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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DUMP

• Tcpdump 옵션
• ARP 정보
• ICMP 정보
• ARP + ICMP 정보
• IP 대역별 정보
• Source 및 Destination 대역별 정보
• Syn과 syn-ack 정보
• Reset/Push/Fin 정보
• UDP 정보
• VRRP Packet 정보
• Multicast 정보
• Brodacast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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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cpdump 명령어 옵션 확인

[root@LayerX] Root # tcpdump ?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

tcpdump -e : MAC 정보까지 출력하는 옵션

tcpdump -n : 도메인 이름을 lookup 하지 않고 IP정보만 출력하는 옵션.

tcpdump -i [interface] : 검출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를 지정하여 출력하는 옵션

Usage: tcpdump <-aAdDeflLnNOpqRStuUvxX> <-c count> < -C file_size >
< -E algo:secret > < -F file > < -i interface > < -r file >
< -s snaplen > < -T type > < -w file > < -y datalinktype >
< expression >

Tcpdump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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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L4로 접속하는 사용자들 중에 MAC주소로 검색하는 상황

[사전 확인]
L4에 설정된 인터페이스 정보확인
(예제 구성에서는 br0 인터페이스 이름을 생성)
Root # if
br0        - IP:10.10.10.1   Mask:255.255.255.0   Bcast:10.10.10.0.255

HWaddr:AA:AA:AA:AA:AA:AA

[결과 ]  src Mac 검출
Root # tcpdump –i br0 ether src AA:AA:AA:AA:AA:AA –n -e

tcpdump: listening on eth2

AA:AA:AA:AA:AA:AA 0:16:17:7e:c0:13 ip 60: 70.70.70.5.1242 > 
70.70.70.1.telnet: . ack 4298 win 16384 (DF)
0:c:6e:19:23:81 0:16:17:7e:c0:13 ip 60: 70.70.70.5.1242 > 
70.70.70.1.telnet: . ack 4424 win 16258 (DF)

[결과 ]  dst Mac 검출
Root # tcpdump –i br0 ether dst AA:AA:AA:AA:AA:AA –n -e

0:16:17:7e:c0:13 AA:AA:AA:AA:AA:AA ip 60: 70.70.70.1.1242 > 
70.70.70.5.telnet:  0:16:17:7e:c0:13 AA:AA:AA:AA:AA:AA ip 60: 
70.70.70.1.1242 > 70.70.70.5.telnet: . 

[명령어]
Root # tcpdump –i [인터페이스 이름] [프로토콜] –n -e70.70.70.254

VIP  : 70.70.70.10
L4   : 70.70.70.1

내부 사용자
IP: 70.70.70.X

interne
t

IP: 70.70.70.3 IP:70.70.70.4

(1) (2)Web Server

10.10.10.1

br0

br0
인터페이스

L4

내부 사용자

IP :70.70.70.5
MAC: AA:AA:AA:AA:AA:AA

소스 Mac 목적지 Mac

목적지 Mac

ARP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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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P 정보

[시나리오]
L4로 들어오는 ICMP 패킷에 대해서 검출
외부 사용자-1에 대한 ICMP 패킷을 검출하는 상황

70.70.70.254

VIP  : 70.70.70.10
L4   : 70.70.70.1

내부 사용자
IP: 70.70.70.X

interne
t

IP: 70.70.70.3 IP:70.70.70.4

(1) (2)Web Server

IP :10.10.10.2
GW : 10.10.10.1 10.10.10.1

br0

br0
인터페이스

L4

외부 사용자-1

[결과 ]
Root # tcpdump –i br0 icmp and host 10.10.10.2 –n

tcpdump: listening on eth2

02:09:06.493559 10.10.10.2 > 70.70.70.10: icmp: echo request
(외부 사용자-1 이 L4에게 요청한 ICMP 패킷)

02:09:06.493642 70.70.70.10 > 10.10.10.2: icmp: echo reply
(L4에서 외부 사용자-1에게 응답을 하는 ICMP 패킷)

