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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문제. Mic check (30점) 

 

1번 문제 내용 

 

그림 1. 1번 문제 명세 

 

1번 문제 의도 

 

일반 해킹 대회에서 인증 형식이나 기타 문제를 체크하기 위해 이런 간단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지만 본 문제를 통해 기존에 화이트햇 콘테스트에서 어떤 팀들이 역사적으로 상을 받아 왔는지 

명예의 전당 페이지(Hall Of Fame1)를 통해 알 수 있었음. 

 

 

그림 2. 2015 화이트햇 콘테스트 명예의 전당 

 

1번 문제 해결 방법 

 

문제는 2015년 청소년부 대상팀 이기 때문에 NYAN_CAT이 된다. 

 

1번 문제 정답 

 

NYAN_CAT 

                                           
1 http://www.whitehatcontest.kr/contest/H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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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문제. CEMU (250점) 

 

2번 문제 내용 

 

그림 3. 2번 문제 명세 

 

2번 문제 의도 

 

서비스 바이너리는 제공되지 않고 아이피와 포트만 제공된 문제. 해당 서버에서 동작하는 서비스 

데몬의 동작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쉘코드 동작을 탐지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

에 입력은 어셈블리언어로 생각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쉘코드를 직접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문제는 크게 3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1단계: 제공된 레지스터와 레지스터 값에 해당하는 어셈블리를 전송하는 문제 

2단계: 현재 스택을 낮추는 문제 

3단계: 아이피와 포트가 랜덤하게 제공되고 /bin/sh을 실행 시키는 리버스 쉘코드 전송하는 문제 

 

2번 문제 해결 방법 

 

1단계. 첫 단계에서는 레지스터와 값이 주어 지고 이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문제였다. 먼저 파싱을 

하여 어떤 레지스터에 어떤 값이 들어 가는지 확인을 하고 pwntool의 asm 모듈을 사용하여 mov 

reg, value 형식으로 어셈블리 언어를 구성한 뒤, 이를 16진수 바이트로 변환하여 전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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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문제 2 – 1단계 해결 코드 

 

2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현재 ESP (스택 포인터)가 주어지고 해당 스택 포인터를 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가장 심플한 방법은 push, pop 처럼 스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었다. 문제에는 스택이 어떤 방향으로 자라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push, pop 두 

가지를 각각 테스트를 해보아야 한다. 대회 때는 push를 통해 2단계를 통과 할 수 있었다. 

 

 

그림 5. 문제 2 – 2단계 해결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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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마지막으로는 랜덤한 아이피, 랜덤한 포트 그리고 /bin/sh 이라는 키워드가 주어지고 리버

스 쉘을 전송하는 것 이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쉘 코드 전송 시 항상 널 (\x00) 바이트를 탐

지 하기 때문에 전송할 쉘 코드에 널 바이트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리버스 쉘을 구하기 위해 exploit-db2에서 자료를 찾다가 굉장히 친절한 설명이 있는 적절한 쉘 

코드를 찾아서 사용을 했다. 

 

 

그림 6. 문제 2 - 3단계 리버스 쉘코드에 대한 어셈블리어 

 

                                           
2 https://www.exploit-db.com/exploits/3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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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문제 2 - 3단계 리버스 쉘코드를 테스트하기 위한 C 코드 

 

아이피와 포트가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를 파싱해서 쉘 코드 내부에 넣어야 하는데 이 명

세에서 아이피와 포트에 대한 위치가 잘 명세가 되어 있어서 어려움 없이 파싱한 아이피와 포트

를 넣을 수 있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이피의 경우 각 자리에 대해 1바이트씩 계산을 하여 

16진수로 넣으면 되지만 포트의 경우 네트워크를 경우 할 시 바이트 순서를 바꿔서 해석 하기 때

문에 빅 엔디안 형식으로 넣어줘야 한다. 

