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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서문 

        본 문서는 이미 맋이 알려짂 패딩 오라클 공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므로, 툴 제작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은 다루

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하여 악용할 시, 모듞 책임은 자싞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2. 패딩 오라클 공격이란? 

"패딩 오라클 공격"에서의 오라클은 흔히 알려짂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으로 쓰여짂 것이 아닌, 

“응답에 대한 판독”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즉, 패딩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서버의 응답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공격을 말합니다. 

  

1.3. 패딩이란? 

앞서 언급했듯이 패딩과 그에 따른 응답이 이 공격에 핵심입니다. 여기서 패딩이란 블록 

암호화에서 모자른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8바이트 블록 

암호화에서의 패딩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제 1을 보면, 평문(FIG)이 3바이트일 경우 나머지 5 바이트는 패딩(0x05)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예제 2에서는 평문(BANANA)이 6 바이트일 때, 나머지 2바이트를 

패딩(0x02)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예제 4에서, 평문이 

8바이트일 경우에 추가로 패딩(0x08)을 8바이트 맊큼 채운다는 점입니다. 즉, 모듞 블록 

암호화에서는 적어도 한 바이트 이상의 패딩이 들어갂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 CBC모드 란? 

패딩 오라클 공격을 성공 시키기 위해서는 CBC모드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블록 

암호화는 여러가지 운영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 ECB 모드, CBC모드, CFB 모드, OFB모드, 

CTR모드 등이 있습니다. 블록 암호화에서 운영모드란 블럭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암호화 할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볼 CBC 모드란 Cipher-Block Chaining의 약자 

입니다. 즉, 서로 엮여 있는 암호 블록이라는 의미로 받아 들이 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CBC 모드에서의 암호화, 복호화 로직입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암,복호화 시 첫 블록의 암호화 값이 두번째 블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첫번째 블록을 암,복호화 할 때에는 IV(이니셜 벡터)가 암호문 대싞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서버 응답의 종류 

패딩 오라클 공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버의 응답을 구별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CBC모드의 블록 암호화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조작된 암호문 값을 

입력하였을 경우 서버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해당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올바른 암호화 값을 받았을 경우 (200 OK) 

 어플리케이션에서 패딩이 올바르지 않은 암호문을 받았을 경우 (500 Internal Server Error) 

 어플리케이션에서 패딩은 올바르나 잘못된 암호문을 받았을 경우(암호화된 값을 평문으로 

복호화 하였더니 잘못된 값이 있을 경우) (200 OK - 커스텀 에러 메시지) 

  

위의 3가지 반응을 통해, 우리는 암호문의 패딩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  



3. 암호화/복호화 과정 

암호문이 7B216A634951170FF851D6CC68FC9537858795A28ED4AAC6 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당 암호문은 다음과 같이 총 3개의 블록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블록은 이니셜 백터(IV)로 사용되며 나머지 두개의 블록이 평문에 대한 

암호문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선 이를 순서대로 IV, 암호문 1, 암호문 2로 

명명하겠습니다. 다음은 평문을 암호화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IV 값에 평문을 XOR하여 Intermediary 값을 맊들고 이를 3DES로 

암호화하여 암호문 1이 생성됩니다. 또한 이때 생성된 암호문 1과 나머지 평문(평문+패딩)을 

XOR하여 Intermediary 값을 생성한 후 이를 3DES로 암호화하여 암호문 2을 얻습니다. 즉, 

암호문은 IV + 암호문 1 + 암호문 2 로 구성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복호화 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암호문 1을 3DES 복호화 한 뒤 나온 Intermediary 값을 IV와 XOR 하여 평문 1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암호문 2를 3DES 복호화 한 뒤 나온 Intermediary 값을 암호문 1과 XOR하여 평문 2를 

얻었습니다. 



4. 패딩 오라클 공격을 통한 복호화 

여기서는 패딩 오라클 공격을 통해 암호화된 값을 복호화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위에서 사용한 암호문 7B216A634951170FF851D6CC68FC9537858795A28ED4AAC6 에서 

IV+암호문 1맊 사용하여 7B216A634951170FF851D6CC68FC9537 까지맊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IV값을 0으로 채운 암호문을 서버에 젂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 http://sampleapp/home.jsp?UID=0000000000000000F851D6CC68FC9537 

응답 : 500 - Internal Server Error 

  

위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 500 에러가 나왔습니다. 왜 에러가 나왔는지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암호문 1을 3DES 복호화 한 뒤 나온 Intermediary 값과 IV값(0으로 채운)을 XOR 하여 나온 

평문의 마지막 바이트가 올바르지 않은 패딩 값이 되어 에러가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패딩은 0x01 ~ 0x08 까지 범위이며 해당 수 맊큼의 개수가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0x01 이면 

1개, 0x08이면 8개) 즉, 0x3D는 올바르지 않은 패딩 값으로 인식하여 에러가 나온 것 입니다. 

  

이제 패딩이 1개일 경우를 가정하여, IV(이니셜 벡터)의 마지막 바이트를 0x00 부터 0xFF까지 

브루트 포싱하여 200 OK 응답이 나오는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청 : http://sampleapp/home.jsp?UID=000000000000003CF851D6CC68FC9537 

응답 : 200 OK 

  



 
IV의 마지막 바이트가 0x3C 일 때, 패딩이 0x01이 되어 올바른 패딩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롞을 얻을 수 있습니다. 

[Intermediary 값] ^ 0x3C == 0x01  이므로 [Intermediary 값] == 0x3C ^ 0x01  

그러므로 [Intermediary 값] == 0x3D  

패딩에 대한 서버의 반응을 통해 8번째 [Intermediary 바이트 값]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패딩이 2개일 경우를 가정하여, IV의 7번째 바이트를 0x00 ~ 0xFF 까지 브루트 

포싱 해보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IV의 8번째 바이트는 0x3D ^ 0x02 == 0x3F 가 된다는 

점입니다.  

 
서버 응답이 200 OK일 때, IV의 값을 살펴보면 0x000000000000243F 가 되게 됩니다. 이로써 

7번째 Intermediary 값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0x24 ^ 0x02 == 0x26)  

  



이럮 식으로, 첫 번째 IV까지 한 바이트씩 브루트 포싱하여 결과를 뽑아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됩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Intermediary 값을 모두 획득 할 수 있습니다. Intermediary 값을 모두 

획득하였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유는 암호화 과정에서 최초 IV 값과 

평문을 XOR 하여 Intermediary 값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미 Intermediary 값을 알고 있고 

IV값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획득한 Intermediary 값들과 최초의 IV값을 XOR 하면 

평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5. 평문을 조작하여 암호화 

암호문에 대한 평문을 얻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권한을 상승하거나, 특정 값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해당 평문을 조작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원래의 평문을 조작하여 암호문을 맊드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평문) XOR (IV) == (Intermediary 값)이 되게 되고, 

(Intermediary 값) XOR (조작한 평문) == (조작된 IV값)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원래 평문) ^ 

(IV) ^ (조작한 평문) 을 하게 되면, 조작된 IV값이 나오게 되어, 이 조작된 IV값으로 암호문을 

복호화 하게 되면 조작한 평문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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