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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0%

dd 0% help
Available commands:
qotd
ls
png2ascii
help
exit
quit
dd 1%

dd 1% ls
 ..
 key
 .
dd 2%

Defcon 2012 Qual – PWN100

- KAIST 정보보호대학원

- daehee87@kaist.ac.kr

문제로 서버의 주소와 포트가 주어지고, 서버에서 돌아가는 데몬의 바이너리 파일이 주어진

다. IDA로 분석해보니 static linking 된 32비트 MIPS 바이너리이다.

일단 nc 로 접속해보니 다음과같이 쉘 프롬프트가 뜬다.

OS 는 IRIX 6.4 이다. 임베디드 서버 및 라우터용 OS인데 이런게 있는줄 처음알았다-_-;;

기본 리눅스 명령어들과 help를 쳐보니 다음과 같이 나온다



dd 2% qotd
#christian
-Word_of_God- Welcome Abstruse to
dd 3% qotd
#214810 +(8993)- [X]
<Fulgore> whats the complement to a 43 degree angle?
<sparks> My you're looking "acute" today
<Fulgore> fuck you

dd 4% png2ascii
Copy and paste your PNG file and I will convert it to ASCII
input?

              O         O
              |         |
        ***    \       /   ***
       *   **   \     /  **   *            I WONDER IF
     ** ooooo ** \   / ** ooooo **         TIMECOP WIPES
   ** oooooooooo *\ /* oooooooooo **       FRONT TO
  ** ooooooooooo *[ ]* ooooooooooo **      BACK
 ** oooooooooooo *[ ]* oooooooooooo **
** 0000000000000 *[ ]* 0000000000000 **
** ============= *[ ]* ============= **
 ** 000000000000 *[ ]* 000000000000 **
   *** ooooooooo *[ ]* ooooooooo ***
      ********** *[ ]* **********
          ** ooo   *   ooo **
       ** ooooo *     * ooooo **
     ** oooooo *       * oooooo **
  ** 00000000 **       ** 00000000 **
** ========= **         ** ========= **
 ** 0000000 **           ** 0000000 **
   ** oooo **             ** oooo **
     ** oo *               * oo **
       ***                   ***
        *                     *

dd 5%



.text:004015E8 loc_4015E8:     # CODE XREF: process_command_and_respond+78j

.text:004015E8                 lw      $a0, 0x30+var_18($fp)

.text:004015EC                lw      $a1, -0x7FD8($gp)  # "========.'.-'===-'                     "...

.text:004015F0                 nop

.text:004015F4                 addiu   $a1, (aQotd - 0x990000)  # "qotd"

.text:004015F8                 lw      $t9, -0x7C6C($gp)

.text:004015FC                 nop

.text:00401600                 jalr    $t9 ; memcmp

.text:00401604                 nop

.text:00401608                 lw      $gp, 0x30+var_20($fp)

.text:0040160C                 bnez    $v0, loc_401638

.text:00401610                 nop

.text:00401614                 lw      $a0, 0x30+arg_0($fp)

.text:00401618                 lw      $a1, 0x30+var_14($fp)

.text:0040161C                 lw      $t9, -0x7CD8($gp)

.text:00401620                 nop

.text:00401624                 jalr    $t9 ; qotd

.text:00401628                 nop

.text:0040162C                 lw      $gp, 0x30+var_20($fp)

.text:00401630                 b       loc_4017B4

.text:00401634                 nop

.text:00401638  # ---------------------------------------------------------------------------

.text:00401638

.text:00401638 loc_401638:     # CODE XREF: process_command_and_respond+B8j

.text:00401638                 lw      $a0, 0x30+var_18($fp)

.text:0040163C                lw      $a1, -0x7FD8($gp)  # "========.'.-'===-'                     "...