 

 

그림 8. 문제 2 - 3단계 해결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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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까지 해결 하면 “flag is http://wargame.kr/PlzFlagC3mu” 라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고 해당 

URL에 접속하면 정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번 문제 정답 

 

361dfe752cfcd20df4688be2588ce65a0c6575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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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문제. GoSandbox (200점) 

 

3번 문제 내용 

 

그림 9. 3번 문제 명세 

 

3번 문제 의도 

 

문제에서 제공하는 URL에 접속하면 좌측는 Golang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우측에는 해당 결과

를 출력해주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종류의 샌드박스 문제의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제공된 기능 

또는 그 외의 기능을 이용하여 샌드박스 밖으로 행위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3번 문제 해결 방법 

 

개인적으로 Go 언어를 사용해본적이 없어서 GO 언어에 대한 명세를 찾아보기 시작했다3.  

 

시도 1. 함수에서 exec, system, eval 등을 사용할 수 있어 보이는 패키지 import 시도 

 

대부분의 package 들에 대한 import 가 막혀 있어서 실패 

 

시도 2. Python sandbox 문제처럼 builtin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유용한 함수가 있는지 시도 

 

builtin 이 존재하긴 했지만 모두 문제를 해결과는 거리가 멀었음 

 

                                           
3 https://golang.org/ref/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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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3. CSRF 시도 

 

Golang 결과가 우측에 랜더링 될 때 XSS가 되는 취약점이 있어서 스트링을 출력하게 하고 해당 

스트링에 XSS, CSRF 코드를 넣어 parent 페이지나 다른 폴더 접근 시도를 해보았지만 별다른 결

과를 얻지 못함 

 

시도 4. Golang 에 대한 exploit4  

 

Golang sandbox 에 대한 CTF 자료도 부족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몰라 Exploit 쪽으로 생

각을 하고 golang exploit 검색을 통해 “Exploit a Go Binary” 글을 발견. 해당 익스플로잇 코드를 

이해하고 여러 형태로 변형하여 쉘을 얻으려고 했지만 해당 글과는 달리 대회 문제의 바이너리에

서는 지속적으로 에러가 발생하여 결국 실패 

 

시도 5. 다른 언어에 대한 import 

 

이 아이디어를 얻게 된 계기는 github에 gopy 라이브러리를 에서 python 을 인터페이스로 사용

하고 있었음. 그래서 python, ruby, perl 등의 스크립트 언어 위주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

키지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았지만 실패. 

 

결국 import “C” 를 통해 주석에 C 코드를 넣고 사용할 수 있음을 발견. 특히 golang 의 경우 

import “C” 시에 주석으로된 C 코드와 import “C” 사이의 띄어쓰기가 있으면 에러가 발생하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스택오버플로우에 질문이 많아서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어 성공 

 

                                           
4 http://codearcana.com/posts/2013/04/23/exploiting-a-go-bina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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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문제 3 해결 코드 

3번 문제 정답 

 

1fce6b7b4343e63777dcb98b1531cc398696e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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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문제. Login (150점) 

 

4번 문제 내용 

 

그림 11. 4번 문제 명세 

 

4번 문제 의도 

 

No SQL로 많이 사용되는 MongoDB 같은 경우, 기존 RDB 와 달리 Column 기반이 아닌 

Document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는 json 과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json 

쿼리에 DB Command 를 같이 넣으면 해당 json을 NoSQL Query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어 결국 

이를 이용하는 문제. 

 

4번 문제 해결 방법 

 

문제에서 /api/account/signin URI에 username과 password를 통해 rest API 형태로 로그인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메시지 전송의 경우 json 형식으로 받기 때문에 전송할 때 plaintext 형

태가 아닌 json 형태로 전달을 해야 정상적으로 서버쪽에서 인식이 되어 동작한다. 

 

 

그림 12. 문제 4 – 로그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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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쪽에서는 아이디와 암호를 검사 하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아이디와 암호를 json 형태로 

추출하여 DB에 쿼리를 날릴 것이다. 

 

data = { 

 “username”: “hackability”, 

 “password”: “1324” 

} 

 

서버에서 이와 같은 json을 받고 아래와 같은 의사코드 형태로 쿼리를 하게 된다. 

