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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는 왜 필요한가?
1.

윈도우의 가장 기초이다.

2.

윈도우의 바이너리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

3.

윈도우의 바이너리는 PE 포멧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윈도우 Exploit Code를 만들 때 필요한 기본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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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1.1. Overview
Overview Of
Of PE
PE file
file format
format
• PE (Portable Executable – 이식 가능한 프로그램)
• Win32 의 기본적인 파일 형식
• PE라는 형식은 UNIX의 Coff (Common object file format)에서 갈라
져 나옴
• “Portable Executable”이라는 의미는 Win32플랫폼 하에서 공통적으
로 사용 가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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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1.1. Overview
Overview Of
Of PE
PE file
file format
format
일반적인 PE 파일 형식 , 실제 EXE 실행 파일의 HEX 내용
DOS MZ header
DOS stub
PE header
Section table
Section 1

Section 2

Section ...

Section n

2005-04-05

• PE 파일은 반드시 DOS MZ 헤더로부터 시작(이 구조에는 크게 관
심 x)
• DOS stub: OS가 PE파일 형식을 알지 못할 때 실행되는 부분, 혹
은 완전 DOS에서 실행시킬 목적으로 사용 – int21h를 사용하여
“This program cannot be run in DOS mode” 메시지 출력
• PE Header는 IMAGE_NT_HEADERS라는 PE와 관련된 구조체를 말
하는 용어. 이 구조체는 PE 로더가 사용하는 핵심 정보를 담고 있
음, PE 지원하는 OS에서 실행파일 실행하면 PE로더는 DOS MZ헤
더로부터 PE 헤더의 Offset을 알고 DOS부분 건너뛰고 바로 PE 헤
더로 간다.
• PE 파일의 실제 정보는 section(색션)이라 불리는 블록으로 나누
어짐. 색션은 code/data, read/write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의 묶음
• 한 색션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code와 data를 모두 포함
• 구조체들의 배열인 Section Table. 각 구조체는 PE파일에 속한
색션의 속성, 파일 오프셋, 가상 오프셋 정보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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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1.1. Overview
Overview Of
Of PE
PE file
file format
format
PE 파일이 메모리에 로딩되는 단계
DOS MZ header
DOS stub
PE header
Section table
Section 1

1. PE 파일 실행 시 PE로더는 PE 헤더의 Offset을 알기 위해
DOS MZ 헤더를 조사
2. 발견되면 바로 PE 헤더로 감. PE로더는 PE헤더가 올바른지 체크
올바르면 PE헤더의 끝으로 감. PE헤더 바로 담 – 색션 테이블
3. PE 헤더는 색션들의 정보를 읽고 이러한 색션을 파일 맵핑을
이용해 메모리에 맵핑. 색션 테이블에 명시된 속성을 각각의
색션에 부여
4. PE 파일이 메모리에 맵핑되고 나면, Import Table처럼 PE로더
또한 PE 파일의 논리적인 부분이 됨

Section 2

정확한 동작과정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방법은?
Section ...

Sectio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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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1.1. Overview
Overview Of
Of PE
PE file
file format
format
일반적인 PE 파일 형식 , 실제 EXE 실행 파일의 HEX 내용
DOS MZ header
DOS stub
PE header
Section table
Section 1

Section 2

Section ...

Sectio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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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2.2. Detecting
Detecting aa valid
valid PE
PE File
File
PE Header (IMAGE_NT_HEADER)
IMAGE_NT_HEADERS STRUCT
Signature dd ?
FileHeader IMAGE_FILE_HEADER <>
OptionalHeader IMAGE_OPTIONAL_HEADER32 <>
IMAGE_NT_HEADERS ENDS

