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점 500 

문제 파일 Setup 파일 

문제 나갈 때 들어갈 설명 

To. 코드게이트에 오신 해커분들에게.. 

 

안녕하십까. 전 천문학자입니다.  

몇 일전 한국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이 지구 종말에 관련된 단서라고 파일

을 보내주었습니다. 곧 북극에 행성이 떨어질 거라고 하더군요. 무슨 말인

지 잘 몰라 프로그램을 분석해봐야알겠지만 안타깝게도 전 컴퓨터를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해커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 파일을 분석해 

북극에 행성이 떨어지는 시기와 소년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밝혀주세

요. 미래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From. 천문학자 

 

답 인증 폼: YYYY_MM_DD_HH_MESSAGE 

예) 2004_03_12_19_I can n0t h3lp y0u 

문제 답 2017_02_20_13_Why d0 u believe 4 the end Of the w0r1d? 

 

문제에 주어지는 setup 파일을 설치합니다. 

 

위와 같은 파일들이 나오는데 “EndOfWorld.exe” 은 콘솔기반 프로그램인데 opengl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저 bmp파일들은 그냥 프로그램에서 로드해서 사용하는 그림파일입니다. 

 



EndOfWorld.exe를 실행해봅니다. 

실행을 하게되면 현재 시스템이 32bit 시스템인지 확인하고 32bit 환경이 아니면 프로그램은 종

료됩니다. 64bit에서 안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32bit 환경에서 무조건 돌리게끔 했습니다.  

그 후 “EndOfWorldKernel.sys” 파일을 exe와 같은 폴더에 드랍하고 숨김파일로 파일 속성을 변

경합니다. 그리고 커널에 드라이버를 로드시킵니다. 이 과정이 전부 성공하면 다음과 같이 창이 

뜹니다. 

 

패스워드를 입력 받고 해당 문자열은 커널에 로드 된 제 드라이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제 드라

이버에선 해당 문자열을 받아 암호화 루틴을 거쳐 원본 패스워드가 암호화 된 문자열과 비교하게 

됩니다. 암호화라고 해봤자 단순 shift 연산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저 상에서 패스워드가 무조건 맞도록 수정하고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사실 

저 패스워드는 그냥 형식적인거라 문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패스워드 : earthwillbesoondie 

이제 저 패스워드를 치고 엔터를 쳐봅니다. 

 

태양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콘솔 창에선 이런 메시지들이 출력되는데요 각 키들을 사용해 태양계의 원하는 위치를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 태양계를 분석해 지구와 쾌도가 다르게 움직이는 조그마한 행성이 지구의 북극에 충돌하

는 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답을 구했다면 시작 시간은 언제부터로 계산해야 할까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현재 시스템 시간을 2013년 4월 3일 03시로 바꿔버립니다. 자기 컴퓨터 시

간이 달라진걸 눈치채고 그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기준 시간 : 2013년 4월 3일 03시 

계속 계속 가보죠. 프로그램을 리버싱 하면 지구와 충돌 행성의 사이 거리, 지구의 공전 속도, 행

성의 공전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충돌 행성과 지구가 도는 쾌도의 크기는 같지만 충돌 행동 쪽이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충돌 시기는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위치가 충돌 발생 지점입니다. 

 

시작 시 지구와 행성 사이 거리 : 40도 

지구의 속도 : 프로그램에서 한번 위치 갱신될 때마다 0.4도 

행성의 속도 : 프로그램에서 한번 위치 갱신될 때마다 0.72도 

이제 수학을 시작해봅시다. 먼저 방정식을 새워봐야겠죠? 

지구와 행성 사이거리 : 40 

지구 속도 : 0.4 

행성 속도 : 0.72 

돈 시간 : T 

지구가 돈 횟수 : X 

행성이 된 횟수 : Y 

( X,Y는 자연수 ) 

 

(1) T*0.4 + 40 = 180 * X 

(2) T*0.72 = 180 * Y 

 

먼저 저렇게 수식을 새웁니다. 1바퀴는 360인데 180으로 한 이유는 충돌 시점이 180도 간격으로 

두 군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충돌할지 몰라 180으로 한 것 입니다. 

 



(1) 번 식에 0.72/0.4를 한 1.8을 곱해줍니다. 

 

(1) T*0.72 + 72 = 324*X 

(2) T*0.72 = 180*Y 

 

(1) 번 식에서 (2) 번 식을 뺍니다. 

 

 72 = 324*X – 180*Y 

 

위 식을 36으로 나눠줍니다. 

