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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f 란?
Bof는 Buffer overflow 의 약자이다. Buffer 란 프로그램상에서 데이터를 담는 저장공간을 말하며
overflow는 넘치다, 풀이하면 저장공간이 넘치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example.c]
-------------------------------------------------------------------Int main(int argc, char *argv[]){
Char buffer[10];
Strcpy(buffer, argv[1]);
}
--------------------------------------------------------------------

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실행시 받은 인자(argv[1])를 buffer 공간에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
데 buffer 공간이 10바이트로 정해져 있는데 인자값을 10바이트 이상으로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bof 다.

2. 사전 지식
Bof 공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구조와 자료 저장 방식, 함수 호출 과정 및 리턴 과정,
함수 실행 과정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2.1 80x86 메모리 구조

__ 상위 주소
[ 사용 가능한 공간 ]
[ kernel ] __ 하위 주소

위 그림은 8086 시스템의 기본적인 메모리 구조이다. 시스템이 초기화 되면 kernel 이 메모리이
적재되고 사용 가능한 영역을 확인한다. 커널의 위치는 고정적이다. 기본적으로 커널은 64byte 영
역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CPU 성능의 향상으로 더 큰 영역을 사용한다.

여기서 알아봐야 할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

[ segment 3 ]

이 실행되기 위한 메모리 구조이다. 운영체제는

[ segment 2 ]

하나의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면 segment라는

[ 사용 가능 영역 ]

단위로 묶어서 가용 메모리에 저장한다.

[ segment 1 ]
…….
[ kernel ]

오늘날의 시스템은 멀티 태스킹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병렬적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위 그림에서 여러 개의 setment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segment ] –

stack

-

data

-

code

하나의 세그먼트 안에는 옆의 그림과 같이 3개
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code 세그먼트에는 기계어 코드가 들어가게 된다. 기계어 코드란 컴퓨터가 직접 읽어들일수
있는 명령어를 말한다. 이러한 명령어들은 logical 주소로 저장이 된다. Logical 주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의 위치가 컴파일 단계에선 어느 위치에 저장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
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길 바란다.(달고나 님 문서)

Data 세그먼트에는 전역 변수들이 저장이 된다.

Stack 세그먼트에는 지역 변수, 매개변수가 저장이 된다. 위 코드에서 사용된 buffer[10]은 바로
이 영역에 할당되게 된다. 여기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스택은 LIFO(Last In First Out)의 동
작원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택시 기사들이 사용하는 동전꽂이를 생각하면 쉽다. 동전을 계속 넣게
되면 먼저 들어온 것은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고, 뺄때는 가장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게 되
는 원리이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히 80x86 시스템의 메모리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2.2 8086 CPU 레지스터 구조
프로세스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CPU에 적재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령들을 CPU가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저장 공간이 레지스터이다.

레지스터는 그 목적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범용 레지스터 : 연산, 주소계산에 사용되는 피연산자, 메모리 포인터가 저장된다. 범용 레지스터
는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조작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다. Eax, edx, esp, ebp 등이 범용 레지스터이
다.
- 세그먼트 레지스터 : ( code, data, stack ) 세그먼트를 가리키는 주소가 저장된다.
- 플래그 레지스터 :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나 조건등을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플래그가 저장된다.
- 인스트럭션 포인터 : 다음 수행할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저장한다. 명령어는 code 세
그먼트에 저장되어 있다. Eip 레지스터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

2.3 프로그램 실행시 메모리, 레지스터의 동작 과정

[exam2.c]
Void func(int a, int b, int c){

왼쪽 프로그램이 컴파일 되어 실제 메모리

Char buf1[15];

상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Char buf2[10];

참고로 본 문서의 실행 환경은 gcc 2.96이
다. 실행 결과는 gcc 버전마다 다름을 주의

}

하길 바란다.
Int main(){
Func(1,2,3);
}

[ddongs]# gcc –o exam exam.c
[ddongs]# gdb exam
Gdb) disass main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EIP 레지스터는 main 함수가 시작되는 코드를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Main
함수의 시작점은 0x8048424가 되겠다. EIP에는 다음 실행될 명령어에 대한 주소가 저장된다.