 

query = mongodb.query({“username”: data[“username”], “password”: data[“password”]}) 

 

이 때 문제는 data[“password”] 의 값이 단순히 문자열이 아니라 딕셔너리 형태일 경우 발생된다.  

 

data = { 

 “username”: “hackability”, 

 “password”: { 

  “$ne”: “1” 

 } 

} 

 

$ne (Not Equal) 연산자는 내부 연산자로 같지 않을 경우 참이 된다. 결과적으로 위 쿼리는 다음

과 같이 실행되게 된다. 

 

query = mongodb.query({“username”: data[“username”], “password”: {“$ne”: “1”}}) 

 

문제는 admin 으로 로그인 하는 것이 목적이였기 때문에 username 에 admin을 넣고 $ne의 값

으로 아무 값 (실제 admin 암호를 제외한)이나 넣으면 admin 으로 로그인이 되어 정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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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문제 4 해결 코드 

 

한 가지 추가적으로, php 로 동작하는 웹 서버 + NoSQL의 경우, URL에 password[]=”” 처럼 하여 

위와 같은 딕셔너리 인젝션이 가능하다. 만약 위 서버가 json 형태의 rest API 말고 get 으로 입력

을 받았으면 /signin.php?username=admin&password[$ne]=1 의 형태로 위와 동일하게 우회가 가

능하다. 

 

4번 문제 정답 

 

0beabb3706dd9c5734d3c25a9ae95c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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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문제. API (400점) (unsolved) 

 

5번 문제 내용 

 

그림 14. 문제 5 명세 

 

5번 문제 의도 

 

문제에서 바이너리가 제공되어서 이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구조를 파악하고 구조상의 취약점 (통

신 프로토콜 취약점) 또는 내부 로직 취약점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문제. 

 

5번 문제 해결 방법 

 

문제 바이너리를 IDA를 통해 30분 정도 분석하다가 시간 내에 분석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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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문제. easy (150점) 

 

6번 문제 내용 

 

그림 15. 문제 6 명세 

 

6번 문제 의도 

 

문제에서 제공된 서버와 포트로 접속을 해보면 v8 (d8) 엔진으로 동작하는 데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해당 데몬 서비스는 입력으로 자바 스크립트를 받음. 

 

이 역시 샌드박스 형태의 문제로 특정 방법을 이용하여 샌드박스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 

 

6번 문제 해결 방법 

 

시도 1. v8(d8) 엔진에서 system 명령을 이용하여 우회 시도 

 

문제에서는 system 명령을 막았기 때문에 실패 

 

시도 2. 서버에 nodejs 등의 패키지가 설치된 경우 require를 이용하여 서버 자원에 접근 시도 

 

fs = require(‘fs’); 등의 시도를 해보았지만 인스턴스를 받아 오지 못하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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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3. builtin 함수를 이용하여 우회 시도 

 

print(this); 명령을 통해 현재 this(window)가 사용할 수 있는 property나 function 등을 모두 열거 

하여 하나씩 테스트 해봄.  

 

 

그림 16. 문제 6 – this 가 가지고 있는 내용 

 

시도 중에 read 함수가 /etc/passwd를 정상적으로 읽어 오는 것을 확인 하였음. 그래서 /proc/self, 

/tmp, /home 등을 조사하여 게싱을 보았지만 모두 실패. 

 

또한 중간에 thisFileName 함수가 현재 실행 파일의 이름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여 현재 실행 

파일을 읽어서 단서를 찾아보려 했지만 파일 내용을 가져오지 못해 실패. 

 

시도 4.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분석 시도 

 

한참 시도 3번을 하던 도중에 문득 이상한 결과를 발견. 예를 들어, print(system(“ls”)) 명령을 날

린 경우 프로그램 결과가 다음과 같음. 

