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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 

??소리바다 client 를 띄운다. 

?? ID와 Password를 입력한다. 

?? client는 www.soribada.com에 HTTP로 접속하여 인증받은 후 필요한 정보를 전송 

받는다. 이때 peer 서버(서버에 LOGIN한 소리바다가 도는 PC중에서 super peer)의 

리스트도 HTTP를 사용하여 전송 받는다.   

1.1 로그인 과정 

① www.soribada.com 에 TCP 80 port로 접속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는다.  

ADDON BEGIN.. 
SN=모바일뮤직.. 
SI=http://mobile.songn.com/banner/banner.asp?ref=soribada@stl=style03.. 
SS=.. 
SN=벨소리.. 
SI=html//218.145.27.69/ ~~~~ .. 
SS=.. 
ADDON END 
.... 
AHA..http://211.233.14.158/harbor.phtml.. 
ACH..http://211.119.136.160/sori2.phtml.. 
MYTM..020909.. 
RI..100.. 
LS..20000.. 
IS..1000.. 
PSI..20.. 
HPI..5 
.... 
GROUP BEGIN.. 
218:148:0:255:.. 
218:232:0:128:.. 
211:243:0:255:.. 
GROUP END 
.... 
CI..240.. 
COVER..http://www.soribada.com/members/.. 
COVERZIP..http://www.soribada.com/20020827.cov.. 
12135 
.... 
ROOMTYPE BEGIN.. 
일반..방?.언더..옛노래..클래식..Rock..??..잡담..기타.. 

ROOMTYPE END.. 

 

② 소리바다 검색화면의 banner 정보를 HTTP로 받아온다. 

③ peer들의 IP 리스트를 얻어온다.  

? http://211.233.14.158/harbor.phtml?action=list 

④ soribada.songn.com에서 첫페이지 화면을 얻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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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peer 리스트에 있는 호스트들에 메시지를 보냄.. (UDP port:22321) 

? 메시지 내용 : 10 14, 10 15, 10 16, 10 17 , 10 0a, 10 0b, 10 0c 등 

⑥ 이벤트 창을 띄우기 위한 정보를 얻어온다.  

 

2 MP3 검색 

??소리바다의 노래 검색은 UDP port 7674 를 통해 이뤄진다.  

??사용자가 mp3 파일의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시작하면, 로그인 과정에서 얻어

온 peer 의 리스트로 UDP port 7674 번 포트를 사용해서 검색어를 전송한다.  

??각 peer 들은 자신의 PC에서 해당되는 mp3 파일을  발견하면, 검색을 실시한 사

용자에게 파일에 관한 정보를 전송해 주게 된다.  

??검색을 실시한 소리바다 클라이언트에서는 peer에서 도착한 파일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2.1 mp3 검색 과정 (“as long as you” 라는 검색어 사용) 

① 각 peer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다 . 

01 51 00 51 3a 2b 61 73 0a 2b 6c 6f 63 67 0a 2b ~

index Q:+as.+long.+as.+you.

 

② mp3 파일을 가지고 있는 peer들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응답한다.  

01 51 00 52 3a 72 65 73 70 65 63 74 0a 44 3a 5c ~

index R:respect .D: MP3 POP As long as you love\ \ \
me.mp3.3585799.03:44.128.BACKSTREET
BOYS.As long as you love me.1 st Album -
BACKSTREET'S BACK.0..

 

③ 위의 응답 메시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검색 결과 화면을 보여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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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P3 DownLoad 
??검색 결과 화면에서 하나의 mp3 파일을 선택하여 다운을 시작하면, 그 mp3를 소

유한 peer에게 TCP port 7675로 접속하여 파일을 받는다.  

??수신 받는 쪽에서는 파일이 전송되는 동안 진행 과정을 peer에게 계속 알려준다.  

3.1 MP3 Down 과정  

① 파일을 다운 받기 위해, peer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다.   

GETMP3..Filename: D: MP3 POP As long as you love\ \ \
me.mp3..Position: 0..Location: LIBRARY..Username:
berdl3… .

 

② peer 쪽에서는 아래와 같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 후, 바로 파일을 전송해주

게 된다.  

MTP 1.0 000 Succeded..Filesize: 3585799..Position:
0… .

 

③ 파일이 전송 되는 동안, 수신 받는 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진행사항 메시지를 

Peer로 전송한다. (progress가 100.00이 되면 메시지 마지막에 DONE.... 을 

붙여준다. ) 

GOT..Progress: 99.84..Speed: 81.30… .

 

 

4 정리  

4.1 사용된 Port 정리. 

프로토콜 Port 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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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 80 로그인 시 인증과 각종 정보 수신, html 페이지 수신 

TCP 7675 Peer로  부터 파일 전송 

UDP 22321 Peer 들 사이의 정보교환(?)-일종의 hello packet의 역할.  

UDP 7674 노래 검색 정보 전송 

 

4.2 Monitoring system 에서 capture 해야 할 정보 

① DNS 서버와 통신하는 패킷.  

? 소리바다 클라이언트가 도메인을 사용하여 서버에 접속하는 경우, 소리바

다 서버의 IP를 확인하기 위함. 

② 소리바다 (www.soribada.com)에 로그인하는 패킷. 

? 사용자가 소리바다 클라이언트를 띄우고 서버에 접속했다는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 3.1의 파일을 전송을 요구하는 패킷. 

? 소리바다 클라이언트를 통해 사용자가 파일을 수신하거나, 사용자의 컴퓨

터로부터 파일이 전송되는 경우에 전송되는 파일의 이름, 상대방 사용자의 IP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④ 3.1의 파일을 전송을 허락하는 응답 패킷. 

? 소리바다 클라이언트를 통해 요청한 파일 전송이 상대방 PC에서 허가 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로그아웃 패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