[명령어]
Root # tcpdump –i [인터페이스 이름] [프로토콜] and host [IP] –n

소스 IP 목적지 IP

[사전 확인]
L4에 설정된 인터페이스 정보확인
(예제 구성에서는 br0 인터페이스 이름을 생성)
Root # if
br0        - IP:10.10.10.1   Mask:255.255.255.0   Bcast:10.10.10.0.255

HWaddr:AA:AA:AA:AA: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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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 ICMP 정보

[시나리오]
L4로 들어오는 ICMP 패킷에 대해서 검출
외부 사용자-1에 대한 ICMP 패킷을 검출하는 상황

70.70.70.254

VIP  : 70.70.70.10
L4   : 70.70.70.1

내부 사용자
IP: 70.70.70.X

interne
t

IP: 70.70.70.3 IP:70.70.70.4

(1) (2)Web Server

IP :10.10.10.2
GW : 10.10.10.1 10.10.10.1

br0

br0
인터페이스

L4

외부 사용자-1

[결과 ]
Root # tcpdump –i br0 icmp and host 10.10.10.2 –n

2:19:57.393763  0:16:17:7e:c0:13 AA:AA:AA:AA:AA:AA ip 98: 10.10.10.2 > 
70.70.70.10:

icmp: echo request  (외부 사용자-1 이 L4에게 요청한 ICMP 패킷)

12:19:57.394263 AA:AA:AA:AA:AA:AA 0:16:17:7e:c0:13 ip 98: 70.70.70.10 > 
10.10.10.2:

icmp: echo reply  (L4에서 외부 사용자-1에게 응답을 하는 ICMP 패킷)

소스 Mac 목적지 Mac 소스 IP

목적지 IP

[명령어]  -e (Mac 정보 옵션)
Root # tcpdump –i [인터페이스 이름] [프로토콜] and host [IP] –n -e

[사전 확인]
L4에 설정된 인터페이스 정보확인
(예제 구성에서는 br0 인터페이스 이름을 생성)
Root # if
br0        - IP:10.10.10.1   Mask:255.255.255.0   Bcast:10.10.10.0.255

HWaddr:AA:AA:AA:AA: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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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대역별 정보

[시나리오]
L4로 들어오는 IP대역 별 패킷 검출

70.70.70.254

VIP  : 70.70.70.10
L4   : 70.70.70.1

내부 사용자
IP: 70.70.70.X

interne
t

IP: 70.70.70.3 IP:70.70.70.4

(1) (2)Web Server

IP :10.10.10.2/24
GW : 10.10.10.1 10.10.10.1

br0

br0
인터페이스

L4

외부 사용자-1

[명령어]
Root # tcpdump –i [인터페이스 이름] [프로토콜] and net [ip대역/서브
넷] -n

[결과 ]
Root # tcpdump –i br0 ip and net 10.10.10.0/24 -n

12:19:57.393763  10.10.10.2 > 70.70.70.10:  icmp: echo request

12:19:57.394263  70.70.70.10 > 10.10.10.2:  icmp: echo reply

12:41:38.848915 10.10.10.2.1242 > 70.70.70.1.telnet: . ack 326 
win 15506 (DF)
12:41:38.848927 70.70.70.1.telnet > 10.10.10.2.1242: P 
326:611(285) ack 0 win 5840 (DF)

소스대역 , 목적지 대역 중 10.10.10.0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IP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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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및 목적지 대역별 정보

[시나리오]
L4로 들어오는 IP대역 별 패킷 검출

70.70.70.254

VIP  : 70.70.70.10
L4   : 70.70.70.1

내부 사용자
IP: 70.70.70.X

interne
t

IP: 70.70.70.3 IP:70.70.70.4

(1) (2)Web Server

IP :10.10.10.2/24
GW : 10.10.10.1 10.10.10.1

br0

br0
인터페이스

L4

외부 사용자-1

[명령어]
Root # tcpdump –i [인터페이스 이름] [프로토콜] and src net [ip대역
/서브 넷] –n

Root # tcpdump –i [인터페이스 이름] [프로토콜] and dst net [ip대
역/서브 넷] –n
[결과]  src 네트웍 검출
Root # tcpdump –i br0 ip and src net 10.10.10.0/24 –n