• Signature dd ? : 50h,45h,00h,00h dword, (=“PE/0/0”)-PE표식
• FileHeader : 색션 개수, machine(CPU)등의 physical정보를 가지고 있는 구조체
• OptionalHeader : Logical정보를 가지고 있는 구조체
• IMAGE_NT_HEADERS의 Signature 값이 ‘PE/0/0’과 동일하면 올바른 PE
• 문제2: Where is PE Header?
• => DOS MZ가 PE 헤더의 Offset을 가지고 있음
• DOS MZ 헤더는 IMAGE_DOS_HEADER 구조체 정의 (windows.inc에서 확인)
• IMAGE_DOS_HEADER의 e_lfanew 이 넘이 PE헤더의 오프셋 가지고 있음
• 당근 windows.inc 뒤져봐야지!
20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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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2.2. Detecting
Detecting aa valid
valid PE
PE File
File
• e_lfanew 값이 할당 안되어 있음 –
당연하겠지. 시스템에 올라갈 때 할당?
<PE 파일 찾기 과정>
IMAGE_DOS_HEADER (=DOS MZ)
1) 파일의 첫 번째 문자가
IMAGE_DOS_SIGNATURE(=‘MZ’)
일치 여부 확인 (e_magic)
2) 참이면, PE 헤더를 찾기 위해
e_lfanew 을 이용
3) PE 헤더의 첫 글자가
IMAGE_NT_HEADER (=‘PE’)와 동일
한지 비교, 참이면 올바른 PE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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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2.2. Detecting
Detecting aa valid
valid PE
PE File
File
• masm32에서 Qeditor.exe이용 PE찾는 asm작성 후 project에서 asm->obj,
obj->exe 만들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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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2.2. Detecting
Detecting aa valid
valid PE
PE File
File
• 생성된 Find_PE.exe 실행 후 exe나 dll파일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이 결과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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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3.3. File
File Header
Header

FileHeader

IMAGE_FILE_HEADER STRUCT
Machine WORD ?
NumberOfSections WORD ?
IMAGE_NT_HEADERS STRUCT
TimeDateStamp dd ?
Signature dd ?
PointerToSymbolTable dd ?
FileHeader IMAGE_FILE_HEADER <>
OptionalHeader IMAGE_OPTIONAL_HEADER32 NumberOfSymbols dd ?
SizeOfOptionalHeader WORD ?
<>
Characteristics WORD ?
IMAGE_NT_HEADERS ENDS
IMAGE_FILE_HEADER ENDS
PE Header

•
•
•
•
•
•
•

Machine : 파일이 실행될 CPU 플랫폼 , i386 은 14Ch
NumberOfSection : 색션의 수, 색션을 추가/삭제하려면 이 값을 조작
TimeDateStamp : 파일이 생성된 시간과 날짜.
PointerToSymbolTable : 디버깅을 위해 사용
NumberOfSymbol : 디버깅을 위해 사용
SizeOfOptionalHeader : OptionalHeade의 크기, 올바른 값이어야 함
Characteristics : 파일이 exe인지 dll인지 식별하는 플래그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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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4.4. Optional
Optional Header
Header
• PE 헤더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
• Logical Layout에 대한 정보, 이 구조체는 31개의 영역으로 이루어 짐
• PE 와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용어가 RVA 이다.
• RVA (Relative Virtual Address: 상대적 가상 주소)-파일 오프셋과 동일
• RVA - 파일에서가 아닌, 가상주소 공간에서 상대적 주소
• 프로그램이 가상 주소 400000h에 로드 되고 실행은 가상주소 401000h에서 실
행한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이 RVA 1000h에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20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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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4.4. Optional
Optional Header
Header
필드

의미

AddressOfEntryPoint

PE파일 실행 시 실행될 첫 번째 명령의 RVA 주소

ImageBase

PE 파일을 위한 로드 주소 preferred. 로드되는 시작 주소

SectionAlignment

메모리 상에서 색션이 정렬된 granularity 늘어난 형태. 예를 들어
이 영역 값이 4096(1000h)라면 각 색션은 반드시 4096의 배수가
되는 곳에서 시작해야함. 만일 첫 번째 색션이 401000h에 위치하
고 크기가10바이트라면 다음 색션은 402000h 에서 부터 시작해야
함

FileAlignment

파일 상에서 색션이 정렬된 granularity.

MajorSubsystemVersion
MinorSubsystemVersion
SizeOfImage

메모리에 풀린 PE 이미지의 전체 크기

SizeOfHeaders

헤더와 색션 테이블을 합친 크기

SubSystem
DataDirectory

2005-04-05

IMAGE_DATA_DIRECTORY 구조체의 배열. 각 구조체는 import
address table과 같은 중요한 데이터 구조체의 RVA값을 가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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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4.4. Optional
Optional Header
Header
• PE Explorer로 각
색션들 정보 보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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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4.4. Optional
Optional Header
Header
• PE Explorer로 각 색션들 정
보 보는 화면
• PE Explorer에서 막강한 것
은 리소스 에디터이다. 오오..
• 디스어셈블러도 있고, 보니
깐 장난아닌 툴이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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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4.4. Optional
Optional Header
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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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5.5. Section
Section Table
Table

DOS MZ header
DOS stub
PE header
Section table
Section 1

Section 2

Section ...

