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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특수문자가 깨진 devil.c 파일이 주어지고 정상적으로 고쳐서 컴파일하면 아래와 같이 키가 뜬다. 

 

 
 

 

[p2] 

upx로 언팩을 한 뒤,  4013D5로 가면 인자에 특정 연산을 한 뒤 비교한다. 

 



 

위 부분은 비교연산을 하는 바이너리 내의 코드이다. 

z3를 통해 이를 갂단하게 풀 수 있다. 

 

from z3 import * 

 

flag = [BitVec('flag%d' % i, 32) for i in xrange(9)] 

tmp = flag[::] 

for i in xrange(1, 6): 

    tmp[0] ^= 4 

    tmp[0] -= i 

    tmp[0] += 2 

 

for i in xrange(1, 6): 

    tmp[1] ^= 5 

    tmp[1] -= i 

    tmp[1] += 3 

 

for i in xrange(1, 6): 

    tmp[2] ^= 6 

    tmp[2] -= i 

    tmp[2] += 4 

 

for i in xrange(1, 6): 

    tmp[3] ^= 7 

    tmp[3] -= i 

    tmp[3] += 5 

 

for i in xrange(1, 6): 

    tmp[4] ^= 8 

    tmp[4] -= i 

    tmp[4] += 6 

 

for i in xrange(1, 6): 

    tmp[5] ^= 9 

    tmp[5] -= i 

    tmp[5] += 7 

 

for i in xrange(1, 6): 

    tmp[6] ^= 0xa 

    tmp[6] -= i 

    tmp[6] += 8 



 

for i in xrange(1, 6): 

    tmp[7] ^= 0xb 

    tmp[7] -= i 

    tmp[7] += 9 

 

for i in xrange(1, 6): 

    tmp[8] ^= 0xc 

    tmp[8] -= i 

    tmp[8] += 10 

 

s = Solver() 

s.add(tmp[0] == 0x4e) 

s.add(tmp[1] == 0x45) 

s.add(tmp[2] == 0x72) 

s.add(tmp[3] == 0x42) 

s.add(tmp[4] == 0x69) 

s.add(tmp[5] == 0x70) 

s.add(tmp[6] == 0x60) 

s.add(tmp[7] == 0x75) 

s.add(tmp[8] == 0x58) 

print s.check() 

m = s.model() 

 

print ''.join(map(lambda x: chr(m.eval(x).as_long()), flag))  # W@wGREAT! 

 

 

[p3] 

코드를 다 분석하지 않고 ida를 통해 뒤적거리다가 다음과 같이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하였다.

 
 

아마 buf에 들어가는것이 키라고 생각하여 이 부분을 파이썬 코드로 그대로 옮겨 실행하였다. 

 

table0 = """ 00000039 00000057 00000068 00000060 

00000074 00000032 00000056 00000064 

00000033 00000061 00000034 0000006a 



00000074 00000060 0000007a 00000033 

00000060 00000064 00000032 00000071 

0000002e 00000029 

""" 

 

table1 = """ 00000008 00000008 00000000 00000001 

00000000 00000001 00000009 00000006 

00000000 00000006 00000000 00000004 

00000000 

""" 

 

table0 = map(lambda x: int(x, 16), filter(None, table0.split())) 

table1 = map(lambda x: int(x, 16), filter(None, table1.split())) 

 

ret = '' 

for i in xrange(22): 

    ret += chr(table0[i] ^ table1[i % len(table1)]) 

 

print ret 

 

 

[p4] 

오목같이 생긴 게임이 실행되는데 그냥 특정 조건을 맞추면 아스키 아트로된 키를 찍어준다. 

그 아스키 아트를 찍어주는 위치를 보면(0x401EF0)특정 연산을 통해 ○, ●로 이루어진 아스키 

아트를 만듞다. 

해당부분으로 점프하면 아래와 같은 키를 볼 수 있다. 

 



 

[p5] 

접속하면 하단에 광고하는 홈페이지 링크가 있는데, 해당 홈페이지 로그인에 SQL Injection이 

되는것을 확인 할 수 있다. 

UNION문의 결과를 로그인한 ID값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union select 

(subquery),2# 를 써서  테이블, 회원 정보 데이터를 추출하면 총 두 개의 아이디가 존재하고 

회원가입 한 아이피가 나오는데 해당 아이피에 접속하면 IPTIME 공유기 관리자가 뜬다.  

Database에서 추출한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하면 키를 획득할 수 있다. 

 

[p6] 

p4와 비슷한 방식으로 특정 연산을 통해 ○, ●로 이루어진 아스키 아트를 만드는 0x4017a0으로 

점프하면 아래와 같은 아스키 코드로 된 키를 출력해준다. 

 
 

[p7] 

갂단한 fsb로  fsb가 일어나는 printf 뒤에 호출되는 함수 중 하나의 got를 system 함수를 

호출하는 곳으로 점프하면 된다. 