현재 ebp와 esp의 주소를 확인한다. Ebp 레지스터는 이전 함수의 데이터를 보존한다. 이것을 base
pointer 라고도 한다. Esp는 현재 스택의 맨 꼭대기를 가리키고 있다. Esp가 가리키는 위치에 push
or pop 명령을 수행할 것이다.

함수가 시작될 때에는 이렇게 stack pointer와 base pointer를 새로 저장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함수
프롤로그 과정이라고 한다. 그럼 어셈 코드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도록 하자.

1) push %ebp
이전 함수의 base pointer 를 저장한다. Main 함수 이전의 base pointer가 되겠다. 그러면 sp는 4바
이트 아래에 위치하게 될것이다. Ebp 공간이 4바이트란 소리다.

2) mov %esp, %ebp
Esp의 값을 ebp에 복사한다. 그럼 esp=ebp 가 될 것이다. // 여기까지가 함수 프롤로그 과정이다.
명령어의 해석은 어셈블러의 종류마다 다르게 해석된다. 현재 리눅스 7.0, gcc2.96에서(필자의 시스
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값을 넘기는 것 같다.

3) sub $0x8, %esp
esp에서 8바이트를 뺀다. 즉 esp에서 8바이트 아래 지점을 가리키게 된다. 이것을 스택이 8바이트
확장되었다라고 한다.

4) sub $0x4, %esp
스택이 4바이트 확장되었다. 그렇다면 총 12바이트의 공간이 확장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초
esp로부터 총 16바이트 아래주소를 현재 esp가 가리키고 잇을것이다.

0xbffffb0c – 0xbffffafc = 16바이트(12+4+4(ebP) // break 문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또한 스택의 확장의 이유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스택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et] Æ 이 과정은 다루지 않았다. 메인 함수 실행시 생성이 된다는것만 일단 알아두자
[ 최초 ebp ] __ 0xbffffb0c
[

]

- 12byte -

__ // esp : 0xbffffafc
[

]

5) push $3, $2, $1
Func 함수의 인자값을 저장한다. 그런데 거꾸로 들어간다. 이유는 나올 때 1부터 pop 하기 위함이
다. 12바이트 할당된 영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6) call 0x804841c <func>
주소에 있는 명령을 수행하라는 뜻이다. 즉 func 함수를 호출하라는 명령이다. Call 명령은 호출되는
함수의 실행이 끝나면 다음 명령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이후 명령이 들어 있는 주소를 스택에 먼
저 저장한 후 EIP에 func 함수의 시작 지점주소를 넣는다.

Add %0x10, %esp
위에서 말한 다음 명령이 들어있는 주소이다. 이것이 바로 bof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return
address 주소이다. 이 주소를 스택에 저장시킨 후 EIP에 func 함수가 있는 주소가 저장될 것이다.

여기까지 메모리 구조를 살펴보자.

[ret]
[ 최초 ebp ] __ 0xbffffb0c
[ 확장된 12바이트 ]
[3]
[2]
[1]
[ ret=0x8048438 ] __ esp
[

]

이제 다음 단계는 func 함수 실행과정이다.

7) push %ebp
8) push %esp, ebp
Func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함수 프롤로그 과정이 수행된다. 메인 함수에서 사용하던 base
pointer(ebp) 가 저장되고, stack pointer(esp)를 func 함수의 base point 로 삼는다.

[ret]
[ 최초 ebp ] __ 0xbffffb0c
[3]
[2]
[1]
[ ret=0x8048438 ] func함수의 return adress
[ 0xbffffb0c ] main 함수의 base pointer저장됨 , __> esp=ebp

9) sub $0x28, %esp
스택에 40바이트 공간을 확장한다. 그런데 어째서 40바이트 일까? Buf1[15], buf2[10]

스택은 워

드 단위(4byte)로 저장되기 때문에 각각 16+12, 총 28바이트가 필요할텐데 12바이트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Gcc 2.96 미만 버전에서는 위와 같이 워드 단위로 저장되지만 그 이상 버전에서는 9바이
트 이상 스택저장시 4 워드 단위로 할당이 된다. 그렇다면 buf1[15]에 필요한 공간은 16, buf[10]에
필요한 공간은 16, 총 32바이트가 할당될 것이다. 남은 8바이트는?

