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메일 취약점 업그레이드
공통 취약점 번호(CVE-2006-0058)

업그레이드 대상버전 (8.13.3-5, 8.12.1-11, 8.11.1-7, 8.10.1-2, 8.9.3)
※아래는 8.11.7를 업그레이드의 예임
※다운로드 디랙토리 ftp://ftp.sendmail.org/pub/sendmail/sendmail.8.13.6.tar.gz
1. 샌드메일의 다운로드 디랙토리에서 샌드메일 버전 8.13.6의 소스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압축을 풀고(그림 1), 디랙토리 리스팅을 통해 정상적
으로 압축이 해제되었는지 확인한다(그림 2)
> gzip –cd sendmail.8.13.6.tar.gz | tar xvf –

그림 1 샌드메일 압축 해제 명령어

그림 2 샌드메일 8.13.6 파일 리스트 화면

2. 각 메일서버의 환경이 설정 되어있는 site.config.m4 파일을 설치할 버전인
8.13.6의 디랙토리로 복사한다. 이때 sendmail-8.11.7은 현재 설치된 버전의
디랙토리며 sendmail-8.13.6은 새롭게 설치될 버전의 디랙토리를 나타낸다
>cp sendmail-8.11.7/devtools/Site/site.config.m4 sendmail-8.13.6/
devtools/Site/site.config.m4 (모두 한 줄의 명령어임)

3. 새로운 버전인 8.13.6에서 사용할 sendmail.cf 파일을 만들기 위해, 구버전
(8.11.7)에서 사용하던 sendmail.mc 파일을 8.13.6의 소스 디랙토리로 복사한다.
>cp sendmail-8.11.7/cf/cf/sendmail.mc sendmail-8.13.6/cf/cf/sendmail.mc

4. 새로운 버전인 8.13.6에서 사용할 submit.cf 파일을 만들기 위해, 구버전
(8.11.7)에서 사용하던 submit.mc 파일을 8.13.6의 소스 디랙토리로 복사한다.
>cp sendmail-8.11.7/cf/cf/submit.mc sendmail-8.13.6/cf/cf/submit.mc

5. 설치할 샌드메일 버전인 8.13.6의 소스 디랙토리로 이동한다.
>cd ./sendmail-8.13.6

6. 새로운 샌드메일 소스를 이용하여 실행파일을 컴파일 한다
>./Build –c

그림 3 성공적으로 바이너리파일이 생성된 화면

7. 사용하던 버전의 sendmail.cf와 submit.cf 파일을 백업한다. 이때 백업파일은
YYYYMMDD.sendmail.cf의 형식을 가진다.
(패치일이 2006년 3월 20일인경우 백업파일: 20060320.sendmail.cf )
#cp /etc/mail/sendmail.cf /etc/mail/sendmail.cf/`date +%Y.%m.%d`.sendmail.cf
#cp /etc/mail/submit.cf /etc/mail/submit.cf/`date +%Y.%m.%d`.submit.cf

8. 새롭게 설치될 버전 8.13.6의 환경변수가 있는 소스 디랙토리로 이동한다
#cd cf/cf

9. 사용하던 샌드메일(8.11.7)의 sendmail.mc 파일을 이용하여 새로운 버전인
8.13.6에서 사용할 샌드메일 환경변수 파일인 sendmail.cf 파일을 만든다
#./Build sendmail.cf

그림 4 샌드메일 환경변수가 성공적으로 생성된 화면

10.submit.mc 파일을 이용하여 submit.cf 파일을 만든다
>./Build submit.cf

11.6번 과정을 통해 생성된 새로운 버전인 8.13.6 샌드메일 바이너리를 설치한다
#Build install

12.9번 과정을 통해 생성된 sendmail.cf 파일을 샌드메일의 지정 환경변수파일
위치로(/etc/mail/) 복사한다.
#cp cf/cf/sendmail.cf /etc/mail/sendmail.cf

13.10번 과정을 통해 생성된 submit.cf 파일을 샌드메일의 지정 환경변수파일
위치로(/etc/mail/) 복사한다.
#cp cf/cf/submit.cf /etc/mail/submit.cf

14.기존에 사용하던 액세스 DB 및 유저DB를 새로운 버전으로 갱신하기 위해 작업
디랙토리를 변경한다.
#cd /etc/mail

15.액세스 DB파일 존재 시, 액세스 DB 파일을 새로운 버전에 맞도록 갱신한다.
(해당 파일이 없으면 생략 가능함)
#makemap hash access < access

16.유저 DB파일 존재 시, 유저 DB 파일을 새로운 버전에 맞도록 갱신한다
(해당 파일이 없으면 생략 가능함)
#makemap btree /etc/userdb.db < /etc/userdb

17. 모든 환경파일과, 유저파일이 갱신되면 새로운 버전의 샌드메일을 다시 시작한 뒤
사용자 권한을 일반유저로 전환한다
#/etc/init.d/sendmail restart
#exit
>

※샌드메일 설치 시 사용자 권한
샌드메일 설치 시 모든 과정이 관리자 권한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본 설치
예의 경우, 일반 유저 권한으로 실행이 가능한 부분의 프롬프트는 “>”를 사용하여
표기 하였으며(1번부터 6번까지 실행 예), 시스템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과정은
“#”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표기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