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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풀이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어진 패킷 파일과 대회 때의 환경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고 시작해야겠다.
주어진 파일의 경우 프레임 수가 130만을 넘어가 필터식을 적용할 때마다 1~2분 더 걸릴 때는 그 이상 걸려 정상
적인 문제 풀이에 큰 지장을 줄 수준이었다.
처음 문제를 풀 때는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컴퓨터가 있는 강의실에서 기숙사에 두고 온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
해서 문제를 풀었다. 근데 패킷 파일만 240메가바이트를 넘어가며 필터식도 렉이 심해지고 메모리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자 결국 메모리 부족으로 원격은 끊기고 재접속도 원활히 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숙사까지 미친 듯이 뛰어
가서 다시 문제 풀이를 시도했다. 심지어 기숙사는 꼭대기층인 8층이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다른 사람들
이 내릴 때마다 점점 초조해졌다.
기숙사에 도착한 다음 다시 풀기 시작했을때도 130만 프레임이 있는 상태에서 필터식을 적용하니 역시나 분단위의
시간이 걸려 점점 짜증이 났다.
결국 풀던 도중 더미 패킷을 제거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특정 패킷들을 제거한 뒤 나중에 보니 제거
했던 패킷은 H1문제인 BOF BruteForce공격 패킷이었다. 이 문제를 결국 못 풀긴 했지만 사실 알고 있었다고 해도
못 풀었을 것 같다. 대회 종료후에도 어떻게 풀어야하나 싶어서 계속 삽질을 했지만 결국 풀지는 못했다.
아래 사진은 패킷들을 쪼개놓은 파일들이다. 확연히 용량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눈 뒤에는 필터식 적용에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고 덕분에 조금은 더 수월해졌다.
(필터식으로 추출할 패킷을 필터한 뒤 상단 메뉴 File – Export Specified Packets...을 통해 특정 패킷만을 추
출할 수 있다.)

이 문서에서는 2014_QUAL_PROB without BOF.pcap 파일을 이용해 풀이를 작성하겠다.

L2-K : NFS 서버가 침해사고를 당했다. 해커가 사용한 public key 이름을 찾아라.
L2-E : NFS server got compromised, Find out name of hacker’s public key!
NFS은 Network File System라고 *nix 저장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사실 나도 한번도 써본적이 없다.
일단 NFS서버라길래 바로 NFS를 필터링에 넣어보니 다행히도 착한 와이어샤크가 NFS패킷만을 필터링해줬다.

솔직히 친절한 와이어샤크 덕분에 헤매지 않고 풀 수 있었다.
Key : K_EY_H@CK.pub

L3-K : 악성앱이 설치된 휴대폰의 기종은?
L3-E : What is a model of cell phone which is installed malicious application?
일단 악성앱이 설치됐다고 하면 아이폰은 아닐거고 안드로이드 기종일거라고 생각했고, 대부분의 악성앱은 http패
킷을 이용해 감염된 모바일의 정보를 서버로 보내게 된다. 그 과정에서 User-Agent에 특정 값이 들어가게되고 안
드로이드의 경우 Android라는 문자열이 같이 들어가며 모바일의 모델명도 들어가게 된다.

filter : http.request.line matches "(?i)User-Agent:\ .*android"
http전송 패킷중 user-agent에 andriod라는 문자열이 들어간 것을 필터링 한 것이다. matches의 경우 정규식을 이
용해 필터를 할 수 있다.
(?i)는 insensitive case로 대소문자 구분을 없앤다. User-Agent: 가 있고 .*(0글자 이상 아무 문자)뒤에 android
라는 문자열이 있는 패킷을 필터링한 것이다.
Key : SHV-E210S

M1-K : 공격자가 SQL Injection 공격을 통해 알아낸 4번째 필드명이 무엇인지 찾아라!
M1-E : Find what is the field name of the fourth was investigated attacker through the attack of SQL
Injection
Hint : having
Key format : Tablename-Columnname

위 사진과 같은 필터를 통해 패킷을 골라낸 후 마지막 패킷을 자연스레 Follow TCP Stream을 눌러보니 이상하게도
아래와 같이 전송 패킷만이 떠서 아이피로 다시 필터링을 해봤다.(사실 이에 관해서 운영진분들게 의도된 것인지
문제 패킷들을 통합하면서 잘못된 설정으로 인해 이렇게 된것인지 묻고싶다. 사실 이 문제 뿐 아니라 여러 패킷들
이 요청과 응답 패킷의 스트림이 다르게 되어있다.)