여기까지 해서 모든 push 작업은 끝났다. 그

[ret]

럼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었는지 살펴보도록

[최초 ebp] //

하자.

[ 12byte 확장 ]
[3]
[2]
[1]
[ ret ] // func 함수의 return adress
[ ebp ] // main 함수의 base pointer
[ 40byte 확장 ] __ esp
[

]

10) leave
이것은 함수의 프롤로그 작업을 되돌리는 작업을 한다. 되돌리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Mov %ebp, %esp
Pop %ebp

결과적으로 main 함수의 base pointer를 복원시키고, stack pointer 는 1워드 위로 올라간다. 그렇
게 되면 sp는 return adress 지점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11) ret
이전 함수로 return 하라는 명령이다. Eip 레지스터에 리턴되는 주소를 저장하는 뜻이다. 이때도 역
시 Sp는 1워드 위로 올라간다.

위 과정까지 해서 func 의 실행은 종료가 된다. 다음 eip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의 명령(ret)을 실행
할 것이다. 이하 과정은 생략한다. Bof의 핵심은 바로 이 리턴되는 주소를 임의의 쉘 코드가 저장되
어 있는 주소로 조작하는 것이다.

3. Stack Bof 공격의 이해
이제부터 실질적인 bof 공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스택 bof 공격은 bof 공격중 가장 기본이 되는 공격이다. Bof 공격의 기본 개념은 ‘덮어쓰기’ 다.
덮어쓰는 부분은 당연히 정상적인 프로그램 수행시 접근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다. 공격자는 이 영역
에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잇는 코드를 덮어씌우는 것이다.

Bof 공격의 주 목적은 관리자 권한, 즉 root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약한 프로그램일지
라도 suid 권한이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suid 권한이 설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탐색한 후, 해당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 bugfile.c ]

위 소스에서 문제점은 6번째 라인이다. 프로그램 실행시 첫번째 인자를 buffer 에 복사한다는 것인
데, 이 때 buffer 에 할당된 10바이트 이상의 인자를 넣어주게 되면 다른 스택영역에 침범할 수 있
게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segment fault 에러가 발생하여 프로그램은 비정상 종료가 될 것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프로그램 실행시 스택에는 return adress 를 하기 위한 주소가 저장되어 있다. 따
라서 다른 영역은 다른 코드로 다 덮어쓰워 버리고 이 주소가 가리키는 곳만 변조해서 실행하면 되
는 것이다.

백문이불여일견이다. 위 프로그램이 실제 메모리상에 어떠한 구조로 저장이 되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본인의 시스템은 레드햇 7.0 ,gcc 2.96 버전이다.

[ddongs]# gcc –o bugfile bugfile.c
[ddongs]# gdb bugfile

1) push %ebp

--- 상위 메모리 주소 0xffff ffff

2) mov %esp, %ebp

[ ret ]

함수 프롤로그 과정이다. 모든 함수는 실행시
위 두과정을 거치게 된다.

[ ebp ] __ > esp
[

]

--- 하위 메모리 주소 0x0000 0000
3) sub $0x18, %esp
4) sub $0x8, %esp

스택이

총

24+8=32

바이트가

확장되었다.

--- 상위 메모리 주소 0xffff ffff

Buffer[10]을 위한 공간은 10바이트, 그러나 4

[ ret ]

워드 단위로 영역이 할당된다고 했으니 16바이

[ ebp=4바이트 ]

트만 할당되면 되는데 그것보다 16바이트가 더

[ 32바이트 확장 ] __> esp

추가되었다.

[

]

--- 하위 메모리 주소 0x0000 0000

5) mov $0xc(%ebp), %eax
못보던 Eax 레지스터라는게 나왔다. 일단 현재 ebp가 있는 주소에서 위로 12바이트에 있는 내용
을 eax 레지스터에 저장하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ebp 12바이트 상위에는 어떤 자료가 있는 것일까?
함수가 인자를 받게 되었을 때는 인자가 먼저 스택에 저장이 된다는걸 기억하는가? 이유는 스택은
LIFO의 동작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따라서 4번과정에 보여준 메모리 그림에서 ret 위에
는 프로그램 실행 인자를 위한 영역이 할당되어 있을 것이다.