Section n

2005-04-05

• Section Table은 PE Header뒤에 오는 구조체의 배열
• 이런 배열의 개수는 file header(IMAGE_FILE_HEADER) 구조체
안의 NumberOfSections영역에 의해 결정
• 이 구조체는 IMAGE_SECTION_HEADER라 부름
IMAGE_SIZEOF_SHORT_NAME equ 8
IMAGE_SECTION_HEADER STRUCT
Name1 db IMAGE_SIZEOF_SHORT_NAME dup(?)
union Misc
PhysicalAddress dd ?
VirtualSize dd ?
ends
VirtualAddress dd ?
SizeOfRawData dd ?
PointerToRawData dd ?
PointerToRelocations dd ?
PointerToLinenumbers dd ?
NumberOfRelocations dw ?
NumberOfLinenumbers dw ?
Characteristics dd ?
IMAGE_SECTION_HEADER ENDS
anesra@a3s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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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5.5. Section
Section Table
Table
필드

의미

Name1

이 요소는 색션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 최대 길이가 8바이
트

VirtualAddress

색션의 RVA, 색션이 메모리에 로딩되었을 때 RVA가
1000h이면 PE파일이 400000h에 로드되었으면 그 색션은
401000h에 로드

SizeOfRawData

File alignment의 다음 배수값 까지 반올림 한 색션 데이터
의 크기.
PE로더는 이 값을 통해서 색션이 메모리에 얼마나 올라가
야 하는지를 암

PointerToRawData

색션의 시작을 담고 있는 파일 오프셋, PE로더는 파일 안
의 색션에서 어디에 데이터가 있는지 알기 위해 이 영역의
값을 이용

Characteristics

색션의 실행코드, 초기화된 데이터, 비초기화된 데이터와
같은 Flag(플래그)를 가지고 있음

20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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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5.5. Section
Section Table
Table
• IMAGE_SECTION_HEADER에 대해서 암
• 이제 PE 로더의 작업 과정을 살펴보면
1) IMAGE_FILE_HEADER의 NumberOfSections을 통해 색션의 개수를 파악
2) 색션 테이블의 파일 오프셋과 같이 SizeOfHeaders값을 사용,
파일 포인터를 그 오프셋(파일 오프셋?)으로 옴김
3) 구조체 배열을 읽어나가면서 각각에 대해 해준다-_-)?
4) 각 구조체의 PointerToRawData의 값을 구해 그 오프셋에 파일 포인터를
옴김, 그 후 SizeOfRawData의 크기 파악 후 메모리에 로딩될 크기를 알아봄.
각 섹션의 시작 가상주소를 구하기 위해 VirtualAddress의 값을 읽어
ImageBase의 값을 더해줌. 다 준비된 후 Characteristics에 Flag에 따라
메모리에 그 속성을 마크함
5) 모든 섹션에 대해서 해줌
• 이해 잘 안되니 코딩과 그림으로 그려보자. !
• 원본 코드 어셈블러링 에러-_ㅜ;아직 이유 못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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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6.6. Import
Import Table
Table
• import function : 수입 함수, 다른 모듈에서 가져오는 함수
• import function에 대한 정보는 함수 이름과 위치한 DLL의 이름을 포함
• PE Header의 OptionalHeader구조체에서 마지막 요소인 data directory
IMAGE_OPTIONAL_HEADER32 STRUCT
....
LoaderFlags dd ?
NumberOfRvaAndSizes dd ?
DataDirectory IMAGE_DATA_DIRECTORY 16 dup(<>)
IMAGE_OPTIONAL_HEADER32 ENDS
• DataDirectory는 16개의 요소가 있음
• DataDirectory는 PE파일의 중요한 데이터구조체의 위치와 크기를 가지고 있음

20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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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6.6. Import
Import Table
Table
Member

Info inside

0

Export symbols

1

Import symbols

2

Resources

3

Exception

4

Security

5

Base relocation

6

Debug

7

Copyright string

8

Unknown

9

Thread local storage (TLS)

