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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1. 한글치환(200p)

문제에서 제공하는 파일은 깨진 한글 파일과 확인용 사진이다.

문제이름이 한글치환이며 중간에 맞침표나 쉼표또는 띄어쓰기의 동작으로보아 어떤 긴 글이며 그안에 

플래그를 유추할 수 있을거라 판단했고.

‘먗.’으로 끝나는 문장이 많아 먗을 ‘다’로 가정하고 시작했다. 그리고 ‘ㅊ’ 받침이 받침이 없는 문자들이 

패딩이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ㅁ->ㄷ , ㅑ->ㅏ, ㅋ - > 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일일이 변환 

하다 보니 익숙한 문장들을 볼 수 있었고, 그것들을 찾아보니 임의침묵,애국가,별 헤는 밤, 무궁화 등의 노

래나 문학작품들이었고 그것들을 대조하며 찾아보니 빠르게 변환 할 수 있었고 많이 변환하다 보면 아래

와 같이 얻을 수 있었다.

중간에 플래그는 위이놛위이놛의 뉻걏 이 부분이 플래그였고

위이잉위이잉의 영타 였다. 답은 dnldldlddnldldld이다.



0x02. Cold war(100p)

처음 문제를 봤을 땐 좀 당황했다. 주어진 건 저 소스코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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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지모를 인코딩된 문자들 뿐이었다.

저 소스를 돌려도 뭐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n이 정의되지 않았다는 말뿐이었다. 차분히 소스코드를 분석

하기 시작했다. 무슨말인고 하니 저 n이 의미하는 건 input_messages에 들어있는 임의의 값들의 최대공

약수 같은 거였고 인코딩된 문자들이 전부 12배수인 것을 보니 n은 12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코드

를 돌리다보니 알게 된건데 12바이트씩 규칙이 있다. 이 문제는 비제네르 암호를 구현해놓은 코드인데 

mod 대신에 xor로 바꿔놔서 12바이트씩의 규칙이 존재했던 거였다. 비제네르 암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문자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이다. 흔히 사용되는 the, you, is. 3개를 가지고 인코딩된 문자와 비교하

면서 추측을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맨 위의 3바이트와 you를 xor해서 얻어진 값을 이용해 차근차근 문

자를 바꾸다보니 12바이트의 암호문을 완성하게 되었고 이것을 파이썬코드로 짜서 답을 확인하게 되었다.

 

Shin Hae Chul을 Sha1로 인코딩하면 키가 출력된다.

Flag : 43722cf51b6539c298fdb0f78ed987f05a826d2c



0x03. 계피말고 시나몬(50p)

스타벅스 근처에는 이런 동네가 있다는 사진을 보여준 문제입니다. 여기서 스타벅스의 번지를 알아내야 하

는데 사진을 둘러보니 찾기 힘들어 보이는 동네입니다. 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24시 신의주 찹쌀순대를 

검색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24시와 24시가 없는 신의주찹쌀순대가 있었지만 24시가 붙은 찹쌀순대집만 돌아다

녀도 너무 많아서 다른 걸 찾아야겠다 하고 계속 사진을 보던 중 부동산 간판 밑에 전화번호가 찍힌 것을 

봤습니다. 



빙고! 부동산 전화번호를 검색했더니 강남구 삼성동에 딱 한군데가 보입니다.

에덴부동산이라는 곳인데 여기 지도의 위치를 기억해뒀다가 삼성동 스타벅스로 검색을 했습니다.

삼성1파출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스타벅스는 F 위치에 있는 스타벅스 코엑스사거리점이었습니다.

스타벅스의 번지를 알아내는 문제였으니

91-31을 입력하면 correct!!

Flag : 91-31



0x04. 우왕 웹이다 (200p)

문제페이지에 접속해보니 HOME, ABOUT, SERVICES, LOGIN 의 메뉴가 있었고 각 메뉴들에 소메뉴들이 

달려있었다. 각 페이지에 들어가봤지만 중요한 내용이 없었고 LOGIN메뉴에서 Sign up을 통해 가입을 시

도하였다.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니 CONTACT 라는 메뉴가 생겼고 해당 메뉴를 통하여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었다. 처음에는 XSS라고 생각했지만 hidden필드에 수신자의 이메일이 박혀있기 때문

에 메일주소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므로 XSS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가입할 때 발생하는 Insert 문에 

SQLi도 시도하였지만 잘 되지않았다. 고민하다가 Contact로 메일을 보내는 부분에서 실제로 메일이 보내

지기 때문에 mail함수를 사용할 것 이라고 생각했고 구글에 php mail vulnerability를 검색하였다.

그리고 mail function에 대한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http://bountolos.info/2014/09/exploit-phps-mail-to-get-remote-code-execution/)

처음에는 options에 어떻게 값을 넣을까 고민하며 삽질을 많이 했다. 생각해보니 메일을 보낼 때 내 메일

주소도 참고한다는 것을 깨닫고 가입할 때의 이메일을 

-C/var/www/html/FLAG –OQueueDirectory=/tmp –X/var/www/html/koo.php 로 가입했다. -C옵

션을 통하여 새로운 설정파일을 줬고(해당 파일의 내용이 로그에 남는다) –X 옵션으로 로그파일을 생성하

였다. 그리고 메일을 보냈더니 koo.php 라는 파일이 생성되었지만 FLAG의 경로가 잘못되었는지 해당 내

용이 koo.php 파일에 담기지 않았다. 그래서 메일을 보낼 때 제목에 <?php passthru($_GET['test']); ?>

를 넣고 메일을 보냈고 koo.php를 통해 디렉토리를 뒤져보다가 FLAG를 찾았고 읽었더니 답이 나왔다.

FLAG : knadwdn28rhwilekfjwklnfljk3q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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