--- 상위 메모리 주소 0xffff ffff
[ argv 문자열 ]
[ argv 포인터 ] __> 바로 이부분을 eax 레지스터에 복사 [ argc=4바이트 ]
[ ret=4바이트 ]
[ ebp=4바이트 ] __> 현재 ebp의 주소
[ 32바이트 확장 ] __> esp
[

]

--- 하위 메모리 주소 0x0000 0000

6) add $0x4, %eax
Eax 가 가리키는 곳에서 4바이트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argv[1]을 가리키게 된다.

이 과정까지 정리해보면 메인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먼저 buffer[10]을 위한 공간이 할당이 된다.
그리고 strcpy 함수의 인자(argv[1])을 가리킨다. 아직까지 입력된 인자에 대한 포인터(argv[1])는
저장되지 않은 상태이다.

7) pushl (%eax)

--- 상위 메모리 주소 0xffff ffff

Eax의 값을 스택에 저장한다. 현재 esp값 이하

[ argv 문자열 ]

로 push 가 된다. Argv[1]의 포인터가 비로서

[ argv 포인터 ]

저장된다.

[ argc=4바이트 ]
[ ret=4바이트 ]
[ ebp=4바이트 ] __> 현재 ebp의 주소
[ 32바이트 확장 ]
[ argv[1]에 대한 포인터 ] __> esp
[

]

--- 하위 메모리 주소 0x0000 0000

7) lea 0xffffffe8(%ebp), %eax
Lea 명령은 덧뺌셈하는 명령이다. 쉽게 말해서 현재 ebp에서 -12바이트 위치에 있는 값을 eax에
저장하라는 뜻이다. 16진수 계산법은 본 문서에서는 생략하겠다. -12바이트면 위로 올라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argv[0]에 대한 포인터가 저장이 된다. Argv[0]은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의 이름이다.

8) push %eax
Eax의 값을 스택에 저장한다.

--- 상위 메모리 주소 0xffff ffff
[ argv 문자열 ]
[ argv 포인터 ]
[ argc=4바이트 ]
[ ret=4바이트 ]
[ ebp=4바이트 ] __> 현재 ebp의 주소
[ 32바이트 확장 ]
[ argv[1]에 대한 포인터 ]
[ argv[0]에 대한 포인터 ] __> esp
[

]

--- 하위 메모리 주소 0x0000 0000

9) call ~~~ <strcpy>
Strcpy 함수를 호출한다.

정리해보면 strcpy 함수 호출전에 필요한 인수들에 대한 포인터를 모두 저장하고 나서 비로서
strcpy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

Strcpy 함수 실행전에 return address 에 대한 주소값이 스택에 저장이 될 것이다. 이것은
<main+26>이 가지고 잇는 logical 주소값이 될 것이다. Bof 공격은 누차 말하지만 바로 이 ret 주
소값을 변조함으로서 발생하게 된다.

Strcpy 함수 동작은 생략하도록 한다. 여기까지 해서 main 함수 내 모든 변수에 대한 선언과
strcpy함수 호출에 대한 스택 메모리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실제로 bof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strcpy함수는 입력된 인수의 경계를 체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인수는 buffer[10]으로 10바이
트의 길이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이보다 큰 인수를 받더라도 스택에 이를 쓰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인수로 A를 13개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의 A는 1바이트이다.

--- 상위 메모리 주소 0xffff ffff
[ argv 문자열 ]
[ argv 포인터 ]
[ argc=4바이트 ]
[ ret=4바이트 ]
[ ebp=4바이트 ] __> 현재 ebp의 주소
[ 32바이트 확장 ] -Æ 여기에 입력된 값이 저장이 된다.
[ argv[1]에 대한 포인터 ]
[ argv[0]에 대한 포인터
[

] __> esp

]

--- 하위 메모리 주소 0x0000 0000

위 그림에서 보면 32바이트가 확장되었다. 이것은 bof 공격을 보안하기 위해 Os 자체에서 더미 바
이트를 추가 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은 gcc 2.96이상 버전에서 시행된다. 일단 이것에 대해선 무시하
고 만약 배웠던 이론데로 12바이트가 할당되었다고 하자.

