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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 전송 프로토콜로 알려진 FTP(20, 21)를 사용하여 통신하는 과정을 캡쳐 해 놓은 ftp.pcap
파일을 분석했다.

2. 패킷 분석
2.1 분석 환경
OS

Wireshark

Window 10

version 2.4.5
[표 1] 분석 환경

2.2 ftp.pcap
F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을 맺고 사용자가 하는 행동을 캡처한 파일이다. 취약한 21 번 포트를
사용하여 내용이 평문 전송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Client, Server IP
② Src, Dst Port
③ FTP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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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각종 명령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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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tp.pcap
패킷을 열어보면 그림 1 과 같다. 기본적인 TCP 3-Way Handshake 통신부터 F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통신을 맺고 각종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 에서 분석한 내용은
아래 표 2 와 같다.

Client IP

Server IP

192.168.0.114

192.168.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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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lient, Server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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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o.5 패킷 정보
Request: USER csanders 정보를 가진 패킷의 하단을 보면 그림 2 와 같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지만 그 중 Src, Dst Port 를 살펴보면 아래 표 3 과 같다.

Src Port

Dst Port

1137

21
[표 3] Src, Dst Port

패킷을 분석하는데 있어 유용한 기능인 Follow TCP Stream 이다. 빨간색 부분이 클라이언트,
파란색 부분이 서버측이다. 그림 3 에서 분석한 내용은 아래 표 4, 표 5 와 같다.

ID

PW

csanders

echo
[표 4] FTP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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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ollow TCP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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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해석

SYST

시스템 유형 반환

FEAT

서버가 추가한 기능 목록 보기

CLNT FlashFXP 3.4.0.1145

FlashFXP 3.4.0.1145 소프트웨어 식별

CWD /

루트 디렉터리로 변경

PWD

현재 디렉터리 반환

TYPE I

이미지(바이너리 데이터)로 전송 모드 설정

SIZE Music.mp3

Music.mp3 파일 크기 반환

PASV

수동 모드 들어가기

RETR Music.mp3

Music.mp3 파일 전송
[표 5] 명령어 정리

3. 대응방안
① 취약 FTP 서비스 구동 중지
② SFTP(22) 프로토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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