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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 Check (Pwnable) - 1p



이 문제를 보시는 것과 같이 /bin/ls –al /dev/입력한 문자열을 cmd에 집어넣고
system(cmd)를 통해 입력한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입력한 문자열에서 ‘;’, ‘&’, ‘|’ 문자열이 있을 경우에는 exit(0)을 하여 종료합
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코드를 이어서 실행해야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 :　http://www.golemtechnologies.com/articles/shell-injection)

이렇게 플래그를 얻었습니다.

| JS_is_not_a_jail (misc) - 100p

이 문제는 JS는 감옥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고 자바스크립트의 종료 코드를 찾아보았습니다.



return, exit, quit 등을 입력하다 quit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quit 함수를 실행을 시키자 오류가 나타나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python 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os 모듈이 있는지 확인도 하였습니다.
있음을 확인하고 편하게 풀었습니다.



os.system(‘명령어’)로 현재 경로를 알아갔으며,
chdir(‘경로’)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며 파일을 읽어 플래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Crypt1nth3sh3ll (Reversing) - 333p

이 문제는 받으면 아무 확장자 없이 받아집니다.
hxd로 보게 되면 header signature가 PK임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압축을 풀게 되면 2개의 실행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뜯어보기 전에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무언가의 문자열이 decrypted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문자열이 decrypted가 되기 전의 문자열이 Flag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곳에서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리소스를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0000에 리소스가 할당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MZ 헤더이며 밑 쪽에는 This program cannot be...가 보입니다.
실행파일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값들을 저장하여 다시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너리에서는 이러한 문자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decrypted 문자열이 보이기 전의 부분으로 가서 위로 조금만 올렸더니 무언가 byte로 
값을 집어넣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덤프를 봤습니다.

그렇게 플래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Blog (Web) - 98p
서버가 열려있지 않는 관계로 웹 문제들은 이미지 없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블로그 내용의 글을 읽는 부분에서 no=1 이 부분에서 sqli가 가능했습니다.
sqlmap tool을 이용하여 풀었습니다.

| 222 (Web) - 128p
서버가 열려있지 않는 관계로 웹 문제들은 이미지 없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contect 부분에서 에러기반 sql injection이 가능했습니다
sqlmap tool을 이용하여 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