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학교 보안동아리 FLAG

Return-into-libc 기법의 이해

윤 석 언
SlaxCore@gmail.com

수원대학교 보안동아리 FLAG
http://Flag.suwon.ac.kr

-- 11 --

수원대학교 보안동아리 FLAG

1. 개념
이 기법은 non-executable stack 보호기법이나 IDS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쉘 코드가 유입되는 것
을 차단하는 보호 기법을 우회하기위해 제안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기존의 스택에 쉘코드를 넣어 return address를 그쪽으로 조작하는것이 아니라
return address를 libc영역으로 조작하여 원하는 libc함수를 실행하게 하는 기법이다. 즉, 버퍼를 오
버플로우 시켜 버퍼위에 있는 return address에 실행시키고자 하는 libc함수의 주소를 넣어주는것이
다.

< return-into-libc 개념도 >
2. 이해하기
먼저 system() 함수를 실행하는 예로서 설명을 하겠다. 단, system()함수는 단순히 호출만 하는 함
수로서 setuid가 걸려있는 취약점 프로그램일지라도 root권한은 획득하지 못한다. 지금은 그냥 이렇
게 하는거구나 하고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기 바란다.
테스트를 위한 취약점 프로그램을 보자.

한눈에 보아도 버퍼오버플로우 취약점을 갖고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이다.
Return-into-libc 기법을 이용하여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했듯이 libc 함수의 주소와 해
당함수의 argument를 알아야 한다.
먼저 system() 함수의 주소를 알아보자. 아래와 같이 쉽게 알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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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아래와 같이 한번에 알아 낼 수 도 있다.

이제 system()함수의 argument 구조를 알아보기위해 system.c를 static library 옵션을 주어 컴파
일하여 disassemble해보자.
static으로 컴파일 하는 이유는 운영체제의 버전과 libc의 버전에 따라 호출형태나 링크 형태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system() 기계어 코드를 실행파일이 직접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다.

표시된 부분을 보면 그부분이 바로 system()함수의 argument 처리과정이다. argument가 있는곳의
주소는 ebp+8 지점에 있고 이것을 레지스터에 넣은후 일련의 작업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bin/sh
의 주소를 ebp+8지점에 넣어주어야 한다.
argument가 처리될때의 스택의 구조를 보면 아래와 같다.

< system("/bin/sh") 작업이 수행될때 스택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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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bin/sh의 주소를 알아보자. 환경변수를 이용하면 될것이다. getenv()함수를 이용한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알아내거나 또는 gdb를 이용하여 직접 알아낼수도 있다.
(gdb로 직접 알아내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다..??-연구요망)

< getenv()함수를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알아내는 방법 >

< gdb를 통해 직접 알아내는 방법 >
이제 마지막으로 버퍼의 크기만 알아내면 되겠다. gdb를 통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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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본 결과 함수 프롤로그 작업이 끝난후 버퍼의 크기를 0x18(24byte)만큼 늘리는것을 알 수 있
다. 그 아래 sub $0x8, %esp는 gcc 버전의 특징상 더미로 추가된 것이므로 신경쓸 필요 없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알아냈다. 정리를 해보면 테스트 프로그램(vul.c)의 메모리 구조를 그려보면 다
음과 같을것이다.

버퍼(24byte)를 데이터로 채워 오버플로우 시켜 이전함수의 ebp(4byte)까지 채우고
return address를 system()함수의 시작점의 주소로 돌리고 system()함수의 argument의 위치인
ebp+8 지점에 /bin/sh의 주소를 넣으면 되는것이다.
(리턴이 되고 sfp는 어디로???)-연구요망

이제 테스트를 해보자.

쉘이 떨어졌다. 28byte의 더미값으로 버퍼를 오버플로우 시킨후 리턴주소를 system()의 주소를 넣
고, 4byte의 더미(KKKK), /bin/sh가 환경변수로 등록된 곳의 주소를 연결하여 공격 데이터를 생성
하였다. system()함수 내에서의 return address가 "KKKK"로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쉘을 빠져나오
면 Segmentation fault가 뜬다. 이는 로그에 남겨질수가 있다.(직접 확인은 못해봤지만 FreeBSD같
은 경우 /var/adm/messages에 로그가 남는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KKKK로 조작되어진 리턴어드레스 부분을 libc영역의 exit() 함수의 주소로 바
꿔준다.

- 5 -

수원대학교 보안동아리 FLAG

성공이다. 쉘도 따냈고 마무리도

깔끔하다. 하지만

root쉘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Return-into-libc 기법을 이해하는데에 만족하는것이 좋겠다. 이제부터는 다른 형식의 익스플로잇을
만들어 root쉘을 따내보도록 하겠다.

3. execl을 이용한 return-into-libc
우선 vul.c의 버퍼구조를 바탕으로한 공격코드를 보면 아래와 같다.