 

 2 = 9*X – 5*Y 

 

이제 이 식을 만족하는 X,Y 값을 구합니다.( 손으로 하던 코드를 짜던.. ) 

첫 번째로 만족하는 경우는 X : 3, Y : 5 

두 번째로 만족하는 경우는 X : 8, Y : 14 

 

빨간색 지점에서 처음 만나는 경우는 지구가 빨간 지점을 3번 도달 했고 행성이 5번 도달 했을 

때 충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충돌 시점에 행성 위치를 봐보면 남극 부분으로 행성이 

충돌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 충돌 시기는 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충돌 시기 때 지구의 북극으

로 행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 시점을 구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만족하는 경우는 지구가 빨간 지점을 8번 째 통과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이미 

40도 먼저 출발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구가 총 움직인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80*8 – 40 = 3바퀴 돌고 320도 움직임.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3바퀴는 3년입니다. 

320도 : 365 * (320/360) = 324.444 일 

4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다 더하면 304일이고 남은 일수는 20.44일 

20.44일은 20일하고 10시간 입니다. 

즉, 2013년 4월 3일 03시에서 위 값들을 더해주면.. 

2017년 2월 20일 13시 가 나오게 됩니다. 

북극 충돌 시기 : 2017_02_20_13 



리버싱 관점 

 
지구위치 부분 ( 0.4씩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CPU Disasm 

Address   Hex dump          Command                                              Comments 

00401A04  |.  F20F1005 E04E MOVSD XMM0,QWORD PTR DS:[424EE0]                   ; FLOAT 0.8000000000000000 

00401A0C  |.  F20F5805 C8BA ADDSD XMM0,QWORD PTR DS:[EarthSpeed]               ;FLOAT 0.4000000000000000 

00401A14  |.  F20F1105 E04E MOVSD QWORD PTR DS:[424EE0],XMM0                    ; FLOAT 0.8000000000000000 

 

충돌 위성 속도 부분 ( 0.72씩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CPU Disasm 

Address   Hex dump          Command                                              Comments 

00401AEC  |.  F20F1005 D04E MOVSD XMM0,QWORD PTR DS:[424ED0]                   ; FLOAT 1.440000000000000 

00401AF4  |.  F20F5805 F0BA ADDSD XMM0,QWORD PTR DS:[NaturalSpeed]              ; FLOAT 0.7200000000000000 

00401AFC  |.  F20F1105 D04E MOVSD QWORD PTR DS:[424ED0],XMM0                   ; FLOAT 1.440000000000000 

 

 

GlutDisplayFunc 함수의 콜백 루틴 

지구가 그려지는 부분 

CPU Disasm 

Address   Hex dump          Command                                              Comments 

00402033  |.  F20F1005 E04E MOVSD XMM0,QWORD PTR DS:[424EE0]                   ; FLOAT 0.8000000000000000 

0040203B  |.  660F5AC0      CVTPD2PS XMM0,XMM0 

0040203F  |.  83EC 10       SUB ESP,10 

00402042  |.  F30F5805 58BB ADDSS XMM0,DWORD PTR DS:[41BB58]                ; FLOAT 40.00000(더해짐) 

0040204A  |.  C74424 0C 000 MOV DWORD PTR SS:[ESP+0C],0    ; Z 축상 값 

00402052  |.  C74424 08 000 MOV DWORD PTR SS:[ESP+8],3F800000   ; Y 축상 값 

0040205A  |.  C74424 04 000 MOV DWORD PTR SS:[ESP+4],0    ; X 축상 값 

00402062  |.  F30F110424    MOVSS DWORD PTR SS:[ESP],XMM0   ; 회전각 

00402067  |.  FF15 14724100 CALL DWORD PTR DS:[<&OPENGL32.glRotatef>] 

0040206D  |.  83EC 0C       SUB ESP,0C 

00402070  |.  C74424 08 000 MOV DWORD PTR SS:[ESP+8],0 

00402078  |.  C74424 04 000 MOV DWORD PTR SS:[ESP+4],0 

00402080  |.  C70424 0000E0 MOV DWORD PTR SS:[ESP],40E00000 

00402087  |.  FF15 28724100 CALL DWORD PTR DS:[<&OPENGL32.glTranslatef>] 

 

충돌 위성이 그려지는 부분 

CPU Disasm 

Address   Hex dump          Command                                              Comments 

004025B5  |.  F20F1005 D04E MOVSD XMM0,QWORD PTR DS:[424ED0]                     ; 위성 위치 

004025BD  |.  83EC 10       SUB ESP,10 

004025C0  |.  660F5AC0      CVTPD2PS XMM0,XMM0 

004025C4  |.  C74424 0C 000 MOV DWORD PTR SS:[ESP+0C],3F800000 

004025CC  |.  C74424 08 000 MOV DWORD PTR SS:[ESP+8],3F800000 

004025D4  |.  C74424 04 000 MOV DWORD PTR SS:[ESP+4],0 

004025DC  |.  F30F110424    MOVSS DWORD PTR SS:[ESP],XMM0  ; 위성 위치가 첫번째 인자로 

004025E1  |.  FF15 14724100 CALL DWORD PTR DS:[<&OPENGL32.glRotatef>] 