 

[p8] 

apk가 주어지는데 apk 내부의 so파일을 분석해야한다. 

thread_func_clone2 함수에서 "The correct answer is : %s%s"의 인자값을 찾아주면 된다. 



 
 

[p9] 

문제명에서 하트블리드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여 개인키를 

추출하였다. 

하지만 해당 링크의 하트블리드를 통해 메모리 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른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메모리 릭을 한뒤, 키 추출만 해당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https://github.com/einaros/heartbleed-tools  

 

-----BEGIN RSA PRIVATE KEY----- 
MIICXAIBAAKBgQDFaxeuW+VoGTymwB/QV+b9qe2YgX0qABO/LfUV4pzP21qfBAm3NbgVK
kFScA/+ 
6K+X7HcSET6R+HhAICeMeDhJJW6R2Ed0mnjhg0Uw2gFlrW549mMnS7ZhuldvPMWiDtUC
OmoSI3xs 
1ntSrzPSzSwaLUlC3Nbh5WvwlmWKW6oQQwIDAQABAoGAQambGM1MAlHSkIv6iOuT0u9
ALad0IBIi 
f0Yj7IGRMrl87MMFEED312JUk7zeNSTjsp5eBE5kB10jcgC/5sLdxTDQocWnJIV+ol3IBfrntJbJ 
1Ck7spovXu7Cbodz2kElf65QJqTjO9aQtjmsKcPKfiuyE+gbNjSpecSjSWQ3uaECQQDrNifOnN
uu 
f/AfUanks4j/aZAtzu+FrwVVRVfruap/sDX43eRbuRztVS+WaJG3dZlD2sYy+eeCbe3uk6gEWE
pZ 
AkEA1t3WCLdTdYfHCTYGj0w5Segf+ADyk/+wyX2zI9O9P82HXeZo9XkIiCiwI+A8aUIScZdEei
Un 
fGMNaXIfIocj+wJBALsTdrPJZJy02yo9zI+/D/59WpRkm3NLUkWRAq3VHTuzzimjaoZdhBlsAI5
z 
mzo8iWtDrRJMW4sMngp8XE0gX/kCQFLEXzc6Tybd55ivu/UlGohSp0XkL409GD91cTUi0iqqp
DNS 
lym/tr6kVb1sGjk9n1csOs+GUmCC017D/CRTxFMCQBE+r8MqfkDmyxiQwCIxGQ55WwQbff8
h16Ef 
qlzwPxZZZSWWzpIeIJdlvjsHVPLB/8zug6z58d2bEb7jHojVwws= 
-----END RSA PRIVATE KEY----- 

 



해당 개인키를 통해 주어진 pcap파일에서 SSL통싞을 복호화 해 보면 어떤 https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는데 (패스워드 rkskekfkak) 해당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하면 

키가 뜬다. 

 

[p10] 

출력값의 맨 앞값이 “<html><body>”기 때문에 연산 결과가 “</body></html>” 로 끝나는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key = map(ord, "($_'X^ WD@[$<DZ]5{Dd#sk'((V|(^QN2BNhF,R.{xj X7") 

 

def encrypt(name): 

    ret = '' 

    for i in xrange(0, len(key)): 

        c = name[i % len(name)] - 0x20 

        tmp = key[i] - 0x20 

        c = tmp - c + 96 

        if c > 95: 

            c -= 96 

 

        c += 32 

        ret += chr(c % 256) 

 

    return ret 

 

check_str = '</body></html>' 

def check(name, idx): 

    if idx < len(key) - 1 - len(name): 

        print repr(name) 

        print encrypt(name) 

        return True 

 

    name_idx = idx % len(name) 

 

    for i in xrange(256): 

        ends = check_str[-(len(key) - idx):] 

        name[name_idx] = i 

        if encrypt(name).endswith(ends): 

            if check(name, idx - 1): 

                return True 



 

    return False 

 

def main(): 

    check([0 for _ in xrange(10)], len(key) - 1) 

 

 

[p11] 

데스스타.exe가 레지스트리에 암호화된 uid 값을 박고, 다스베이더가 이를 다시 복호화한다. 

복호화 할 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놨다가 이 값을 확인하면 4바이트 인티저를 볼 수 있다. 

이 인티저 값을 ip형태로 디코딩하여 해당 서버로 http 접속을 하면 http://festival.hust.net/과 

똑같이 생긴 홈페이지를 볼 수 있다. (+ host파일에 festival.hust.net 을 변경한다.) 

게싱을 통해 /admin/login.html에 접근 한 뒤 하단에 있는 힌트대로, ID는 다스베이더에서 

생성하는 bat 파일 이름인 force로, password는 php strcmp bug를 이용한 []를 주면 성공적으로 

로그인 되어 키를 볼 수 있다. 

 

[bonus] 

APK가 주어지고, 주어진 dex를 디컴파일하면 아래와 같은 함수가 있다. 

 
 

이상한  Base64 가 있는데 풀어보면  “id:banana,pw:not_yellow!@#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