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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MIC CHECK

▸ FLAG{Welcome_to_codegate2017}



BABY PWN

▸ File Downloads/babypwn 
Downloads/babypwn: ELF 32-bit LSB executable, Intel 80386, version 1 
(SYSV), dynamically linked, interpreter /lib/ld-linux.so.2, for GNU/Linux 2.6.24, 
BuildID[sha1]=79d683df4838066af61f58fc7025deb99e6bab3d, stripped



BABY PWN

▸ fork를 통해 함수를 호출해주는데, 
sub_8048A71에서 v2 size가 0x28인데 입력을 0x64만큼 받기 때
문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BABY PWN

▸ got를 릭하고 got overwrite, 함수호출을 통해 
cat flag 명령 결과를 제 서버로 전달했습니다 

▸ FLAG{Good_Job~!Y0u_@re_Very__G@@d!!!!!!^.^}



RAMG-THUNDER

▸ file Downloads/RamG 
Downloads/RamG: PE32 executable (console) Intel 80386, for MS Windows



RAMG-THUNDER

▸ 입력한 번호를 기준으로 jump를 하는데loc_401514라는 offset이 하나 
더 있고 4를 입력할시 hidden menu로 들어가게됩니다



RAMG-THUNDER

▸ 각각의 스테이지가 있는데 스테이지내에서 설정되는 값들을 통해 마지막에 저장되는 c라는 파일의 값이 
바뀌게 됩니다. 
stage 1, stage 5와 같은 경우는 입력한 string과 xor해서 맞는지 체크하기 때문에 체크값, xor값을 구
해서 서로 xor하면 입력해야할 값을 찾을 수 있고 나머지 함수는 디버깅하면서 일반적으로 실행했을시 
되는 조건의 반대로 되도록 코드패치를 해서 저장했습니다.



RAMG-THUNDER

▸ 코드패치한 바이너리를 실행하고 stage 1,5의 키값을 넣게되면 정상적으로 열
리는 png 형식의 c 파일이 생성됩니다. 

▸ FLAG is ThAnk_Y0u_my_PeOP1E



BABY MISC

▸ file Downloads/BabyMISC  
Downloads/BabyMISC: ELF 64-bit LSB executable, x86-64, version 1 (SYSV), 
dynamically linked, interpreter /lib64/ld-linux-x86-64.so.2, for GNU/Linux 2.6.32, 
BuildID[sha1]=b3fae95607646bc7c69e71257a9eb9252cc841e9, stripped



BABY MISC

▸ 길이는 같은데 encode 된 문자열은 다르고, decode된 문자열이 같
은 값을 찾아야합니다. 
TjBfbTRuX2M0bDFfYWc0aW5fWTNzdDNyZDR5Oig + chr(i)로 브포!



BABY MISC

▸ 길이는 다른데 decode한 값이 같아야합니다. =을 붙여주면 해결



BABY MISC

▸ 입력한 문자를 실행해줍니다. 

▸ echo -n input | base64 -d | sh 

▸ sub_400E0B에서 입력값을 검증
하는데 “base64encode”를 해주
면 echo를통해 정상적으로 출력되
지만 base64decode할때 에러가 
나기 때문에 우회가 가능합니다 

▸ “\””+“cat 
flag”.encode(‘base64’) + “\””



BABY MISC

▸ FLAG 
{Nav3r_L3t_y0ur_L3ft_h4nd_kn0w_wh4t_y0ur_r1ghT_h4n
d5_H4ck1ng}



ANGRYBIRD

▸ file Downloads/angrybird  
Downloads/angrybird: ELF 64-bit LSB executable, x86-64, version 1 (SYSV), 
dynamically linked, interpreter /lib64/ld-linux-x86-64.so.2, for GNU/Linux 2.6.32, 
BuildID[sha1]=089c3a14bcd7ffb08e94645cea46f1162b171445, stripped



ANGRYBIRD

▸ exit 제거, 몇가지 함수를 수정한뒤 

▸ angr를 사용하기 위해 fgets를 
nop처리했습니다.



ANGRYBIRD

▸ ida python을 사용하여 avoid list
를 만들고, fgets대신 값을 전달하기
위해 ebp를 bss영역대로 조정하고 
값을 넣어줍니다.



ANGRYBIRD

▸ Im_so_cute&pretty_:)



EASYCRACK 101



EASYCRACK 101

st = '0x%x' % list(e.search('Good'))[0] 
objdump --disassemble %s|grep %s|awk '{print $1} 
objdump --disassemble %s|grep \"exit@plt>\"|grep call|awk '{print $1}';echo END 

pwntools, objdump를 통해 avoid, find offset을 찾고 angr로 넘겨주면됩니다.  
 
chrome에서 인증시 넘기는 값을 curl로 복사하고 os.sytem으로 그 값의 인자를 바꿔서 인증합니다.



EASYCRACK 101

▸ FLAG 
{Thank_U_4 s0lving_MY_Pr0b...u_@re_vEry_geni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