004025E7  |.  83EC 0C       SUB ESP,0C 



004025EA  |.  C74424 08 000 MOV DWORD PTR SS:[ESP+8],0 

004025F2  |.  C74424 04 000 MOV DWORD PTR SS:[ESP+4],0 

004025FA  |.  C70424 0000E0 MOV DWORD PTR SS:[ESP],40E00000    

00402601  |.  FFD3          CALL EBX                                             ; OPENGL32.glTranslatef 

 

위 정보로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 속도 : 0.4 

위성 속도 : 0.72 

 

지구와 위성은 Z 회전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충돌 위치가 2군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구는 원래 위치에서 +40 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얻었으므로 공식을 세워서 푸는 것이 원래 풀이 의도지만  

각 값을 모니터링 해서 두 값이 같아지는 시점을 구해 풀 수도 있을 것 같음. - 의도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소년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아까 패스워드를 커널에 로드 된 드라이버에서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해당 패스워드가 맞으면 

그 아래 루틴에서 자기 코드가 실행되는 위치부터 답을 만들어가는 코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인

라인 어셈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__asm{ 

_3: 

  CALL _1 

_1: 

  POP EAX 

  MOV ECX,0x95 

  XOR ECX,0xC2 

  MOV BYTE PTR DS:[EAX-0x05],CL 

  MOV ECX,0x1A 

  ROL ECX,0x02 

  MOV BYTE PTR DS:[EAX-4],CL 

  ADD BYTE PTR DS:[EAX-3],0x41 

  XOR BYTE PTR DS:[EAX-3],0x38 

  SUB WORD PTR DS:[EAX-2],0x9BE0 

  PUSH 0x20752030 

  POP DWORD PTR DS:[EAX] 

  PUSH DWORD PTR DS:[EAX-0x05] 

  XOR DWORD PTR SS:[ESP],0x49150D35 



  POP DWORD PTR DS:[EAX+0x04] 

  CALL _2 

_2: 

  POP EAX 

  XOR ECX,0x0D 

  MOV DWORD PTR DS:[EAX-0x39],ECX 

  MOV WORD PTR DS:[EAX-0x40],0x4DEB 

  JMP _3                  

  XOR DWORD PTR SS:[ESP],0x444450F 

  POP DWORD PTR DS:[EAX-0x38] 

  POP EDI 

  ADD WORD PTR DS:[EAX-0x40],0x2735 

  SUB ECX,0x45 

  MOV BYTE PTR DS:[EAX-0x34],CL 

  CALL _4 

_4: 

  PUSH DWORD PTR SS:[ESP] 

  OR DWORD PTR SS:[ESP],0xFFFFFFFF 

  POP ECX 

  ADD ECX,0xB475A391 

  XOR ECX,0x9410CBE4 

  MOV DWORD PTR SS:[ESP],ECX 

  POP DWORD PTR DS:[EAX-0x33] 

  PUSH EAX 

  MOV AH,0x53 

  SAHF 

  PUSHFD 

  ADD BYTE PTR SS:[ESP],0x12 

  POPFD 

  LAHF 

  XOR AH,0x22 

  MOV CH,AH 

  POP EAX 

  MOV BYTE PTR DS:[EAX-0x2F],CH 

  ENTER 0,0 

  POP EBP 

  XCHG DWORD PTR DS:[EAX-0x2E],ECX 

  ADD DWORD PTR DS:[EAX-0x2E],0xD1450106 

  XOR DWORD PTR DS:[EAX-0x2E],0xBE8A0214 



  NEG ECX 

  ADD CL,0xFB 

  XOR ECX,0x954A1F9D 

  MOV DWORD PTR DS:[EAX-0x2A],ECX 

  CALL _5 

_5: 

  SUB DWORD PTR SS:[ESP],0xA8 

  MOV EAX,DWORD PTR SS:[ESP] 

  XOR DWORD PTR DS:[EAX],0xB036DD25 

  MOV EAX,ECX 

  POP EAX 

  MOV ECX,DWORD PTR DS:[EAX+0x60] 

  XOR DWORD PTR DS:[EAX+0x04],ECX 

  XOR DWORD PTR DS:[EAX+0x04],0x499728F3 

  XOR ECX,ECX 

  MOV EAX,ECX 

  MOV ECX,0x2E 

  CALL _6 

_6: 

