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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lem - 

#66f02l298w1#14f08l272w6#43f08l106w12

#34f04l115w7#59f18l213w1#49f03l1168w3

#45f03l504w10#55f07l140w5#64f06l2224w11

#44f12l287w11#20f01l27w1#65f06l94w2

#04f03l37w8#50f06l678w3#30f12l443w3

#32f11l122w9#62f04l155w7

 이번 문제는 따로 받는 파일이나 제공되는 페이지가 없이 위의 암호만 제공되었습니다. 위의 암호문을 

보면 공통된 문자가 반복하고 있고 그 문자에 따라서 다시 정렬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66f02l298w1  //  #14f08l272w6  //  #43f08l106w12

#34f04l115w7  //  #59f18l213w1  //  #49f03l1168w3

#45f03l504w10  //  #55f07l140w5  //  #64f06l2224w11

#44f12l287w11  //  #20f01l27w1  //  #65f06l94w2

#04f03l37w8  //  #50f06l678w3  //  #30f12l443w3

#32f11l122w9  //  #62f04l155w7

<2단계>

#66  f02  l298  w1  //  #14  f08  l272  w6  //  #43  f08  l106  w12

#34  f04  l115  w7  //  #59  f18  l213  w1  //  #49  f03  l1168  w3

#45  f03  l504  w10  //  #55  f07  l140  w5  //  #64  f06  l2224  w11

#44  f12  l287  w11  //  #20  f01  l27  w1  //  #65  f06  l94  w2

#04  f03  l37  w8  //  #50  f06  l678  w3  //  #30  f12  l443  w3

#32  f11  l122  w9  //  #62  f04  l155  w7

Page ３ Copyright @ 2013 blackcon 

http://cert-is.com/


http://cert-is.com

  그나마 아까보다 나은 암호문이 되었고, <#, f, l, w>가 의미하는 뜻만 유추하면 되겠네요.

  단서는 하나 나와있네요. 문제의 제목이 <The valley of fear> 즉 <죽음의 계곡>인데 이 제목은 소설 

셜록홈즈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죽음의 계곡>을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소설 속에도 암호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암호의 풀이 법은 성경책을 보고 단어를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이 암호법(문장 사이에 

단어를 숨기는)을 Bacon Cypher라고 합니다. 

  이제 풀이에 필요한 것이 문서 혹은 책인데 풀이에 사용된 것은 http://www.phrack.com/issues 이 

페이지였습니다. 그럼 <#, f, l, w>의 의미를 유추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 Issue number,  f - Article number,   l – Line,  w – Word

  위의 페이지에서 해당 Issue nuber를 누르시고 [Get tar.gz]파일을 받은 후 압축을 풀면 아래의 이미

지처럼 많은 TEXT파일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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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한 줄을 해독해 보겠습니다.

   #66  f02  l298  w1      =>  이슈번호 :66, 파일제목: 02, 298줄의 1번째 단어

  저는 편의상 vi로 열었습니다. vi명령어 중 페이지를 찾아가는 :[num]을 이용해서 298번 Line을 찾았

고  그 줄의 1번째 Word를 보면 [Only]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66f02l298w1의 의미는 Only

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17개의 단어를 아래의 결과가 나옵니다.

#66 f02 l298  w1 //only

#14 f08 l272  w6  // two

#43 f08 l106  w12 // things

#34 f04 l115  w7  // are

#59 f18 l213  w1  //infinite

#49 f03 l1168 w3 // the

#45 f03 l504  w10 //universe

#55 f07 l140  w5  //and

#64 f06 l2224 w11 //human

#44 f12 l287  w11 //stupidity

#20 f01 l27   w1  //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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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f06 l94   w2  //Im

#04 f03 l37   w8 // not

#50 f06 l678  w3 //sure

#30 f12 l443  w3 // about

#32 f11 l122  w9 // the

#62 f04 l155  w7 //former

Only two things are infinite the universe and human stupidity and I'm not sure about the 

former

  문제에서는 해당 문자열을 md5로 암호화를 해서 인증을 하라고 하며, comma, dot은 빼고 standard 

case를 이용을 하라고 하네요. 

OnlytwothingsareinfinitetheuniverseandhumanstupidityandI'mnotsureabouttheformer

띄어쓰기와 점을 다 지우면 위의 String이 되고 이 상태에서 md5를 얻어서 인증을 하면 됩니다.

    MD5 :: 544ef95c2f05214b3f1abcface424e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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