.text:00401640                 nop

.text:00401644                 addiu   $a1, (aLs - 0x990000)  # "ls"

.text:00401648                 lw      $t9, -0x7C6C($gp)

.text:0040164C                 nop

.text:00401650                 jalr    $t9 ; memcmp

.text:00401654                 nop

.text:00401658                 lw      $gp, 0x30+var_20($fp)

.text:0040165C                 bnez    $v0, loc_401688

.text:00401660                 nop

.text:00401664                 lw      $a0, 0x30+arg_0($fp)

.text:00401668                 lw      $a1, 0x30+var_14($fp)

.text:0040166C                 lw      $t9, -0x7500($gp)

.text:00401670                 nop

.text:00401674                 jalr    $t9 ; ls

.text:00401678                 nop

.text:0040167C                 lw      $gp, 0x30+var_20($fp)

.text:00401680                 b       loc_4017B4

.text:00401684                 nop

.text:00401688  # ---------------------------------------------------------------------------

.text:00401688

.text:00401688 loc_401688:    # CODE XREF: process_command_and_respond+108j

.text:00401688                 lw      $a0, 0x30+var_18($fp)

IDA 로 명령어 문자열들을 Xref 해보니 다음과 같은 subroutine을 찾을 수 있었다. 보아하

니 명령어를 파싱해서 해당 함수를 호출해주는 핸들러였다.



.text:0040168C                lw      $a1, -0x7FD8($gp)  # "========.'.-'===-'                     "...

.text:00401690                 nop

.text:00401694                 addiu   $a1, (aPng2ascii - 0x990000)  # "png2ascii"

.text:00401698                 lw      $t9, -0x7C6C($gp)

.text:0040169C                 nop

.text:004016A0                 jalr    $t9 ; memcmp

.text:004016A4                 nop

.text:004016A8                 lw      $gp, 0x30+var_20($fp)

.text:004016AC                 bnez    $v0, loc_4016D8

.text:004016B0                 nop

.text:004016B4                 lw      $a0, 0x30+arg_0($fp)

.text:004016B8                 lw      $a1, 0x30+var_14($fp)

.text:004016BC                 lw      $t9, -0x7900($gp)

.text:004016C0                 nop

.text:004016C4                 jalr    $t9 ; png2ascii

.text:004016C8                 nop

.text:004016CC                 lw      $gp, 0x30+var_20($fp)

.text:004016D0                 b       loc_4017B4

.text:004016D4                 nop

......... (생략) ......

.text:00401780

.text:00401780 loc_401780:     # CODE XREF: process_command_and_respond+1F8j

.text:00401780                 li      $v0, 0xFFFFFFFF

.text:00401784                 b       loc_4017B8

.text:00401788                 sw      $v0, 0x30+var_10($fp)

.text:0040178C  # ---------------------------------------------------------------------------

.text:00401DA0                 addiu   $a1, (asc_9918F0 - 0x990000)  # "\n\n"

.text:00401DA4                 move    $a2, $zero

.text:00401DA8                 lw      $t9, -0x7D80($gp)

.text:00401DAC                 nop

.text:00401DB0                 jalr    $t9 ; send_string

.text:00401DB4                 nop

.text:00401DB8                 lw      $gp, 0x130+stacktop($fp)

.text:00401DBC                 move    $sp, $fp

.text:00401DC0                 lw      $ra, 0x130+retaddr($sp)

.text:00401DC4                 lw      $fp, 0x130+stackframe($sp)

.text:00401DC8                 jr      $ra

.text:00401DCC                 addiu   $sp, 0x130

.text:00401DCC                 # End of function png2ascii

한참 삽질하던 중에 팀원들중 현우형쪽 사람들이 png2ascii 함수에 버퍼오버플로우 취약점

이 있다고 알려줬다. png2ascii 는 문자열을 입력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텍스트 기반의 그림

을 뿌려주는데, 여기서 입력받는 문자열의 길이제한이 할당된 버퍼의 2배까지라서 리턴주소

부분의 스택을 덮을 수 있다. 리턴주소의 위치도 정확히 256번째 입력부터 덮기 시작한다는 

것까지 분석하셨다.  

buffer overflow 가 일어나게되는 부분의 어셈블리는 아래와 같았다.



마지막에 lw $ra, 0x130+$sp 부분에서 덮어써진 리턴주소를 ra 레지스터에 로드하고

jr $ra에서 조작된 리턴주소로 뛰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MIPS같은 RISC CPU는 Pipelining 

을 하기 때문에 점프할 때 중간에 NOP 을 넣는다 jr $ra 를 할 때도 보면 그 아래명령에 

lw fp, [스택주소] 이런 명령이 오는걸 볼수있는데, 파이프라이닝 때문에 가능하다.

