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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쥬니 이야기

First Chapter

hyojuni.txt 의 내용을 단순 치환 암호로 풀면 된다. http://math.bab2min.pe.kr/substt 사이트를 

이용했다.

A'K F 를 보고 i’m a 까진 알 수 있지만 나머지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 나머지를 맞출 단서

가 거의 없어서 힌트를 보았다. 힌트에는 복호화 키가 있다. 

key = FUSRWHVQAGYJKNILZEPTCXMODB

이 키를 이용해서 복호화 해준다.

그러면 뒤쪽에 hash값이 보인다. 그 hash를 md5hashing.net에서 Fnv1a512로 decrypt 해주면 

된다. 

FLAG : CRC{ickun_prAK_gA_an4} 

http://math.bab2min.pe.kr/substt


Second Chapter

코드를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보인다. flag의 값을 CC기준으로 나누고 R의 개수를 세어서 45랑 

더해서 ASCII로 출력하는 것 같다. CC기준으로 나누어서 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crctf.webhop.me/ctf/SecondChapter/goodjab.txt 로 이동해주면 된다.



들어오면 다음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하지만 사이트에 취약점이 있다! 

http://crctf.webhop.me/ctf/SecondChapter/ 로 들어가면 된다. 그럼 디렉토리가 노출이 된다. 

다른 문제들을 무시하고 gost.txt로 간다.

gost.txt 의 내용을 보면 암호가 걸린 문서가 담긴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주고, 아래에는 base64로 

인코딩된 문자열을 준다. 이 문자열이 매우 길기 때문에 툴로는 디코딩할 수가 없다. 이 문자열을 

<img src='data:image/jpeg;base64, base64로 된 문자열> 태그를 사용하면 이 문자열을 이미지

로 복호화 해서 볼 수 있다.

나온 이미지에 문서 비밀번호가 적혀 있다. (world로 해주어야 한다.)

문서 비밀번호 : realworldflag.txt

http://crctf.webhop.me/ctf/SecondChapter/


문서를 보면 flag와 어떻게 인코딩해서 인증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다.

md5hashing.net에서 종류를 찾아보면 Farm hash fingerprint64가 있다. 이걸 이용해서 flag를 

인코딩해서 인증해주면 된다.

FLAG : CRC{7612a8e5ee80c07c}



옛날 이야기

First Chapter

k_nqxg_aqw_rnb_gcv_og를 caesar cipher 로 돌리면 rot24에 i_love_you_plz_eat_me 가 나온

다.

FLAG :　CRC{i_love_you_plz_eat_me｝

Second Chapter



flag7 파일의 잘못된 헤더부분을 고치고 확장자 .png로 열면 된다.

FLAG :　CRC{SimpLE_RGB}

Final Chapter

(점수 하향된 문제)

IDA 로 열어서 strings을 보면 맨 아래에 flag가 있다.

FLAG : CRC{N1c3_G4Me}

또는 치트엔진을 사용해서 점수를 1억점으로 올려주면 된다.



MISC

Warming up code

주어진 flag5.png를 보면 Data Matrix가 있다. Datamatrix Decode Tool을 이용하여 FLAG를 

얻을 수 있다.

FLAG :　CRC{D4T@_mAtriX}

구대기 무스부호

[를 으로, ]를 . 으로 하고 모스부호를 푼 뒤  /자리에 _를 넣어서 인증해주면 된다.

FLAG : CRC{CTF'S_FLOW3R_M0RS3_CHALLENG}

신개념 무스부호

소리가 나오므로 모스부호 온라인 툴을 이용해 디코딩 해주면 된다.

FLAG : CRC{SINGANYUMMORSEC0DE}



FORENSIC

magic number1

압축파일이 하나 주어지는데 시그니처 부분이 0으로 채워져 있다. 이를 올바른 시그니처로 바꿔주면 

된다.