12:19:57.393763  10.10.10.2 > 70.70.70.10:  icmp: echo request

12:41:38.848915 10.10.10.5.1242 > 70.70.70.1.telnet: . ack 326 
win 15506 (DF)

[결과]  dst 네트웍 검출
Root # tcpdump –i br0 ip and dst net 10.10.10.0/24 –n

12:19:57.394263  70.70.70.10 > 10.10.10.2:  icmp: echo reply

12:41:38.848927 70.70.70.1.telnet > 10.10.10.2.1242: P 
326:611(285) ack 0 win 5840 (DF)

소스 IP

소스 IP

목적지 IP

목적지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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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70.254

VIP  : 70.70.70.10
L4   : 70.70.70.1

내부 사용자
IP: 70.70.70.X

interne
t

IP: 70.70.70.3 IP:70.70.70.4

(1) (2)Web Server

IP :10.10.10.2/24
GW : 10.10.10.1 10.10.10.1

br0

br0
인터페이스

L4

외부 사용자-1

[명령어]  tcp port 80 인경 우
Root # tcpdump –i [인터페이스 이름] [프로토콜] & [flag] !=0 and port 80 -n

[결과]  tcp flag중에 syn만 검출
Root # tcpdump –i br0 tcp[tcpflags] & tcp-syn !=0 and port 80 –n

14:21:23.552662 10.10.10.1.1248 > 70.70.70.10.www: S

4020770820:4020770820(0) win 65535 <mss 1460,nop,nop,sackOK> (DF)

[결과]  tcp flag중에 syn만 검출
Root # tcpdump –i br0 tcp[tcpflags] & tcp-ack !=0 and port 80 –n

14:25:40.878073 70.70.70.10.80 > 10.10.10.10.2.1255: S 1778294446:1778294446(0) 
ack 97430430 win 5840 <mss 1460,nop,nop,sackOK> (DF)

14:26:32.151144 10.10.10.10.2.1255 > 70.70.70.10.80: . ack 1 win 65535 (DF)

SYN Packet

SYN –Ack Packet
Ack Packet

Syn 과 Syn-ack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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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tcp port 80 인경우
Root # tcpdump –i [인터페이스 이름] [프로토콜] & [flag] !=0 and port 80 -n

[결과]  tcp flag중에 rest만 검출
Root # tcpdump –i br0 tcp[tcpflags] & tcp-rst !=0 and port 80 –n

[결과]  tcp flag중에 Push만 검출
Root # tcpdump –i br0 tcp[tcpflags] & tcp-push !=0 and port 80 –n

4:37:07.074859 10.10.10.2.4054 > 70.70.70.10.80: P 3689104246:3689104874(628) 
ack 2510948353 win 65535 (DF)
14:37:07.162856 70.70.70.10.80 > 10.10.10.2.405: P 1:299(298) ack 628 win 6908 (DF)
14:37:07.163208 70.70.70.10.80 > 10.10.10.2.405: FP 299:612(313) ack 628 win 6908 
(DF)

[결과]  tcp flag중에 Push만 검출
Root # tcpdump –i br0 tcp[tcpflags] & tcp-fin !=0 and port 80 –n

14:38:57.349955 70.70.70.10.80 > 10.10.10.2.4086: FP 2629209924:2629210237(313) 
ack 767255045 win 6908 (DF)
14:38:57.350441 0.10.10.2.4086 > 70.70.70.10.80: F 1:1(0) ack 314 win 64924 (DF)

