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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rming-Up

워밍업 문제입니다. 요점만 보자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 2 제1항에 따라서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원 이하의 벌

금은 내는지 묻는 기본적인 법률 조항 문제입니다. 일단 먼저 구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입력하니 국가 정보 법령 센터가 

나왔고 거기 들어가서 보는데 

징역과 관련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징역이라는 키워드를 찾아

보니까 

벌칙과 관련된 조항이 있었고 여기에 제 28조의 2제 1항을 위반 했을 때의 벌칙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Key : 5_5



2. Reversing50

워밍업 문제 이후 맨 먼저 푼 문제입니다. 실행시켜보면 



커다란 시계와 입력을 받는 칸, 그리고 Click버튼이 있습니다. 아무 값이나 넣으면 

Fail이라는 메시지 박스가 뜹니다. 그리고 Exeinfo로 봤을 때 바이너리가 C#으로 

만들어 졌으므로 리플렉터로 디컴파일 하였습니다. 근데 처음 열면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난독화 또는 암호화가 되어 있나 봅니다. 일단 보면 



전체적으로 필드 및 메소드명도 이상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난독화가 되어있는 것

이 확실 합니다. 쭉쭉 살펴보다 보면 다른 메소드들은 모두 난독화가 되어 있는

데 

이 메소드만 난독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면 “*$8(2%$U\"70QI$“ 이 문자열

을 인자로 또 어떠한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출하는 메소드

를 살펴보면 



인자로 받은 값을 가지고 어떠한 연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xor연산들

을 하는데요. 이 연산들을 C문법에 맞게 고쳐준 뒤 인자로 “*$8(2%$U\"70QI$”을 

넣어주고 돌려보면 

이렇게 키 값이 뜹니다.

Key : BE4NST41K



3. Reversing100

리버싱 100입니다. 이번에는 리눅스 바이너리네요. 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netcat으로 접속해 보면 ID와 PW를 입력 받습니다. 

로그인 하면 Login Fail.. 이라고 뜨네요. 이제 IDA로 열어보겠습니다. 핵심만 보자

면 먼저

 

이 부분에서 ID를 입력받은 후 그 값을 가지고 sub_8048989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함수는 제가 입력한 값에서 앞에 6글자만 떼어내서 “school"이라는 문자열과 

xor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PW를 입력받고 아까 xor한 문자열과 비교를 합니다. 다르다면 실패 

문자열로 분기를 하고 같다면 로그인에 성공한 뒤 



이 sub_8048A0E함수에서 입력한 ID를 이용하여 새로운 code를 만들어 냅니다. 

code를 만드는 루틴을 보면

ID를 sub_80488CD, sub_8048904, sub_804893F 이 세 함수의 인자로 넣어서 호출

해 줍니다. 각각 분석해 보면 첫 함수는

ID의 첫 번째 글자를 가져와서 ((((글자*2)+0x61)*0xBDF)-0xAB)&0xFFFFF연산을 한 

뒤에 문자열로 변환하여 반환합니다. 두 번째 함수는 



ID의 세 번째 글자를 가져와서 ((((글자+0x126)*456)*4)-60)&0xFFFFF 연산을 한 

뒤 역시 문자열로 반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수는

ID의 다섯 번째 글자를 가져와서 ((글자+0x4D)*0xCDC)&0xFFFFF연산을 한 뒤 문

자열로 반환합니다. 이 세 문자열이 모여서 code라는 값이 됩니다. 한 번 로그인

을 해 보면 

이번에는 로그인은 되지만 code가 틀렸다고 나옵니다. 비교하는 code가 

939ae-770b4-687b8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ID와 PW를 구하는 소스를 짜 보면



이렇게 짤 수 있고 실행을 해 보면 

ID와 PW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ID의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글자를 다

른 글자로 하면 다른 PW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넣어 주면 



Key가 나오게 됩니다. 

Key : ooh.....MY...GraDe..

4. Forensic50

포렌식 50입니다. For_50이라는 파일이 주어지는데 이를 FTK Imager로 이미지 마

운팅 시켜보면 가계부, 일기,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계부를 보면 용돈

을 쓴 내역들이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목록들이 있는데 딱히 의심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그림파일, 일기

장 다 살펴봤는데 딱히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도중 파일 속

성을 보려고 파일 버튼을 눌렀는데 

공유 준비라는 부분에 숨겨진 열이라는 것을 보고 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았습니다. 다시 가계부를 보니 



열에 있는 알파벳에 P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장하니 

새로운 값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답 인줄 알았는데 자꾸만 Wrong이 떠서 

좀 더 봤더니 안에 IF문이 보입니다. 

C21이 FOR50이면 어떤 연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21에 FOR50을 입

력해 주면

 

이렇게 값이 바뀝니다. 

Key : CoupleStorYCaSH_8750



5. Crypto50

크립토 50입니다. 암호화 문자열로 

“kaekzrokioaehmgrcezaceodaekeclcnysbrciniieanlccocoaediuhpcmeohty” 라는 문

자열이 주어지고 사진 4장이 주어집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라서 못 풀었는데 힌

트로 rail fence가 나오고 나서 이게 뭘까 하다가 구글에 검색을 했는데 rail fence 

cipher라는 암호가 있더군요. 그래서 바로 복호화 해주는 사이트를 찾아서 rail의 

개수를 4로 하고 복호화를 하니 키 값이 나왔습니다. 