<vul.c의 버퍼구조>

24byte
4byte
4byte
< vul.c의 버퍼에 넣을 공격코드 >
왜 그런지는 뒤에서 차근차근 얘기 하겠다. 일단 위 코드를 보아 우리가 알아야 할것은 argv[0]의
주소와 execl()의 주소를 알아야 한다.(꼭 argv[0]일 필요는 없다...l이유는 밑에서...)
테스트할 취약점이 존재하는 프로그램은 위에서 한것과 같은걸로 하겠다.

execl() 주소를 알아보자. 위에서 했던것과 똑같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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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l()의 주소는 0x400e0d04이므로 execl()+3의 주소는 0x400e0d07이
될것이다. execl()+3을
0x400e0d07
하는 이유는 함수프롤로그 작업을 건너뛰기 위해서다.
아래는 취약 프로그램을 공격할 때 root쉘을 띄우는 프로그램이다. setreuid()와 setregid()를 이용
하여 소유자의 권한을 얻어오는 역할을 해준다. 이것은 익스플로잇내에서 execve()함수의 argv[0]에
사용이 될것이다. 즉, 여기서 argv[0]이라 함은 setid.c를 컴파일하여 생긴 실행명령이다.

gdb를 사용하여 argv[0](setid)의 주소를 알 수 있을것이다.

다음과 같이 익스플로잇을 작성해보고 테스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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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다.

뭔가가

잘못

되었다.

이리저리

원인을

./setid(argv[0])의 주소를 찾아야 한다는것을 알았다.

찾아본

결과

execve()가

실행된

후의

(좀더 연구 요망)

메인함수의 ebp를 기준으로 ebp+12의 위치에서 argv[0]의 주소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주소를 따
라가 포인터를 확인해보니 각각의 argument를 가리키고 있는것을 확인 할 수 있다.
vul을 gdb를 사용하여 disassemble하여 확인해보아도 argument처리부분에서 ebp+12에 위치한
argument를 레지스터에 넣는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해보자. argv[0]은 0xbfffff14 이므로 argv[0]-8은 0xbfffff0c, execl()+3은
0x400e0d07이다
. 공격코드는 아래와 같다.
0x400e0d07

[/home/slaxcore/Ret_to_libc]$cat exploit.c
#include <unistd.h>
int main()
{
char *ar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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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id","AAAABBBBCCCCDDDDEEEEFFFF\x0c\xff\xff\xbf\x07\x0d\x0e\x40",0
};
execve("/home/slaxcore/Ret_to_libc/vul", argv, 0);
return 0;
}

root쉘이 띄워졌다. 원리를 설명하면 먼저 return address부분에 execl()+3을 한 이유는 앞서 말했
듯이 함수프롤로그과정을 건너뛰기 위해서다.
이전함수의 ebp 부분에 &argv[0]-8을 넣은 이유는 그 자리가 이전함수의 base pointer가 들어가
는 지점이기 때문에 vul의 main()함수가 return하면 여기에 넣어둔 값이 ebp레지스터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execl()+3부터 실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함수프롤로그 작업을 건너뛰어 ebp가 esp값을 갖
지 않고 그대로 실행이 될것이다. 따라서 execl()함수는 &argv[0]-8의 값을 base pointer로 삼고
실행을 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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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이 되어 execl()함수를 쭉 따라가다보면 ebp+8의 값을 스택에 넣고 execve()를 호출하는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다시말해서 어떠한 실행명령을 스택에 넣고 execve()를 호출하여 실행을 하는것
이다. 여기서 ebp는 &argv[0]-8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생각해봐라. 감이오는것이 있을것이다.
공격코드에서 saved ebp부분에 왜 &argv[0]-8을 넣었는지 이해가 갈것이다. execl()함수는
ebp+8(= (&argv[0]-8)+8 = &argv[0])에 실행할 명령이 들어있다. 바로 argv[0]은 "./setid"이므로
"./setid"가 실행이 되는것이다.
정리를 하면 ebp는 argv[0]-8이고 +8을 하면 argv[0]을 가리키게 되고 거기에는 "./setid"라는 쉘
프로그램 실행명령이 있으므로 setid를 실행하게 되는것이다.
꼭 "./setid"는 argv[0]이어야 하느냐하면 그건 아니다. argv[1]일 수도 있고, argv[2]가 되게 할수
도 있다. 그건 어차피 이전함수의 base pointer자리에 들어갈 코드이기 때문에 공격코드를 어떤 순
서로 디자인하느냐에따라 다르다. 다음 캡쳐화면을 보자.

버퍼로 데이터를 복사하기 전에 브포를 걸고 argv[1]값으로 버퍼를 채운후, argv[2]의 값으로
"./setid"를 실행하게 하였다.
위에서 보았듯이 ebp+12의 위치에서 argv[0]의 주소를 찾을수 있고, 그 주소를 따라가서 각각의
포인터들을 확인해보니 각각의 argument를 가리키고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dummy data : 24byte, argv[2]-8 : 0xbffffaf4, execl()+3 : 0x400e0d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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