--- 상위 메모리 주소 0xffff ffff
[ argv 문자열 ]
[ argv 포인터 ]
[ argc=4바이트 ]
[ ret=4바이트 ]
[ ebp=4바이트 ] __> 현재 ebp의 주소, A하나가 이 공간을 침범하게 된다.
[ 12바이트 =A로 채움 ] -Æ 여기에 입력된 값이 저장이 된다.
[ argv[1]에 대한 포인터 ]
[ argv[0]에 대한 포인터 ] __> esp
[

]

--- 하위 메모리 주소 0x0000 0000

위 그림에서처럼 1바이트의 A가 ebp 영역을 침범하게 된다. 그렇다면 생각을 좀더 넓혀 ebp의 영
역을 다 채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 상위 메모리 주소 0xffff ffff
[ argv 문자열 ]
[ argv 포인터 ]
[ argc=4바이트 ]
[ ret=4바이트 ]
[ ebp=4바이트 AAAA] __> 현재 ebp의 주소
[ 12바이트 =A로 채움 ] -Æ 여기에 입력된 값이 저장이 된다.
[ argv[1]에 대한 포인터 ]
[ argv[0]에 대한 포인터 ] __> esp
[

]

--- 하위 메모리 주소 0x0000 0000

총 16바이트의 문자로 ebp영역까지 덮어씌웠다. 그 이후에 오는 데이터는 ret 영역을 침범하게 될
것이다. Ret 에는 함수 종료시 리턴되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 때 이 주소를 공격자는 자신의 쉘코
드가 있는 주소로 변조시키는 것이다. 이 때 ret주소는 eip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어 있다. Eip 레지스
터는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다. 주소 조작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인 것이다. 그
러나 실제로 자신의 쉘코드가 메모리상에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 아는게 어렵다고 한다. 프로그램
의 세그먼트 폴트 에러는 바로 ret 주소에 잘못된 값을 가리키게 됐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Bof 의 원리는 이정도에서 마치기로 한다. 좀 더 자세한 지식을 원하시는 분은 첨부한 달고나님의
자료를 참고하길 바란다.

4. Stack Bof 공격 시연
- 실습 환경 : 레드햇 7.0, gcc 2.96
- 필수 요소 : eggshell.c, bugfile.c
- 실습 내용 : suid 가 걸린 프로그램의 bof 취약점을 발견하고, ret 주소를 확인하여 임의의 명령(쉘
획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ggshell 프로그램은 사용하고자 하는 쉘을 띄운후 쉘의 실제 메모리 주소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다.

[bugfile.c]

Step1. 컴파일
[ddongs]# gcc –o eggshell eggshell.c
[ddongs]# gcc –o bugfile bugfile.c

Step2. bugfile에 suid 설정
[ddongs]# chmod 4755 bugfile

Step3. 프로그램내 취약한 함수 찾기
[ddongs]# strings bugfile
Strings 명령을 사용하면 bugfile내 사용되는 함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위 명령으로 잘 알려진
취약한 함수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약한 함수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함수의 동작 원리를 정확히 파악해서 bof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현
재 과정에선 strcpy 함수가 사용되었슴을 확인할 수 있다. Strcpy는 bof에 취약한 잘 알려진 함수이
다.

Step4. 세그먼트 폴트 지점 찾기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버퍼의 할당부터 몇바이트 지점에서 세그먼트 폴트가 일어나는지 확인
해봐야 한다.

Gdb를 실행하여 어셈코드를 확인해본다. 다음 중단점을 걸어 현재 주소의 스택구조를 확인한다.

첫번째 중단점은 스택에 $0x18바이트 확장되기 전, 그러니까 ret, ebp가 할당된 직후가 되겠다. 이
과정에서 ebp, esp 레지스터의 주소와 스택의 구조를 확인한다.