 

 

그림 17. 문제 6 –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던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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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함수가 block 된 것을 알았는데 뒤에 ls 가 출력된 것이 의문 이었음. 이 때, 웹 sql 필터

링처럼 system 단어가 필터링 되어 print(system(“ls”)) 의 문자열이 system 문자가 지워져 

print(“ls”) 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갖음. 

 

따라서 웹 필터링을 우회 하는 방식처럼 문자열을 겹쳐 넣어 우회를 시도 해봄. 

 

 

그림 18. 문제 6 – 특정 문자열 필터링 우회 시도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였고, 기존에 찾았던 read를 통해 정답을 읽어서 인증에 성공. 

 

6번 문제 정답 

 

8cf1a09289739d2d42b5ccf4c5bc68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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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문제. secret message (250점) 

 

7번 문제 내용 

 

그림 19. 문제 7 명세 

 

7번 문제 의도 

 

해당 웹 서버에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메시지를 특정 아이디로 전달하고 받는 기능이 

되어 있고, 0번글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권한이 없어서 읽지를 못함. 결론적으로 0번 글을 읽는 

것이 목표. 또 추가적인 힌트로는 웹 페이지 밑에 문제가 발생하면 admin 에게 연락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결국 이 부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 였음. 

 

7번 문제 해결 방법 

 

시도 1. 처음에 별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로그인 쪽에 SQL Injection을 시도 

 

hacker 계정의 비밀번호를 찾아 내고 로그인하여 0번 글을 읽으려고 시도 해보았지만 로그인 쪽

에 Injection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 

 

시도 2. 메시지 전송 기능 쪽에 SQL, HTML, 등의 Injection 시도 

 

injection 시 몇몇 필요한 특수 문자들이 변환되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음 

 

시도 3. 특수 문자 변환 우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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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내부에 <script>alert(“1”);</script> 등을 넣어 injection을 테스트 하던 도중에 스크립트를 

넣으면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로드가 되지 않아 개발자 툴을 통해 에러 지점을 확인해보니 자바 

스크립트 쪽에서 content에 넣었던 스크립트가 원래 코드와 충돌이 나면서 에러가 발생하여 페이

지 로드가 안되는 것을 확인. 

 

이를 통해 “bypass htmlspecial characters” 등을 검색하다가 “bypass parentheses” 키워드에서 필요

했던 모든 내용들을 찾을 수 있었음567.  

 

위의 내용을 통해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double quote와 

parentheses가 htmlspecial char로 변환되는 것을 우회 하는 방법으로는 \\x28, \\x29 등과 같이 

16진수 형태로 전달하면 우회가 가능하다는 것과 두 번째로, window.onerror를 eval 함수로 변경

하고 throw를 통해 강제로 error를 발생시켜 eval에 인자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음을 찾음 

 

이를 이용하여 메시지 내부에 스크립트를 삽입할 수 있어 CSRF가 가능했고 이를 admin이나 

hacker에게 전달하면 실시간이든 timeout이든 내 메시지를 읽고 그들의 세션으로 0번 글을 읽어

서 나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동작하기 위한 코드를 

구현. 

 

                                           
5 http://www.thespanner.co.uk/2012/05/01/xss-technique-without-parentheses/ 

6 http://stackoverflow.com/questions/35949554/invoking-a-function-without-parentheses 
7 http://blog.cinu.pl/2013/07/xss-parentheses-and-brackets-filt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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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CSRF를 통해 Article 0를 읽기 위한 시나리오 

 

먼저 개인적인 Hackability 서버에서 특정 포트 (6354)로 입력 대기 시킨 후, 아래 코드를 admin

에게 전달. 