10

Load configuration

11

Bound Import

12

Import Address Table

13

Delay Import

14

COM descriptor

2005-04-05

• DataDirectory는 16개의 요소가 있음
• DataDirectory는 PE파일의 중요한 데이터
구조체의 위치와 크기를 가지고 있음
• data directory의 각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IMAGE_DATA_DIRECTORY의 구조
체이다.
IMAGE_DATA_DIRECTORY STRUCT
VirtualAddress dd ?
isize dd ?
IMAGE_DATA_DIRECTORY ENDS
• VirtualAddress : 데이터 구조체의 RVA
• isize : VirtualAddress에서 참조된 데이터 구조
체의 크기

anesra@a3s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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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6.6. Import
Import Table
Table
• PE 파일에서 중요한 데이터 구조체를 찾는 일반적인 방법 (다른 방법도 있을까?)
1) DOS헤더에서 PE헤더로 간다. (IMAGE_DOS_HEADER->IMAGE_NT_HEADERS)..
2) optional header에서 data directory의 주소를 구함
3) 원하는 요소의 인덱스 값을 IMAGE_DATA_DIRECTORY의 크기에 곱함
예로, import symbols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IMAGE_DATA_DIRECTORY(8byte)
의 크기에 1을 곱하면 됨
4) 위의 결과에 data directory 주소를 더하면 원하는 데이터 구조체가 가지고
있는 IMAGE_DATA_DIRECTORY의 구조체의 주소를 가지게 됨

20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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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6.6. Import
Import Table
Table
Member

• Import Table의 주소
-2번째 data directory 의 VirtualAddress
IMAGE_DATA_DIRECTORY STRUCT
VirtualAddress dd ?
isize dd ?
IMAGE_DATA_DIRECTORY ENDS
• Import Table은 IMAGE_IMPORT_DESCRIPTOR
구조체의 배열
• 각 구조체는 PE 파일이 심볼로 import해오는
DLL에 대한 정보가 있음 , 예를 들어 10개의
DLL을 import한다면 10개의 요소가 있음

20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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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nside

0

Export symbols

1

Import symbols

2

Resources

3

Exception

4

Security

5

Base relocation

6

Debug

7

Copyright string

8

Unknown

9

Thread local storage (TLS)

10

Load configuration

11

Bound Import

12

Import Address Table

13

Delay Import

14

COM descriptor
24

2. PE는 무엇인가?
6.6. Import
Import Table
Table
IMAGE_IMPORT_DESCRIPTOR STRUCT
union
Characteristics dd ?
OriginalFirstThunk dd ?
ends
고급 논제
TimeDataStamp dd ?
ForwarderChain dd ?
DLL 이름의 RVA
Name1 dd ?
예: “kernel32.dll’의 RVA
FirstThunk dd ?
IMAGE_IMPORT_DESCRIPTOR ENDS
• Import Table은 IMAGE_IMPORT_DESCRIPTOR
구조체의 배열
• 각 구조체는 PE 파일이 심볼로 import해오는
DLL에 대한 정보가 있음 , 예를 들어 10개의
DLL을 import한다면 10개의 요소가 있음

2005-04-05

OriginalFirstThunk의 alias
IMAGE_THUNK_DATA 구조체 배열의 RVA
IMAGE_THUNK_DATA는
IMAGE_IMPORT_BY_NAME 구조체 포인터
로 해석
IMAGE_IMPORT_BY_NAME STRUCT
Hint dw ?
Name1 db ?
IMAGE_IMPORT_BY_NAME ENDS
Hint : 해당 함수가 위치한 DLL의
export table의 index
Name1 : Import Function의 이름

OriginalFirstThunk와 유사
IMAGE_THUNK_DATA 구조체 배열의 RVA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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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6.6. Import
Import Table
Table
OriginalFirstThunk