현재 esp와 ebp의 주소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x/12 ~ 명령은 해당 주소의 상위에 있는 스택에
저장된 값들을 출력해준다. 두번째 네모박스의 첫번째 필드는 ebp에 저장된 값(sfp)이며, 두번째 필
드는 ret에 저장된 값이다. 이 포인터 값을 기억해두도록 하자.

다음은 두 번째 중단점은 strcpy 함수가 실행되기 직전의 스택구조를 확인한다.

Esp의 주소가 다소 변화가 있다. 값의 변화는 변수가 할당 되면서 스택영역을 계속 확장시켰기 때
문이다. 맨 위의 박스에서 r은 프로그램 실행을 의미한다. 인수로 AAA를 넣어 줬다. Strcpy가 호출
되기 전에 인자로 넣어준 값 AAA는 스택에 저장된다. 아래로 세번째 박스가 바로 AAA값이다. 살펴
볼것은 AAA값과 ebp간의 간격 차이이다. 프로그램 소스를 보면 이 둘간의 간격에 영향을 줄만한 영
역은 보이질 않는다. 일단 buffer[10]을 위한 공간으로 총 16바이트가 스택에 할당되어 진다. 그렇
다면 바로 위에 ebp 영역이 있어야 하는데 8바이트 만큼의 알 수 없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공간이 바로 더미 바이트이다.

함수 호출 시 또는 버퍼 공간 할당시 16바이트 단위로 스택이 확장되는데, 이 때 남은 공간이 더
미 바이트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ret 주소를 추측하지 못하도록 한것인데, 규칙성이 밝혀지면서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럼 몇이트의 문자를 overflow 하면 ret 영역에 침범할 수 있겠는가? Bufferp[10]을 위한 공간=
16바이트, 더미 바이트=8바이트, ebp=4바이트, 총 28바이트의 문자로 덮어씌우게 되면 ret 영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맞는지 직접 확인해보자.

첫 번째에선 총 28바이트의 A를 입력하였다. 그렇다면 널문자를 포함하여 29바이트값을 입력한 것
이 된다. 두 번째는 혹시나 하고 넣어본 것인데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다.

결국 gcc 2.96에서의 더미 바이트의 사용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Bof 공
격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발전된 보안책은 많이 있으나 본 문서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Step5. ret 주소 변조하여 프로그램 실행
세그먼트 폴트 지점을 알았으니 이제 그 영역에 ret 주소를 변조하면 된다. 먼저 eggshell 프로그램
을 실행하여 쉘을 띄운 후 메모리의 위치를 확인한다. Eggshell로 우리는 직접 쉘코드를 작성하지 않
아도 된다.

공격이 성공한다면 루트권한의 쉘을 획득할 수 있다. 정확히 획득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일반계
정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eggshell에서 얻은 쉘주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perl을 사용해야
만 한다. 결과를 보자 uid=0, 즉 루트 권한의 쉘을 얻는데 성공했다.

이 공격도 레드햇 7.3 이상 버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Bash 쉘이 suid 실행을 기본적으로 막아놨
기 때문이다.

5. 차후 학습해야 할 것들
여기까지 해서 Bof 공격에 대해 이것저것 살펴보았다. Bof 공격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본 문서
에서 가능했던 시연은 시스템 또는 각종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한다. 따
라서 최신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Bof 에 대해 방어를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어셈블러와 메모리 구조에 대해 좀더 깊은 학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쉘코드작
성, 힙영역에서의 Bof 공격등 학습해야 할 것들은 아주 많다. 추가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문서를 함
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6. Summary
해킹 기술을 공부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는 것과 항상 창의
적인 생각, 또한 매번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함을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여실히 느낄수 있었다.

더욱이 다른 공격학습에 비해 훨씬 어려웠지만 즐거웠고, 공부할때마나 느끼지만 정말 모르는게, 그
리고 알아야 할게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느낀다.

문서 내용이 오류로 가득차 있을수도 있겠지만, 나름데로 해커적인 생각에 한단계 접근했고 또한 내
가 가지고 있었던 시야를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넓혀줬다는 점에서 나름데로 만족한다.

마지막으로 본 문서작성에 큰 도움을 준 한승연(wow hacker)군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
하며 본 문서를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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