 

 

그림 21. 문제 7 해결 코드 

 

내부적으로 2개의 ajax로 동작하는데 상위 ajax는 read.php?no=0를 통해 article 0 를 읽기 위한 

코드이고 내부 ajax는 읽은 내용에 대해 내 서버로 전달하기 위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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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문제 서버에서 구현되어 있는 send message를 이용하여 콘텐츠에 article 0 내용을 넣어서 

나에게 보내는 방법도 있음.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나에게 응답 HTML 이 전달되고 contents 쪽에 정답이 존재 

 

var contents = "Good Work!!!!!  Flag{b272869efcdf8da987f6b986efb20a73c6fdd80f}"; 

 

한 가지 삽질 했던 점은 ajax를 통해 내부 리소스를 접근할 때 전체 URL (http://server 

ip:8888/read.php?no=0) 을 전달할 경우, 동일한 도메인으로 인식하지 못해 세션이 풀려 login 페

이지가 계속 응답이 왔었음. 처음에는 admin이 article 0를 읽을 수 없나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로

그인 페이지가 응답이 오는게 이상하여 도메인을 빼고 URI (read.php?no=0) 전달 하여 정상적으

로 정답을 얻음. 

 

7번 문제 정답 

 

b272869efcdf8da987f6b986efb20a73c6fdd80f 

 

  



26 

 

8번 문제. hard (300점) (unsolved) 

 

8번 문제 내용 

 

그림 22. 문제 8 명세 

 

8번 문제 의도 

 

문제에서 js24 바이너리와 jsarray.cpp 소스코드를 제공해 줌. 문제에서 jsarray.cpp 를 제공해준 것

과 샘플 코드로 Array 할당에 대해 제공해준점으로 보아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의 힙 사용시 발

생될 수 있는 취약점을 의도했을 것이라 생각. 

 

8번 문제 해결 방법 

 

시도 했던 내용으로는 자바스크립트 배열 해더를 조작하여 다음 배열의 크기를 유저 메모리 공간 

크기만큼 할당한 다음 해당 배열을 이용하여 임의 메모리 읽기 쓰기를 통해 라이브러리의 기본 

주소를 찾고 (aslr 우회하기 위해) 쉘 코드 (dep를 우회 하기 위해 mmap + jmp shellcode)를 올린 

뒤, 실행 흐름을 변경하는 것을 시도. 

 

하지만 대회 기간 중에는 의도적으로 배열 해더가 조작되질 않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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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문제. REVS (200점) (unsolved) 

 

9번 문제 내용 

 

그림 23. 문제 9 명세 

 

9번 문제 의도 

 

바이너리에 안티 디버깅 기술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또한 수동으로 분석하기 힘들도록 encrypt 

코드가 복잡하게 들어가 있음. 따라서 심볼릭 실행을 이용하여 결과의 값이 출력 가능한 영역으

로 발생되는 메모리 값을 찾아야 함. 

 

9번 문제 해결 방법 

 

먼저, 바이너리에 디버거가 붙으면 종료 시키는 코드들이 잔뜩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바이너리 

패치를 진행. 가장 중요한 코드는 0x402ce0 위치한 함수로써 복호화와 이에 대한 Plaintext를 보

여주는 코드가 존재. 또한 Plaintext로는 0x402ce0 함수에서 ebp – 0x3C에 위치한 16바이트를 출

력해줌으로써 이 영역이 복호화 과정에서 출력 가능한 범위내로 오도록 하는 메모리 값들을 찾아

야 함. 

 

Concrete Value로는 문제에서 복호화 코드가 변조된 위치인 (ebp – 0x3c), (ebp – 0x4c), (ebp – 0x5c)

을 concrete value로 넣었으며 PlainText를 출력한 바로 직후 (0x402dd9) 위치에서의 [ebp-

0x3c:ebp-0x3c+0x10] 값을 확인 하는 코드를 angr8 로 작성하여 돌린 뒤, 정답이 나오기만을 기

다리면서 다른 문제를 풀었다. 대회가 끝날 때까지 적절한 답이 나오지 않아 해결하지는 못함 

                                           
8 https://github.com/angr/an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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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문제. short path (150점) 

 

10번 문제 내용 

 

그림 24. 문제 10 명세 

 

10번 문제 의도 

 

총 3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3지점, 5지점, 7지점이 주어지는데 세종특별자치시

를 중심으로 가장 경로가 짧게 되는 순서를 인증하면 됨 

 