Key : hamburgerchickenpizzaicecreamnoodlecakecookiechoc 

olatecandy



 6. Misc50

미스크 50입니다. 세계여행이라면서 사진 11장이 주어집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헥스 에디터로 열어 봤는데 

Exif포맷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의심만 하고 풀지는 못했었는데 힌트로 GPS가 나

오고 나서 바로 Exif Viewer사이트인 http://regex.info/exif.cgi 이 곳에 가서 하나

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보니 



이렇게 정보들이 나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라네요. 잘 모르겠어서 링크로 연결되

어 있는 구글 지도로 보니까 

위치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볼수록 옆에 있는 모양이 P로 보였습니다. 

그 때 사진을 찍은 위치에 알파벳이 하나씩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열어본 

결과



 

이렇게 되고 이것들을 이어서 대문자로 만들면 PEACEOFMIND가 됩니다.

Key : PEACEOFMIND



7. Misc100

미스크 100입니다. 풀었던 문제 중 가장 어렵게 푼 문제였습니다. 원래 파이썬을 

잘 하지 못했었고 소켓 프로그래밍도 이번이 처음이어서 많은 삽질을 했었던 문

제입니다. 숫자는 한글로 그 외의 것은 숫자로 바꾸라는데 한글을 처리 할 때 많

이 힘들었습니다. 일단 소스 먼저 보자면 



소켓으로 값을 읽어오고 그에 해당하게 매치시켜서 값을 보내주는 방식인데 문제

는 한글이 3바이트 값으로 와서 판별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

다가 저는 한글로 오는 세 개의 바이트를 A, B, C로 두고 값을 A+B-C로 해서 각 

글자의 고유한 값을 만들어서 판별 했습니다.(물론 나중에 한자까지 나올 때는 값

이 겹쳐서 약간의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스테이지4를 모두 깨고 나면 키 값이 



오게 됩니다.  

Key : Sp33ds_m@keth_m4n

8. Real2

리얼2 문제입니다. 바이너리가 주어지고 실행하면 화면 전체를 가득 메우며 키를 

입력 받습니다.

매개변수가 틀렸다고 나오는데 16글자를 입력하면 no라고 나옵니다.



그냥 x를 클릭하면 error라는 메시지 박스가 뜨고 배경의 회색 바탕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작업관리자를 실행시켜 종료하였습니다. IDA로 열어서 함수 목록들

을 보면 

 소켓 통신을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부분으로 가 보면 



대회 서버 아이피에 연결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주위에 패스워드를 구하는 루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리디버거로 동적 디버깅을 하면서 IDA로 살펴봤습니다.

안티디버깅이 있어서 분기문 패치로 우회해 주었고 중요 루틴만 분석을 하자면



이 부분에서 입력한 값의 앞 4글자를 “poei"라는 문자열과 xor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에 7씩 더해 줍니다. 그 후

 



이 부분에서 입력한 값의 5~8번째 글자를 “wrne”라는 문자열과 xor하고 난 뒤

이렇게 각각에 0x28씩 더해 줍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서 위의 8글자를 모두 합치고 각각에 0x26을 더해 줍니다. 그

리고 난 다음에 



각 글자를 not연산 뒤 0x56을 빼 줍니다. 다음으로 입력한 값의 9~12번째 글자

를 

각각 << 3 씩 해 줍니다. 그 후 13~16번째 글자를 



“%^&*”문자열과 xor을 해줍니다. 거의 끝나 가네요. 

여기서 랜덤 함수로 값을 하나 가져온 뒤 5로 나눠 줍니다.

위 다섯 개의 문자열 중 나눠진 나머지 번째의 값을 가져와서 



소켓으로 대회 서버에 미리 보내 줍니다. 

그리고 보낸 문자열과 연산된 입력한 값 9~16번째 값과 xor후 0x20만큼 더해 줍

니다. 그리고 모든 연산한 값을 

하나로 붙인 뒤 여기서 



소켓으로 다시 전송해 주면 어떠한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산한 값이 받아온 값과 같다면 플래그를, 다르다면 “no"를 받아 옵니다. 

다만 이쪽 부분에서 약간의 메모리 패치만으로도 플래그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

에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패스워드를 구해보자면 마지막에 랜덤값으로 

정해지는 문자열이 "notepadd" 일 때의 연산 값이 0x23, 0x2F, 0x52, 0x03, 0x14, 

0x16, 0x24, 0x07, 0xE6, 0x7F, 0x84, 0x6D, 0x52, 0x2E, 0x4C, 0x8F 이었으므로 이를 

이용해서 소스를 짜면 



이런 식으로 짤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면 

패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뒤 9~16번째 자리는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

어서 가장 패스워드 같은 문자열을 찾아보면 “)"Oꠕ07Y15FBEg1n!” 이런 문자열을 

찾을 수 있고 프로그램에 넣어 보면 



키 값이 뜨게 됩니다.

Key : You_4re_Gen1uS!

수고 많으셨습니다.

풀이보고서는 yisf.sch@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