70.70.70.254

VIP  : 70.70.70.10
L4   : 70.70.70.1

내부 사용자
IP: 70.70.70.X

interne
t

IP: 70.70.70.3 IP:70.70.70.4

(1) (2)Web Server

IP :10.10.10.2/24
GW : 10.10.10.1 10.10.10.1

br0

br0
인터페이스

L4

외부 사용자-1

Reset/Push/Fin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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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Root # tcpdump –i [인터페이스 이름] [프로토콜] port [번호]

[결과] 
Root # tcpdump –i br0 udp port 555

70.70.70.254

VIP  : 70.70.70.10
L4   : 70.70.70.1

내부 사용자
IP: 70.70.70.X

interne
t

IP: 70.70.70.3 IP:70.70.70.4

(1) (2)Web Server

IP :10.10.10.2/24
GW : 10.10.10.1 10.10.10.1

br0

br0
인터페이스

L4

외부 사용자-1

[시나리오]
UDP 555번 포트가 L4를 통과 하는 경우 검출 하는 상황

UDP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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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70.254

interne
t

IP :10.10.10.2
GW : 10.10.10.1 10.10.10.1

Primary

백 본 스위치

IP: 70.70.70.3 IP:70.70.70.4

(1) (2)Web Server

Primary Standby

VIP  : 70.70.70.10
L4   : 70.70.70.1

VIP  : 70.70.70.10
L4   : 70.70.70.2

Br0
인터페이스

Br0
인터페이스

[시나리오]
L4이중화 상태에서 VRRP 패킷으로 Primary와 Standby 장비간에 송,수신 되고 있는
상황을 검출

[결과] 
Root # tcpdump –i br0 vrrp

70.70.70.1 > 224.0.0.18: VRRPv2-advertisement 20: vrid=0 prio=160 autotype=ah 
intvl=1   Primary 멀티캐스팅 패킷

70.70.70.2 > 224.0.0.18: VRRPv2-advertisement 20: vrid=0 prio=80 autotype=ah 
intvl=1  Standby 멀티캐스팅 패킷

[명령어]  vrrp패킷 검출
Root # tcpdump –i [인터페이스 이름] [프로토콜] 

[부연설명] 
VRRP란
멀티캐스팅 패킷으로 primary-L4 와 standby-L4 결정하는 프로토콜이며 서로
간에
패킷을 송,수신하면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구조는
Primary-L4  priority값은 160(고정) 

Standby-L4  priority값은 80(고정)
VRRP 멀티캐스팅 패킷으로 primary-L4 와 standby-L4 간에 우선순위
패킷을 교환하면서 서로간에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Primary-L4가 down되면 stnadby-L4가 primary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VRRP 패킷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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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70.254

VIP  : 70.70.70.10
L4   : 70.70.70.1

내부 사용자
IP: 70.70.70.X

interne
t

IP: 70.70.70.3 IP:70.70.70.4

(1) (2)Web Server

IP :10.10.10.2/24
GW : 10.10.10.1 10.10.10.1

br0

br0
인터페이스

L4

외부 사용자-1

[시나리오]
L4로 경우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검출하는 상황

[명령어]  멀티캐스트 패킷 검출
Root # tcpdump –i [인터페이스 이름] [프로토콜] 

[결과] 
Root # tcpdump -i br0 -n multicast

Multicast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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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ast 정보

70.70.70.254

VIP  : 70.70.70.10
L4   : 70.70.70.1

내부 사용자
IP: 70.70.70.X

interne
t

IP: 70.70.70.3 IP:70.70.70.4

(1) (2)Web Server

IP :10.10.10.2/24
GW : 10.10.10.1 10.10.10.1

br0

br0
인터페이스

L4

외부 사용자-1

[시나리오]
L4로 경우 하는 브로드 캐스트 패킷을 검출하는 상황

[명령어]  브로드 캐스트 패킷 검출
Root # tcpdump –i [인터페이스 이름] [프로토콜] 

[결과] 
Root # tcpdump -i br0 -n broa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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