10번 문제 해결 방법 

 

초반에 울릉도에 점이 찍히는 것을 보고 서버에 미리 지정된 좌표가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여 점

이 찍히는 지점들을 수집. 처음에는 명세를 제대로 읽지 않아 초기 지점부터 가장 가까운 순서로 

입력하는 줄 알고 풀다가 중간에 전체 경로가 가장 가까운 것임을 알게 되어 시간을 낭비함. 찍

히는 지점들을 수집하면서 문제도 풀었는데 만약 100회 정도 맞추라고 했으면 열심히 찍히는 지

점들을 수집해서 맵을 만들어 자동으로 인증하려고 했지만 3번만 맞추면 되고 지정된 시간 내에 

포인트들이 가능한 정도의 양이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해결.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시간을 아

끼기 위해 첫 번째 문제의 경우의 수가 작기 때문에 무조건 1-2-3으로 넣고 2번째, 3번째 포인트

가 애매하지 않은 맵 만 시도를 함. 포인트가 애매한 경우에는 바로 다시 시작. 

 

10번 문제 정답 

bb2d0d9a05e5432a196d02de43fe996fdef4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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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문제. malloc (200점) (unsolved) 

 

11번 문제 내용 

 

그림 25. 문제 11 명세 

 

11번 문제 의도 

 

Heap 에서 발생되는 Using fast bin 취약점 문제. 바이너리 자체도 NX 만 걸려 있고 특히 바이너

리 내부에 굉장히 친절하게 서버 쪽 정답을 출력해줄 수 있는 함수가 존재하여 기타 정보 노출이

나 ROP 구성을 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실행 흐름만 조작할 수 있다면 시스템을 호출하는 함수로 실행 흐름을 조작하면 플래그

를 얻을 수 있음. 

 

11번 문제 해결 방법 

 

이 문제만 풀었으면 편안하게 보고서를 쓰고 있을 텐데 대회가 끝나고 문제를 풀어 인증하지 못

한 비운의 문제. 문제의 친절함에 대해 나열을 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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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문제 11 – 문제의 친절함 1 

 

 

그림 27. 문제 11 – 문제의 친절함 2 

 

 

그림 28. 문제 11 – 문제의 친절함 3 

 

 

그림 29. 문제 11 – 문제의 친절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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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목표는 리턴 주소를 0x400986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스택에 있는 함수 리턴 주소를 변경

하기 위해 malloc 할당을 힙 쪽이 아닌 스택에서 할당 하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음 

1. A를 할당 

2. A를 해제 

3. A를 수정 (이 때, A의 fd 영역을 덮음) 

4. A를 다시 할당 

5. B를 할당 (이 때, (3) 과정에서 덮은 fd의 값(스택 위치)이 리턴됨) 

6. B의 값을 통해 malloc 의 리턴 주소를 변경 

 

대회 중에 해결 하지 못했던 문제점은 6번 과정에서 malloc 시, malloc 되는 위치 + 8 에 

chunk_size 값 (0x31)이 들어 가야 하는데 스택에 이 값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찾지 못했었다. 

대회가 끝나고 가만히 보니 malloc 을 받을 때, 사이즈를 입력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값이 0x20 

보다 크면 “incorrect size”를 출력하고 0x20으로 할당을 해주는데 이 때, 값을 크게 넣으면 스택에 

size 변수 값이 들어 가고 할당은 0x20이 된다. 따라서, malloc 할당 시, 0x20 + 0x8 + 1의 크기만

큼 할당을 하면 스택에 0x31이 써지게 되어 fake_chunk 크기를 넣을 수 있게 되고 스택에 malloc

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체 적인 스택의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0. 문제 11 – malloc 될 위치의 스택 구조 

 

처음에 노출이 되는 스택 주소를 이용하여 필요한 모든 offset들을 계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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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문제 11 해결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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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문제 11 – 로컬 테스트 결과 

 

임의로 /home/easy_malloc/flag 를 생성한 뒤, Exploit 테스트 결과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