위와같이 테이블명과 컬럼명을 찾을 수 있다.
Key : bbs-tMail

M2-K : 꼬비는 10/09 21시경 개인 사진자료를 편집하기 위해 USB를 이용하여 사진 편집 작업을 하였다.
몇일 뒤 개인 사진이 SNS을 통해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전 기억을 되짚어 볼 때 그날 집에 있던 사람은
동생뿐이었다.
만약 동생이 USB로 사진 자료를 복사한게 맞다면 노트북과 연결한 동생의 USB 제품명은? (&&사이값 모두 입력)
(노트북 O/S는 윈도우7 Ultimate K 버전이며 윈도우를 10/06 새로 설치한 상태였다. )
M2-E: ggobi edited photos using the usb .(10/09 21 hour after)
ggobi's photo was leaked through SNS a few days later.
i was suspected the brother.
ggobi remembered that brother is in house that day.
USB product name of brother ?
(Laptop O/S ver: window 7 Ultimate K)
hint : between & and &
문제부터 참 길다. 읽기 귀찮아서 나중에 풀어야지 하고 일단 넘겼던 문제중 하나다.
Ctrl + F로 usb를 검색해서 넘기던 도중 아래와 같은 스트림을 발견했고 분석... 이 아니고 열심히 읽어보면서 검
색도 해봤다.

Save as를 이용해 파일로 추출한 다음 검색을 쉽게하기 위해 널문자(\x00)을 제거하기 위해 헥스에디터에서 00을
모두 지우게 했더니 지우다 말고 메모리 부족으로 경고... 램 4기가는 웁니다 T_T

결국 멍청한 HxD를 버리고 010 Editor로 검색을 했죠

덕분에 성공적으로 usb 이름을 찾았다. ㅇㅅㅇ
Key : PROD_CRUZER_BLADE

M3-K : 룰이 공유한 클라우드 계정으로 접속한 가르미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다운을 받는다.
다운을 다 받은 후 컴퓨터가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M3-E : Garumi logged on cloud as Rul’s ID and downloaded something.
After downloading, she realized that her computer is infected with a virus.
hint: zip file
key format : md5(filename)
솔직히 이 문제는 풀고 난 뒤 화가났다.
key format을 잘못 주어줬다. md5(filename)을 보고 파일명을 md5해서 열심히 인증을 해도 계속 틀렸다고해서 밑
져야 본전이라고 파일을 md5해서 인증해보니 인증에 성공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풀이를 작성하겠다.
패킷 목록 중 ndrive를 사용한 듯 보이는 패킷이 보여 필터식을 이용해 필터도 해보고 하다가 zip파일을 찾았다.
아마도 포토샵을 받았나보다. 확실히 비싸긴 하다.

zip파일을 추출한 뒤 압축을 해제한 뒤 나온 exe파일을 md5했다.
Key : 5A1C10EE87FC3085865D07415240E090

H2-k : Apache Struts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이트가 먹통이 되었다.
원인이 되는 취약점(CVE)는 무엇이고 공격자가 변경하려는 사이트는 어디인가?(페이로드 값)
H2-E: Yongja’s website that based on Apache Struts got melong!
Please let us know what is the CVE(used vuln) and where is the site to change bad guy want?
keyformat : decode(payload)
이 문제는 초반에 키 포맷을 주어주지 않아서 인증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을 했다.
뭐 나중에 주어져서 풀 수는 있었다.
Apache Struts의 CVE취약점을 찾아 POC코드를 보고 검색을 해봤다.
http://struts.apache.org/release/2.3.x/docs/s2-017.html
위 링크를 보면 poc코드가 있다.
http://domain/~.action?redirect:[url]
형식인 것 같아서 .action을 url에 포함하는 패킷을 찾아봤다.

http://192.168.100.128:8080/struts2-blank/example/HelloWorld.action?Class.classLoader.resources.dirContext
.docBase=aHR0cDovL3d3dy5oYWNrdGhlcGFja2V0LmNvbS9Lb3JlYW5fVGhhbmtzZ2l2aW5nX0RheS8oXk9eKS8oXk9eKS8v
docBase= 뒷 부분을 base64 decode하니 url이 나왔다.
Key : http://www.hackthepacket.com/Korean_Thanksgiving_Day/(^O^)/(^O^)//

H3-K : 악성코드에 감염된 용은 분석 전문가 파드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감염된 악성코드에 이름을 찾아라!
H3-E : YongGAL who was infected by Malware, asked for help from padran,
an analytical expert. Search for the name of the infected Malware
HINT : IFRAME
key format : MalwareSIte_attackerID
힌트에서 IFRAME을 줬길래 바로 Ctrl + F로 검색해봤다.

Cookie 부분에서 id를 GALIGALI로 찾을 수 있고 Find로 IFRAME을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이 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Key : GALIGALI_http://h_@ckGALI.H^T^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