을 열어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그림 8] makefile 설정 환경

내용을 보면 컴파일시 추가해줘야 하는 컴파일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 그
럼 이제 nmake명령어를 통하여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자.

[그림 9] nmake를 이용한 simple.cpp 파일 컴파일

이제 됐으니 테스트 하도록 하자. 아까 만들어놓은 withdll.exe 파일을 가
지고 sleep5.exe 파일에 Hooking을 걸겠다.

[그림 10] sleep5.exe 파일을 Hooking한 결과

그럼 어떻게 Hooking이 걸리는지 체크 해보도록 하자.

[그림 11] sleep5 Program Source

[그림 11]과 같이 Sleep()를 사용하고 있다. Sleep()에 [그림 12]와 같이
Hooking을 걸어 의미의 Message를 출력하게 할 것이다.

[그림 12] simple Program Source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Sleep()의 함수를 Hooking하기 위해선
Sleep()의 원형을 제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Detours
Program이 운영 된다. 그럼 이제 Hooking된 상태를 Debugger로 확인 해보도
록 하자.

[그림 13] Hooking 된 sleep5.exe 파일 내부 Sleep() 흐름도

또한, Memory Map을 통하여 Memory 상에 Load된 List를 확인할 경우
simple.dll과 detoured.dll이 Load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4] detoured.dll 과 simple.dll 이 Memory에 Load된 상태

0x0230) 실무 적용
이젠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예로 “MessageBox” Hooking을
걸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Hooking할 대상 Source Cod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5] Hooking Test Program Source Code

[그림 15]와 같이 단순 Click을 통해서 MessageBox를 출력해주고 있다.

MessageBox의 내용은 “……test……” 문자열이다. 그럼 “test”문자열을
“change”로 바꾸는 Hooking Program을 만들어 보자.

[그림 16] MessageBox() Hooking Source Code

MessageBox()의 원형을 기반으로 쌍둥이 함수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MessageBox()의 원형을 기반으로 fakeMeg()를 만들었다. nmake를 하기전에
Compile을 통해서 Error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 후 nmake을 통하여 DLL을 만
든다.

[그림 17] simple.DLL 생성

[그림 18] Hooking 성공 화면

위의 절차를 따라서 함수를 Hooking을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detours Hooking 방식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

방법론은 마지막에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젠 iAT Hooking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0x0300. iAT Hooking ?
Detours의 API 함수를 이용한 Simple한 Hooking 방법이라면 iAT Hooking
방식은 Import Table Address를 수정하여 Hooking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Detours 보다 조금 복잡한 방법을 걸치게 된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했던
Tutorial이 많이 존재하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iAT(Import Address Table)에 대한 내용은 이 문서에서는 언급하지 않겠
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Google 형님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
자 그럼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하자.
0x0310) iAT Hooking Example
0x0311) DLL Injection
Target Program은 [그림 15]를 기반으로 하겠다. 단순 Message를 출력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내부에서 사용하는 memcpy 함수를 Hooking 하여
“……test……”문자열을 “……change……”로 바꾸는 Hooking Program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
먼저 해야 하는 순서는 실행중인 Process에 DLL을 Attach 시킬 수 있는
Injection Program을 만들어야 한다. Injection Program은 아래의 순서를
따르게 된다.
1. Target Process 선택
2. Attach 할 DLL 파일 경로
아주 간단하다. 자 그럼 위의 순서를 기반으로 Injection Program을 작성
해 보자. 그럼 Target Process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Target Process를
선택 하였다고 했을 때 Windows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해결 포인트는 바로 Handle 이다. Handle을 이용해서 선택된 Program
에 Memory에 DLL 을 Injection 시켜주게 된다.
그럼 Target Process의 handle을 얻는 부분을 보도록 하자.
(※ 코드는 그림으로만 표기하겠다. 그래야지 한번이라도 작성 할 수 있으므로 @^^@)

[그림 19] Target Program Handle & ProcessId 얻기

그럼 이젠 Injection할 ProcessID를 얻었다. 그럼 메모리를 확보하여 DLL
을 Injection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자. DLL Injection 하는 부분은 바로
“DllInject()”가 그 역할을 한다. 내부를 보도록 하자.