FLAG : CRC{F1le_m4gic_NUmb3r}

magic number2

파일의 시그니처를 보면 PK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자를 .zip으로 바꿔주어 열어주면 된다.

FLAG : CRC{know_h0W_M@g1c}



packet

wireshark로 열어서 flag4.png를 검색해본다.

191번 패킷에 flag4.png가 있다. copy as a hex stream 해 주어서 파일을 만들어주면 된다.

flag가 W1R3SH@RK_VerY_DificU1t 이다.

md5(121.166.65.120_W1R3SH@RK_VerY_DificU1t)=5654f6dfe422eb1fdda39e6c2dbb6414

FLAG : CRC{5654f6dfe422eb1fdda39e6c2dbb6414}



GPT

CRC32는 0x210부터 4byte영역에 있다.  136FDEBD

Disk GUID는 0x238부터 16byte영역에 있다.  A22E19E8DBBE3B42A048C699E6D3B8D9

FLAG : CRC{a2ccbde1a3c4878c0156cc67d280a5a6}

zip crash

brute force로 푸는 문제이지만 전혀 풀리지 않아서 ryan?까지 공개되었었다.

ryan1로 게싱하고 풀었더니 풀렸다. flag3.png의 md5해시 값을 구해서 플래그 형식에 맞게 인증

하면 된다.

FLAG : CRC{a2aec5dba55a7f87f35d5f4278a36d96}



CRYPTO

Easy crypto

base64로 디코딩 몇 번 해주면 된다.

FLAG : CRC{G0@d_Try_Y@p_yAP}

base64?

http://aesencryption.net/ 에서 256bit로 

맞추고 key값고 encrypt값 넣어주고 decrypt

해주면 된다.

key = RYAN_number_one!!

encrypt = xi6Q0K8PZ73bVliQpxOxSw==

FLAG : CRC{43$vEry_STrangE}

What... What is thi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rainfuck language이다. 디코딩 툴로 디코딩 해주면 flag가 나온다.

FLAG : CRC{N0W_you_c4n_kno_TH1s_Language!}

http://aesencryption.net/


WEB

web1

주석으로 숨어있다.

FLAG : CRC{THISIsnotFLAg!}

web2

문제 링크를 ‘새 탭에서 링크 열기’ 또는 ‘새 창에서 

링크 열기’를 사용하면 된다.

FLAG :　CRC{1nteresInG_javaScript}

web3

id란에 ‘ 하나 보냈더니 sqli.php로 이동하며 php소스를 출력해준다.

그 페이지에서 ?id=admin&pw=1234 해주면 플래그가 출력된다.

FLAG : CRC{PHp_C0d3_Re4D}



web4

10 choco cookie를 달라고 한다. 

EditThisCookie로 보면 choco 쿠키가 설정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쿠키 값을 

10으로 넣어주면 플래그가 나온다.

FLAG : CRC{ILIKE_ch0cooo}

web5

eval로 난독화가 되어 있는데 이 코드를 <script>태그 안에 넣고 eval를 alert로 바꿔주면 난독화를 

풀 수 있다. 이를 몇 번 반복해주면 다음과 같은 코드가 나온다.

브라우저 콘솔에 그대로 입력 해주고 alert(v)를 해주면 flag가 나온다.

FLAG : CRC{JaV4_$cRIPT_ASciI_ArT}



치킨 이야기

First Chapter  1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최상위 포스트에 가격이 있다.

FLAG : CRC{59000}

Second Chapter  100

easycrypt 2.1 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Third_Chapter.txt에 있는 비밀번호로 복호화 해주면 

flag6.png가 나온다.

FLAG : CRC{I’m_S0_sOrrY}



Final Chapter - 150

FLAG : CRC{56_VBR_NMR}

Fishing Challenge

Chicken Chicken oh oh oh Chicken  50

그냥 HxD로 열면 맨 아래에 플래그가 있다.

FLAG : CRC{FuN_FIs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