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 Technique
웹로직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분석(CVE-2019-2729)

취약점 개요
지난 4월 26일 Oracle에서 제공하는 Java EE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Web Application Server, WAS)
인 웹로직에서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CVE-2019-2725)이 발견되었다. 공격자는 이 취약점을 악용하여 권
한 없이 원격으로 임의의 명령을 실행하였다. 6월 19일에는 CVE-2019-2725 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를
우회하여 공격할 수 있는 취약점(CVE-2019-2729)이 발견되었다. CVE-2019-2729 취약점은 웹로직이
JDK 1.6 버전에서 구동될 시 필터링 우회가 가능하여 발생하였다. 이번 달 <Research & Technique>에서는
CVE-2019-2725 취약점과 해당 패치 소스, 그리고 CVE-2019-2729 취약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영향 받는 소프트웨어 버전
S/W 구분
WebLogic Server

취약 버전
10.3.6.0
12.1.3.0� +CVE-2019-2725 patch
12.1.3.0

테스트 환경 구성 정보
역할 구분

정보

공격자

Windows 10 64bit

희생자

Windows 10 64bit / WebLogic Server 10.3.6 / JDK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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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시나리오
웹로직 CVE-2019-2729 취약점을 이용하여 취약한 대상의 정보를 탈취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공격 시나리오]

① 공격자는 운영 중인 페이지가 취약한 버전의 웹로직 서버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함
② 공격자는 취약한 페이지 요청을 변조하여 서버에서 악의적인 명령이 실행되도록 함
③ 공격자는 이를 통해 웹 서버 내의 주요 정보(시스템 설정파일, 소스코드)들을 획득함
④ 공격자는 서버에 악성 코드를 업로드 함
⑤ 공격자는 악성코드를 통해 내부 네트워크에 침입함
⑥ 공격자는 지속적으로 내부 네트워크의 중요 정보를 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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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상세 분석
Step 1. CVE-2019-2725 취약점 분석

WebService 구성 요소에 대한 비동기 통신을 제공하는 wls9_async_response.war 모듈에서 CVE-2019-2725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웹로직은 Java Object를 직렬화를 통해 Byte로 변환한 후 XML로 Context를 전달하여
통신하는데, 공격자는 웹로직의 wls9_async_response.war 모듈에 포함된 /_async/AsyncResponseService
페이지에 접근하여 조작된 XML 데이터를 SOAP 1 로 전달할 수 있다. 공격자는 XML데이터를 Byte
형식으로 <work:WorkContext> 태그로 감싸 전달한다. 이때 요청하는 SOAP 헤더 정보 중 RelatesTo
속성에 따라 해당 데이터의 처리를 결정한다. RelatesTo 속성이 설정되지 않으면 Byte로 변환된 데이터를
원래의 object나 data로 변환하는 역직렬화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

[RelatesTo 속성 확인 코드]

1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HTTP, HTTPS, SMTP 등을 통해 XML 기반의 메시지를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교환하

는 프로토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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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PoC 코드는 SOAP 헤더 정보를 작성하고, RelatesTo 속성을 임의로 설정하여 전달한 내용이 역직렬화를
진행하도록 한다.

<soapenv:Envelope xmlns:soapenv=http://schemas.xmlsoap.org/soap/envelope/
xmlns:wsa="http://www.w3.org/2005/08/addressing"
xmlns:asy="http://www.bea.com/async/AsyncResponseService">
<soapenv:Header>
<wsa:Action>xxx</wsa:Action>
<wsa:RelatesTo>xxx</wsa:RelatesTo>
<work:WorkContext xmlns:work="http://bea.com/2004/06/soap/workarea/">

이후 wls9_async_response.war 모듈은 전달받은 Context 정보를 XMLDecoder를 이용해 역직렬화한다. 이때,
WorkContextXmlInputAdapter.class에 정의된 validate() 함수에서 원격 코드 실행에 사용 가능한 <object>,
<new>, <method> 태그들을 블랙리스트로 검증한다.

