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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1 x86과 x86_64의 차이점 

 먼저 가장 중요한 차이는 메모리 주소의 크기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 
메모리 주소들은 64비트 크기이고, 그 중 사용자는 첫 47비트 공간만을 사용한다. 이걸 꼭 기억해두어야 나중에 
0x00007fffffffffff 보다 큰 주소에 값을 지정했다가 예외(exception)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 때
문에 0x4141414141414141은 예외가 발생하지만, 0x0000414141414141은 예외가 발생하지않는다. 내 생각에 이 
부분이 익스플로잇을 짜거나 퍼징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될 것이다. 

0x02 취약한 코드 예제 

코드 내에서 버퍼 포인터 주소를 출력하게하여 익스플로잇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로했다. 

gcc를 이용하여 이 코드를 컴파일 할 수 있다. 

이제 이 실행파일을 이용하여 익스프로잇을 할 준비가 모두 끝났다. 

0x03 오버플로우 시작하기 

 일단 이 프로세스에 크래쉬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한다. 



 그럼 이제 RIP(Instruction Pointer)를 컨트롤 할 수 있는지 확인 해보자. 

stepi 명령어를 이용하여 이 프로그램을 한 라인씩 실행 시킬 수 있다. 
strcpy를 불러온 위치를 지나면(0x40066c), 버퍼 포인터의 위치가 0x7fffffffdcd0에서 0x7fffffffdc90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gdb 환경 변수와 기타 요소들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인데, 일단 지금은 넘어가고, 나중에 생각하
기로 한다. 

 *중요 메모 
 이 문서의 뒷부분에서 0x400685 주소의 Leave 명령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자, 이것이 strcpy 이후의 스택이다. 



그 후에, 메인 함수의 leave 명령이 rsp를 0x7fffffffdd98로 가리키게 한다. 

그러면 스택은 다음과 같이 보인다. 

 멋지다! 현재 레지스터 값들을 확인해서 SIGSEGV 시간을 알아내자.  



 이제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우리는 RIP를 조작하지 못했다.. :(  
왜냐하면 너무 많은 비트를 덮어씌워버렸기 때문이다. 기억하자, 가장 큰 주소는  0x00007fffffffffff인데 우리는 
0x4141414141414141을 사용하여 오버플로우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0x04 RIP 조작 

 여기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모든 문제에는 그 해법이 있다! 0x0000414141414141처럼  작은 버퍼를 사용하
여 그 곳의 주소를 rsp가 가리키게하면 오버플로우 시킬 수 있다. 

 버퍼를 계산하는건 간단한 수학을 통하여 쉽게 가능하다. 버퍼가 0x7fffffffdc90에서 시작을 하고, Leave 명령 이
후에는 rsp 가 0x7fffffffdd98을 가리킬 것이다. 

 이제 이걸 알았으니, 오버플로우 페이로드를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rsp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가 0x0000424242424242로 보일 것이다. 이 것을 이용해 RIP를 조작할 수 있다. 

 이번에는 leave 명령어를 불러 온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바로 확인해볼 것이다. 

 이것이 leave 명령어를 실행한 후의 스택이다. 



 그리고 이것은 leave 명령어 실행 이후의 레지스터 값들이다. 

 rsp가 0x7fffffffddb8을 가리키고 있고 그 주소의 값은 0x0000424242424242이다. 잘되고 있는거 같다. 이제 
ret 명령어를 실행할 시간이다. 



rip를 조작하는데 성공했다! 

0x05 사용자 제어 버퍼(User Controlled Buffer)로 점프하기 

 사실, 이부분은 전혀 새롭거나 특별하지 않다. 당신은 이제 사용자 제어 버퍼의 시작 부분을 가리켜야한다. 이 값
은 첫번째 printf 함수가 보여준다. 이 경우에는 0x7fffffffdc90 값이 나온다. 이 값은 gdb를 이용해서도 쉽게 알아
낼 수 있다. 그저 strcpy를 호출한 다음의 스택을 살펴보기만 하면된다. 

 이제 우리의 페이로드를 업데이트 할 시간이다. 새로운 페이로드는 다음과 같다. 

 리틀 엔디안 구조이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를 반대로 입력해야한다. python으로 [::-1]이 그 역할을 해준다. 

 이제 제대로 된 주소로 점프하는지 확인 해 보자. 

 이것이 leave 명령어를 실행한 이후의 스택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rsp가 0x7fffffffddb8를 가리키고, 
0x7fffffffddb8는 0x00007fffffffdc90 값을 가지고 있다. 결국 0x00007fffffffdc90은 우리의 사용자 제어 버
퍼를 가리키게된다. 

  ret 명령이 실행 된 이후에, rip가 0x00007fffffffdc90를 가리킨다. 이 뜻은 우리가 제대로 된 장소로 점프 했다
는 뜻이다. 



0x06 쉘코드 실행하기 

 이 예제는 /etc/passwd를 읽기 위해 내가 작성한 코드이다. 



 이제 이 파일을 어셈블하여 쉘코드를 추출해낼 시간이다. 

 이 쉘코드는 82바이트짜리다. 최종 페이로드를 작성해보자. 

 원본 페이로드 

 크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264 - 82 = 182 

 그 다음, 시작 부분에 쉘코드를 추가해준다. 

 이제 이 전 체를 한번 테스트 해볼 차례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etc/password의 내용이 당신의 화면에 나타날 것이다. 메모리 주소가 바뀔 수 있
고, 내가 사용한 주소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0x07 GDB vs Real전 

 왜냐하면 gdb 는 몇가지 변수들과 다른 요소들을 초기화시키기 때문에, 같은 익스플로잇을 gdb 외부에서 실도한
다면, 그것은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이 예제에서는 printf를 사용하여 버퍼 포인터를 출력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 쉽게 올바른 값과 정확한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 

 이것이 실제 버전에 gdb에서 찾은 값을 이용한 예이다. 

 보다시피, 익스플로잇이 작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0x7fffffffdc90에서 0x7fffffffdcf0의 값이 바뀌었다. printf 출
력값을 이용하여 정확한 값으로 페이로드를 바꾸어 주면 된다. 



BOOM! 정확한 값을 입력하자 익스플로잇이 완벽하게 작동한다! 

0x08 EOF 

 리눅스의 x86_64 기반 버퍼 오버 플로우에 관한 이 문서를 즐겁게 읽으셨길 바랍니다. 
x86 오버플로우에 대해서는 많은 문서들이 있지만, 64 bits 오퍼플로우는 보통 아주 적습니다.  
많은 쉘 따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incerely, 
Mr.Un1k0d3r 

Lord forgive,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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