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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Fuzzing” 은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술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부
분에서 순차적인 데이터나 램덤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submit 한다. 예를들면 BOF을 찾을
경우 tester은 단순이 다양한 싸이즈의 데이터를 생성해서 애플리케이션의 entry point에 보
내고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그것을 다루는지 관찰 할 수 있다.

2. HTTP Fuz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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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request method, Uniform Resource Identifier, version, headers, cookies, post
data)에 의해 입력을 받는다.
- method
Method는 request-URI에 의해 실행하기를 원하는 명령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GET, POST를 사용한다.

- Request-URI
Request-URI는 우리가 요청하고 파라미터를 보내기를 원하는 resource 이다.
Resource 의 위치는 path, file, file extension 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라미터는 parameter=value 형식으로 구성되고 & 으로 구분된다.
Fuzzing에 사용된 section은 다음 8가지 이다.

SECTION

Example

Resource Path

/Folder/file.html

Resource File

/Folder/file.html

Resource File extension

/Folder/file.html

Resource and query delimiter

/Folder/file.html?parameter=value

Parameter name

/Folder/file.html?parameter=value

Parameter name value assignment

/Folder/file.html?parameter=value

Parameter value

/Folder/file.html?parameter=value

Parameter separator

/Folder/file.html?parameter=value&

- protocol version
HTTP의 버전은 0.9,1.0,1.1 를 사용하고 있으며 “HTTP/version” 형식으로 표현되
고 “/”의해 이름과 버전은 구분 된다.

- Header Fields
Header는 서버나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요청을 처리하는 것을 돕
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 있다. 공통적인 헤더는 Host와 User-Agent 이다.
Header name: value 문법 형식을 가지고 있다.

- Cookies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와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파라미터를 포함 하고 있다
Cookie: name=value;name=value 형식을 갖는다.

- Post Data(Entity Body)
URI qurey와 유사한 형식을 가지며 POST method와 함께 사용된다.
Post data 의 사이즈를 알려주는 Content-Length 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SPI Fuzzer
1) Basic Example
SPI Fuzzer 에 기본적인 사용법을 확인해 보자.
간단한 asp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위해 만들었다. 코드는 다음과 같다.

간단히 설명 하자면 id 파라미터로 넘어온 값이 1~10 사이이면 it’s true를 출력하고 나머지

는 false 를 출력한다. 단 id 값이 39일 경우도 true를 출력한다.
이제 spi fuzzer 셋팅을 해보자.

테스트할 서버의 ip와 포트를 넣으면 된다.

RAW create 를 선택하여 editor 창을 띄우자

url에 파일명과 파라이터를 넣으면 아랫창에 자동으로 생성되며 파라미터 값에서 드래그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값을 생성에 필요한 옵션을 정할 수 있다.

파라미터 값이 정수라고 가정하고 테스트를 진행 할 것이다. Configure에서 상세한 설정이
가능 하다.

초기값은 1 이고 최대값은 40까지 2씩 증가하게 설정 하였다.

설정 창을 닫고 확인해 보면 파라미터의 값이 [IntGenerator-0] 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메인 창에서 filter 탭에 있는 기능을 통해 응답 상태 따라 필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하는 응답만 볼 수 있는 기능 이다. 여기선 아무 설정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럼 실제로 메인차에서 start 버튼을 눌러 테스트를 진행 해 보겠다.

Fuzzer 가 순차적으로 증가 시키면서 해당 페이지를 불러 온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사용법을 확인 했으며 다음 예제에서는 다른 방법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2) Testing For BOF
일반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BOF가 발생되면 500 server error 이나 502 Gateway error
이 발생한다. 이 점을 이용하여 BOF 테스트가 가능 하다.

기본적인 셋팅은 위의 예제와 같고 단지 generators 옵션만 다른 옵션을 선택해 주면 된다.

http://xxxxxxxxxxx/tt/board/ttboard.cgi?db=free
위 URL의 DB 파라미터 값(free)에 대해서 test를 진행 하겠다.

Character A 를 495개부터 입력하기 시작해서 510개 까지 입력하도록 설정하였다.
이제 반환되는 메시지를 보고 어느 부분에 취약점이 존재 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모두 200 OK 가 반환되었으나 A가 503개 일경우와 504일 경우의 에러메시지 내용이 다름
을 확인 할 수 있다.

좀더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으며 8153 개의 A를 보내면 에러메시지가 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보낸 값의 개수를 세는 것은 자동으로 세어 주는 편리한 기능이 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BOF 취약점이 존재 하지 않음⋯테스트 실패..ㅜㅜ

이 툴의 편리한 점은 HTTP 헤더에도 원하는 값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헤더에 존재하
는 세션 id 값이 생성되는 루틴에 대해서도 검증을 할 수 있다.

Set-Cookie:
_home_xxxxxx_www_tt_board_SESSION_ID=740d433bc3bc24d849c7e8997a4bd6ee
ID 값의 일부분을 생성된 값과 교체하여 테스트를 수행 할 수 있다.
리턴되서 돌아오는 서버 메시지도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
되어 있다.

다양한 generators 옵션이 존재하여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원리는 같은데 생성되는 데이터의 값이 변경된다. 여러면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졌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분석은 해주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한다.

간단히 generators 옵션에 대해 설명 하면

Text generator : 사용자가 임의의 테스트를 입력하여 테스트를 수행 함
WordList Reader Generator : wordlist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
Number generator : 숫자를 순차적으로 증가되도록 생성. 범위 설정 가능
ASCII generator : ASCII 를 삽입한다. 루프 횟수를 설정할 수 있고 이 옵션으로 입력값 검
증이 정상으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 할 수 있다.

XSS injection Generator : 미리 XSS 패턴이 등록된 파일을 불러다 삽입하는 형식
Decimal Number Generator : 소수점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 줌
Guid Generator : “a5ef51cc-3555-43fb-a911-577026407d0b” 형식의 임의의 데이터 생성
SQL injection Generator : 미리 SQL injection 패턴이 등록된 파일을 불러다 삽입하는 형식

이 툴 자체가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많은 부분에 응용해여 사용 할 수 있다.
HTTP 헤더를 포함한 어느 부분에도 자동 생성된 데이터를 삽입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웹 서버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웹 취약점 스캔 정도 였을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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