IMAGE_IMPORT_BY_NAME

FirstThunk

IMAGE_THUNK_DATA

Function 1

IMAGE_THUNK_DATA

IMAGE_THUNK_DATA

Function 2

IMAGE_THUNK_DATA

IMAGE_THUNK_DATA

Function 3

IMAGE_THUNK_DATA

IMAGE_THUNK_DATA

Function 4

IMAGE_THUNK_DATA

…

…

…

IMAGE_THUNK_DATA

Function n

IMAGE_THUNK_DATA

• 예를 들어 PE 파일이 Kernel32.dll로 부터 10개의 함수를 Import한다면,
IMAGE_IMPORT_DESCRIPTOR의 Name1은 “kernel32.dll”이라는 문자열의 RVA
각 배열엔 10개의 IMPORT_THUNK_DATA가 있을 것이다.
• 왜 똑 같은 배열이 두 개나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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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6.6. Import
Import Table
Table
• PE 파일이 메모리에 로드 될 때 PE 로더는 IMAGE_THUNK_DATA와
IMAGE_IMPORT_BY_NAME을 읽어서 import function의 주소를 결정
• 그 후 FirstThunk에 의해 pointing된 배열의 IMAGE_THUNK_DATA를 함수의 실제주소로
변경
• PE 파일이 실행준비가 끝났을 때. 다음과 같음.
OriginalFirstThunk

IMAGE_IMPORT_BY_NAME

FirstThunk

IMAGE_THUNK_DATA

Function 1

Address of Function 1

IMAGE_THUNK_DATA

Function 2

Address of Function 2

IMAGE_THUNK_DATA

Function 3

Address of Function 3

IMAGE_THUNK_DATA

Function 4

Address of Function 4

…

…

…

IMAGE_THUNK_DATA

Function n

Address of Functio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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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6.6. Import
Import Table
Table
• PE 파일의 모든 Import Function의 이름을 구하는 과정
1.
2.
3.
4.

올바른 PE 파일인지 검사.
DOS 헤더에서 PE 헤더로 감.
OptionalHeader에 있는 data directory의 주소를 구함
data directory의 두 번째 요소(import symbols)로 가서 VirtualAddress(Import Table
의 RVA)의 값을 풀어냄
5. 첫 번째 IMAGE_IMPORT_DESCRIPTOR 구조체로 가기 위해 위의 값을 이용
6. OriginalFirstThunk 값을 체크. If not Zero, RVA 배열로 가기 위해 OriginalFirstThunk의
RVA을 따라감. If OrinigalFirstThunk == Zero, use FirstThunk. 안전하기 하기 위해선
OriginalFirstThunk의 값을 검사
7.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해, 각 요소의 값을 IMAGE_ORDINAL_FLAG32와 비교.
IF MSB == 1 THEN 그 함수는 ordinal로 export 됨, 오름 차순으로 ordinal값 구함
8. IF MSB == 0 THEN RVA(FirstThunk or OriginalFirstThunk의 값)를 이용하여
IMAGE_IMPORT_BY_NAME로 간다. 그리고 Hint는 건너뜀,
이제 함수의 이름을 구할 수 있음
9. Null byte로 이루어진 배열에 이르기까지 계속 함수이름을 구함.
이제 하나의 DLL에서 import한 함수의 이름을 모두 구했음. 다음 DLL을 작업
10. 그 다음 IMAGE_IMPORT_DESCRIPTOR로 가서 작업, 배열이 끝날때 까지 계속
(IMAGE_IMPORT_DESCRIPTOR 배열의 모든 요소가 NULL인 곳에서 끝남. )
2005-04-05

anesra@a3sc.co.kr

28

2. PE는 무엇인가?
6.6. Import
Import Tabl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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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7.7. Export
Export Table
Table
• 이론
1.
2.
3.
4.

PE로더가 프로그램을 실행 시킬 때 관련 DLLs를 해당 프로세스 주소 공간에 로드.
그 후 메인 프로그램의 Import Function에 대한 정보를 추출.
이를 이용해 매인 프로그램에 패치될 함수의 주소를 구하기 위해 DLLs을 찾음
PE로더가 그런 함수를 구하기 위해 DLLs에서 찾는 부분이 바로 Export Table.