[그림 20] DllInject()의 Code

자, [그림 20]에서 보면 주석처리를 해놓았다. 하나하나 따져 보도록 하자.
절차는 이렇다.

[그림 21] DLL이 Target Process에 Injection 되는 과정

[그림 21] 과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젠 다른 Process에 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해가 안됐다면 각각의 함수
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보길 바란다. DLL Injection에 필요한 최소한의 함수
만을 추출해서 정리한 것이므로 꼭! 알고 있어야 한다.

0x0312) Hooking Code
Hooking Code는 함수를 호출하는 주소를 임의로 만든 Fake_Function()으
로 변경하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그럼 들어가기 전에 Hooking Code가 처
리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자.

[그림 22] Hooking Code 처리 절차

Hooking Code의 예는 “memcpy()”를 Hooking 할 것이다. [그림 22]의 순
서와 같이 Code를 분석해보자.
먼저, 1번 순서를 따르겠다. “Hooking할 함수를 Call하는 주소를 찾는
다.”

[그림 23] 1. Hooking할 함수를 Call하는 주소를 찾는다.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림 23]의 마지막 Capture에서 나온 주소가 필요
하다. DS:[004176A4]=102199C0 (MSVCRTD.memcpy) 좋다. 이젠 공격 포인트를
찾았으니 공격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해보자. 실질적으로 Real Function은
필요가 없다. 단지, 어떤 순서로 Hooking이 이뤄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찾은 것이니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단지, Fake_Function의 주소와 Real의 주소를 정확하게 바꿔주면 iAT
Hooking이 완료된다. 그럼 코드를 나눠서 설명하겠다.

[그림 24] 3. Real 주소를 Fake_Function() 주소로 변경한다.

Fake_Function()인 fake_memcpy()는 DebugView에 Log 찍는 역할만 하도록
변경해 놓았다.

[그림 25] Fake_Function()인 fake_memcpy()의 Source Code

이제는 여태까지 작성해 놓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나하나 실행 과정
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따라서 해보자. 먼저 “DLL Injection Tool”을 실
행 시킨다.

[그림 26] DLL Injection Tool 실행

[그림 27] DLL Injection 성공

[그림 28] Hooking 된 Test Program을 Reverse 한 결과 (1)

[그림 29] Hooking 된 Test Program을 Reverse 한 결과 (2)

이상으로 iAT Hooking 방법에 대한 과정을 마치겠다. 몇 가지 주의 해야
하는 상황은 epilogue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iAT Hooking Session을 마친다.
0x0400. epilogue
0x0401. Detours를 선택해야 하나? iAT Hooking을 선택해야 하나?
뻑뻑한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아직 안 읽고
epilogue만 먼저 읽고 계시는 분일지라도^^)
이런 생각이 들것입니다. 도대체 어떨 때 iAT Hooking을 써야 하고 어떨
때 detours를 써야 하는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로, JMP로 Real 함수로 가
느냐 아니면 Call 포인터로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MessageBox()를 호출
하는 2가지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Static DLL
Option으로 Compile한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Share DLL Option으로

Compile을 한 것이다.

[그림 30] Compile시 Static DLL Option 사용

[그림 31] Compile시 Share DLL Option 사용

[그림 30]과 [그림 31]을 보시면 함수를 Call하는 방식이 틀리게 됩니다.
Call DWORD PTR DS:[주소] 방식과 CALL JMP.주소 방식입니다. 따라서, JMP로
호출되는 함수는 iAT Hooking을 이용하시면 되며, 포인터 주소로 넘겨지는
함수 호출 방식은 detours로 이용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API Hooking과 iAT
Hooking 방법에 대한 문서를 마칩니다. 10월 31일부터 쓴 문서가 11월 12일
에 끝나네요. 업무와 겹쳐서 정리한다고 정리한게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부
터 그럼 Hooking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here we go~~♫
0x0402. nmake 사용하지 않기
nmake를 분석한 결과 nmake는 이란 함수를 export로 선언하여 컴파일 하여
일반 함수를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간단한 script라는 것을 알
았습니다. 그래서 DLL 파일을 Programming을 함에 있어서 export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언하고 컴파일 하면 굳이 nmake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
언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32] export로 선언하여 nmake를 사용하지 않고 compile 하는 방법

그럼 즐거운 Detours와 iAT Hooking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