아무튼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stack frame 이 저장되는 252 바이트째부터 프로그램이 죽기 

시작했다. 따라서 리턴주소는 256번째부터임이 확실했다. 버퍼또한 250바이트정도나 있으므

로 쉘코드를 넣기 넉넉했다. 문제는 바이너리 분석결과 이것이 슈퍼데몬이 아닌 일반 데몬

이기 때문에 Local Exploit 이 안되고 Remote Exploit을 해야했다.

쉘스톰 등에서 구한 MIPS 리모트쉘코드는 덩치가 너무 커서 버퍼안에 안들어갔다. 그래서 

일단 팀원중 몇사람은 MIPS 리모트쉘코드의 크기를 버퍼안에 들어가도록 줄이는 작업을 시

작했다.  하지만 나는 쉘코드가 완성된다해도, 원격환경이라서 디버깅도 안되는데, 쉘코드의 

스택상 주소를 알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난감했다.  또한 Executable Stack 인 

보장도 없었다.

현우형한테 물어보니 NX 는 안걸렸을거라고 믿고, 스택주소는 보통 32비트 가상주소공간을 

1:2 로 나누는 리눅스의 경우 0xBFFF~~~~ 로 시작하므로 brute-force 하면 될거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현우형쪽 사람들에게 맡기고 다른 문제를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시간이 지나도 PWN100 이 풀렸다는 소식이 없다. 예상외로 스택주소를 아무리 

brute-forcing 해도 쉘이 안떠서 포기했다고한다. 어차피 다른문제도 너무 어려워서 못풀겠

어서 난 이문제를 다시보기 시작했다.

나는 스택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쪽으로 고민했다.  그러다가 만약 ASLR 만 없

다면 스택주소를 대략 알아낼 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버퍼오버플로우가 일어날 때, 최초로 덮어쓰는 주요 데이터는 frame pointer 인데,

이때 MIPS 는 4바이트 RISC 머신이라 4바이트 경계로 뛰지않으면 흐름이 완전히 망가진다

따라서 오버플로우에 의해서 frame pointer 값이 1이라도 바뀌면 프로그램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1바이트만 오버플로우 한다면, 오버플로우 되는 1바이트를 256가지로 다

르게 줬을 때 그중 한번은 오버플로우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스택상의 원본값을 유지시키

게 되므로 프로그램이 안죽을 것이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버퍼오버플로우를 256번 반복해서 frame pointer 의 하위 1바이트 조

각을 찾을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다음 바이트들도 알아낼수 있다. 다만 매 실행후 버퍼오버

플로우시 프레임포인터의 값이 일정해야 가능한 방법이다. 즉, ASLR 이 걸려있으면 안된다.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python 스크립트를 만들고(대회후 잃어버렸지만) 테스트해보니 다

행히 ASLR 이 안 걸려있었고, 32비트 프레임 포인터값을 찾아낼 수 있었다.



찾아낸 결과 그 값이 7FFF~~~~ 였다 -_-;; IRIX 가 가상주소 공간을 1:1 Split 한 것 같다.

이는 커널컴파일 옵션에 의한것이니 바이너리를 보고는 알수가 없는게 당연하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프레임포인터를 기준으로 4씩 더하고 빼고 하면서 주변 주소값들을 브

루트포싱했다.  리모트 쉘코드의 정상작동 여부는 현우형이 QEMU에서 MIPS 아키텍쳐의 

IRIX 운영체에 환경을 동일하게 구축해놓고 테스트 하였으므로 주소를 맞추고 NX 가 안걸

려있다면 브루트포싱중에 원격에서 쉘이 떠야했다.

1분정도 주소공간을 브루트포싱했을 때 원격에서 쉘이 떳다

cat key 명령으로 key 파일을 읽을 수 있었다.

flag 는 sssssssszzzzzzzzzzllllsffffffffffa 이런 형태의 문자열이었다.

*대회가 끝나고 나온 해외의 writeup 들을 보니 리모트쉘도 띄우지않고 ROP를 이용해서 

key 파일 직접 send 시켜주도록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문서에 나온 것처럼 풀이한 

writeup 은 찾을수가 없었다 

뭐로가도 가면그만이다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