[취약점 발생 위치 확인1]

또한, <void> 태그 뒤에는 <index> 태그만 사용할 수 있고, <array> 태그의 class 속성은 byte 형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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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발생 위치 확인2]

CVE-2019-2725 취약점은 위의 블랙리스트를 우회하기 위해 <class> 태그를 사용한다. <class> 태그는 클
래스의 인스턴스를 나타내며, <class> 태그를 사용하면 모든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다. 다음 PoC
코드는 <class> 태그를 이용하여 UnitOfWorkChangeSet 클래스를 실행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UnitOfWorkChangeSet 클래스는 인수로 <array class> 태그 내에 존재하는 byte 배열을 받아 역직렬화하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삽입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java>
<class>
<string>oracle.toplink.internal.sessions.UnitOfWorkChangeSet</string>
<void>
<array class="byte" length="3478">
<void index="0">
<byte>-84</byte>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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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CVE-2019-2729 취약점 분석
CVE-2019-2729 취약점은 CVE-2019-2725 취약점에서 사용한 <class> 태그를 사용할 수 없어 공격자는
<class> 태그를 이용해 원격으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없다. 하지만 JDK 1.6버전에서 XMLDecoder 시
<array method="forName"> 태그로 <class> 태그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class> 태그를 <array
method = "forName"> 태그로 변경하면, <class>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의 클래스를 실행할 수 있다.

<java>
<array method="forName">
<string>oracle.toplink.internal.sessions.UnitOfWorkChangeSet</string>
<void>
<array class="byte" length="5010">
<void index="0">
<byte>-84</byte>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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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CVE-2019-2725 취약점 패치 소스코드 분석
Oracle에서는 CVE-2019-2725 취약점에 사용된 <class> 태그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공격자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삽입된 코드가 실행되지 않도록 수정하였다.

[CVE-2019-2725 보안패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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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CVE-2019-2729 취약점 패치 소스코드 분석
추가된 CVE-2019-2729 보안패치는 이전 패치와 달리 블랙리스트가 아닌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검증하여 필요한 태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수정되었다.
먼저 WorkContextXmlInputAdapter.class에서 기존 validate() 함수 외에 validateFormat() 함수를 추가하여
XML 데이터를 확인한다.

[XML 데이터 추가 검증 함수 확인]

추가된 validateFormat() 함수에서 전달받은 XML 데이터가 WorkContextFormatInfo.class에 정의되었는지
확인한다.

[화이트리스트 적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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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ContextFormatInfo.class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이트리스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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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테스트
Step 1. 취약점 테스트 환경 구축
Windows 10 운영체제에 JDK 1.6 버전을 설치하고 취약한 버전의 웹로직(10.3.6)을 다운로드하여 테스트
PC에 설치한다. 그리고 CVE-2019-2729 취약점을 테스트하기 위해 CVE-2019-2725 보안패치를 적용한다.
설치한 웹로직 실행파일인 'startWebLogic.cmd'를 실행시켜 웹로직이 구동되도록 한다.

웹로직 실행 파일 기본 경로 : ~\Oracle\Middleware\user_projects\domains\base_domain. . .

관리자

콘솔을

확인하여

웹로직이

구동되고

있으면

CVE-2019-2729

취약점이

존재하는

주소

'HTTP://희생자IP:7001/_async/AsyncResponseServiceHttps'에 접근한다.

[취약한 페이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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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PoC 테스트
취약한 페이지에 접근할 때 희생자 PC에서 계산기를 실행하는 CVE-2019-2725 취약점 PoC 코드를
삽입한다.

[CVE-2019-2725 PoC코드 삽입]

그러면 계산기가 실행되지 않고 CVE-2019-2725 취약점 패치가 정상적으로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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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실패 확인]

이후 CVE-2019-2729 취약점 PoC 코드를 삽입한다.

[CVE-2019-2729 PoC코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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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계산기가 실행되고 CVE-2019-2729 취약점 공격이 성공한 것을 알 수 있다.

[공격성공 확인]

대응 방안
Oracle에서 발표한 웹로직 보안패치를 다운로드하여 적용한다.
보안패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취약점이 발생하는 wls9_async_response.war, wls-wsat.war를 삭제하거나,
/_aysnc/* 및 /wls-wsat/* 경로에 대해 적절한 접근 통제가 필요하다.
https://www.oracle.com/technetwork/security-advisory/alert-cve-2019-2729-5570780.html

[웹로직 취약점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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