  SUB DWORD PTR SS:[ESP],0xCE 

  MOV EAX,DWORD PTR SS:[ESP] 

_7: 

  MOV DWORD PTR DS:[EAX+ECX*0x04],0 

  DEC ECX 

  CMP ECX,0 

  JNZ _7 

  XOR DWORD PTR DS:[EAX],0xE0FE6881 

  POP EAX 

 } 

이 코드가 수행되면 코드가 수행되기 시작한 .text 영역 메모리 위치에 메시지 문자열이 만들어집

니다. 이 부분은 커널 디버깅을 해서 직접 코드를 실행해 보는 방법과 정확한 위 코드의 hex 값

만 따와서 따로 실행해보면 구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 Why d0 u believe 4 the end Of the w0r1d? 

리버싱관점 

 



 패스워드를 치는 상황에서는 sys파일이 해당 폴더에 드랍되어 숨김속성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

다. 패스워드를 치고나면 해당 sys파일은 언로드 되면서 삭제당하게 되는데요. 패스워드를 치는 

부분에서 해당 sys파일을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IDA로 열어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해석이 안될 것입니다. IDA 로 분석을 방해하기 위해서 약간

의 RETN 트릭을 넣어놨습니다. 해당 RETN 트릭 메크로는 3개를 사용했습니다. 전부 제거하고 진

행해도 되지만 귀찮기 때문에 Text View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명 유저로부터 통신을 받으려면  

DriverObject->MajorFunction[IRP_MJ_DEVICE_CONTROL] = DeviceControlDispatch; 

 와 같은 루틴이 존재할 것입니다. 

 

 
 

DriverEntry를 보면 위와 같은 루틴이 있습니다. edi에는 DriverObject 주소가 들어있습니다. 

아래는 DRIVER_OBJECT 구조체 입니다. 

 

0: kd> dt nt!_DRIVER_OBJECT 

   +0x000 Type             : Int2B 

   +0x002 Size             : Int2B 

   +0x004 DeviceObject     : Ptr32 _DEVICE_OBJECT 

   +0x008 Flags            : Uint4B 

   +0x00c DriverStart      : Ptr32 Void 

   +0x010 DriverSize       : Uint4B 

   +0x014 DriverSection    : Ptr32 Void 

   +0x018 DriverExtension  : Ptr32 _DRIVER_EXTENSION 

   +0x01c DriverName       : _UNICODE_STRING 

   +0x024 HardwareDatabase : Ptr32 _UNICODE_STRING 

   +0x028 FastIoDispatch   : Ptr32 _FAST_IO_DISPATCH 

   +0x02c DriverInit       : Ptr32     long  

   +0x030 DriverStartIo    : Ptr32     void  

   +0x034 DriverUnload     : Ptr32     void  

   +0x038 MajorFunction    : [28] Ptr32     long 

 

 

 

 값을 넣고 있는 부분은 세군데 입니다. 



 

0x70 : 0x38(MajorFunction) + 0x38(Index) => 0x0E (IRP_MJ_DEVICE_CONTROL) 

0x38 : 0x38(MajorFunction) + 0x00(Index) => 0x00 (IRP_MJ_CREATE) 

0x34 : DriverUnload 

 

IRP_MJ_CREATE와 IRP_MJ_DEVICE_CONTROL 두 콜백 함수가 같네요. 

해당 콜백함수로 들어와 IRP_MJ_DEVICE_CONTROL 을 처리하는 부분을 찾아야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Irp->Tail.Overlay.CurrentStackLocation->MajorFunction  

값이 IRP_MJ_DEVICE_CONTROL 인 경우를 찾아가면 됩니다. 

 

해당 루틴을 보면 유저에서 넘어온 버퍼에 있는 값과 원본 패스워드를 비교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와 같은 루틴이 있습니다. 

 

 
  

사실 이 루틴을 커널에서 실행해도 되지만 커널디버깅 방지되고 있어서 역시나 우회하기 귀찮아 

그냥 헥사 값만 가져와 OllyDbg에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최종 답 : 2017_02_20_13_Why d0 u believe 4 the end Of the w0r1d? 

 

======================== 탑제 된 안티 기술들 ========================= 

이번 문제에서는 안티 기술을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유저 프로그램은 안티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드라이버 자체 걸려있는 안티 기술 

1) IDA로 정적 분석 방지를 위한 RETN TRICK. 로또 프로그램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드라이버에서 수행하는 안티 기술 

1) 커널 디버깅 방지를 위해 해당 OS의 디버거 활성 상태를 클리어 해버림. 

2) 패스워드를 치는 시점에서 프로세스 생성 감지함. 

   explorer.exe 가 생성하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프로세스 생성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