• DLL/EXE가 다른 DLL/EXE에 의해 사용되는 함수를 Export할 때 보통 두 가지 방식.
1. name 또는
2. ordinal 로 Export 된다.
1. name 방식 : DLL내에 “GetSysConfig”라는 함수가 있었다면, 또다른 DLL/EXE는
함수이름 “GetSysConfig”를 지정함으로써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음.
2. Ordinal로 Export하는 방식
: ordinal – 특정 DLL에서 함수를 구분지어주는 16-bit 고유숫자. 이 값은 참조하는 DLL
내에서만 유일
- 위의 예에서 DLL내 특정 ordinal을 지정함으로써 호출이 가능
- DLL변경 시 ordinal도 변경되므로 이 방식은 비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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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7.7. Export
Export Table
Table
• 익스포트 구조체(Export Structure)
필드 명

의미

nName

모듈의 실제 이름. 파일의 이름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nBase

Address-of-function 배열에 대한 index를 얻기 위해 ordinal을
보정하는데 사용되는 값

NumberOfFunctions

이 모듈에 의해 Export되는 모든 함수의 심볼의 갯수

NumberOfNames

이름으로 Export되는 함수와 심볼의 개수. 이 값은 모든 함수와
심볼은 아님.

AddressOfFunctions

모듈내의 함수와 심볼을 가리키고 있는 RVA. 모듈의 모든 함수
의 RVAs가 어떤 배열에 저장되어 있고, AddressOfFunctions이
이 배열을 가리키고 있음

AddressOfNames

모듈내의 함수의 이름의 RVAs를 담고 있는 배열을 가리키는
RVA

AddressOfNameOrdinals

AddressOfNames 배열에 있는 함수 이름과 연관된 ordinal을 담
고 있는 16-bit 배열을 가리키는 RVA

20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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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7.7. Export
Export Table
Table
• Index 배열의 첫 번째 요소는 반드시 RVA 배열의 첫 번째 요소와 매핑 되고 있어야 함

2005-04-05

AddressOfNames

AddressOfNameOrdinals

RVA of Name 1

Index of Name 1

RVA of Name 2

Index of Name 2

RVA of Name 3

Index of Name 3

RVA of Name 4

Index of Name 4

…

…

RVA of Name N

Index of Nam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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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7.7. Export
Export Table
Table
• Export 함수의 이름을 알고 주소를 알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이 작업
1.
2.
3.
4.

PE 헤더로 간다.
data directory에서 Export Table의 가상 주소를 구한다.
Export Table에 가서 이름이 개수를 구한다. (NumberOfNames)
AddressOfName와 AddressOfNameOrdinals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에서 일치하는
이름을 찾음. 발견하면, AddressOfNameOrdinals에서 이와 연결된 값을 구함
예를 들어 AddressOfName 배열의 77번째 요소에서 일치하는 이름의 RVA를 찾았다면
반드시 AddressOfNameOrdinal 배열의 77번째 요소에 저장된 값을 풀어내야 함
그리고 NumberOfNames에 있는 값에 이를 때 까지 배열을 조사했을 때 없으면
그 함수는 그 모듈에 존재하지 않는 것
5. AddressOfNameOrdinal 배열로 부터 얻은 값을 AddressOfFunctions배열의 index로
사용. 만약 그 값이 5라면 반드시 AddressOfFunctions 배열의 5번째 요소를 풀어야 함
그 값이 그 함수의 R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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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7.7. Export
Export Table
Table
• 함수의 ordinal을 알고 있고 함수의 주소를 구하고자 할 때
1.
2.
3.
4.
5.

PE 헤더로 간다.
data directory에서 Export Table의 RVA를 구함
Export Table에 가서 nBase 값을 구함
ordinal에서 nBase를 빼어주면 AddressOfFunctions배열에 대한 index를 얻는다.
Index와 NumberOfFunctions를 비교. If index >= NumberOfFunctions then ordinal은
잘못 된 것.
6. AddressOfFunctions 배열에서 index값을 이용해 함수의 주소를 구함
• ordinal로부터 함수의 주소를 찾는 것이 함수의 이름을 가지고 찾는 것 보다 더 쉽고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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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7.7. Export
Export Table
Table
• 함수의 Export Table에 있는 함수들을 구하는 프로그램 . Icze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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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7.7. Export
Export Table
Table
• PE Explorer를 이용해 kernel32.dll 의 Export Table의 Functions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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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는 무엇인가?
CodeView Debug Information
COFF Symbols
COFF Line Numbers

…
.reloc
.idata
.edata
.text

Sections

Section Table(array of
IMAGE_SECTION_HEADERs
Data Directory
IMAGE_NT_
HEADERS

Offset 0

IMAGE_OPTIONAL_
HEADER

IMAGE_FILE_HEADER
“PE\0\0”
“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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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Signature
MS-DOS 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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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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