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최미정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임(20120004162) 

HTTP 응용별 네트워크 트래픽 패턴 분석 

(Network traffic pattern analysis of HTTP-based applications) 

 

진창규, 최미정* 

강원대학교 컴퓨터과학과  

{ jinchanggyu, mjchoi }@kangwon.ac.kr 
 

 

요   약 
 

인터넷의 전송 속도 증가와 그에 따른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대중화로 
인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 타블렛 PC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의 대중적인 보급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의 양은 더욱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증가하는 트래픽은 QoS 및 망중립성 보장 등에서 최근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응용의 정확한 
식별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설계, QoS 보장, e-business 
등의 활용을 위하여 응용별 네트워크 트래픽 패턴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에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HTTP 트래픽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HTTP를 사용하는 많은 
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HTTP 기반의 응용을 정확히 식별하기 위하여 
User-Agent 기반 시그니쳐를 통한 정확한 응용의 식별과, 이를 QoS, e-business, 
네트워크 현황 분석, 웹 기반의 마케팅 등에 활용하기 위한 응용별 패턴 분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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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네트워크 트래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초기의 FTP, e-

Mail, WWW(World Wide Web)와 같은 전통적인 인터넷 서비스부터 인터넷의 전송 속도 증가에 
따른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P2P(Peer to Peer), 파일 공유, 온라인 게임과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대중화로 인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의 양이 증가하였고, 더불어 스마트 TV,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보급으로 인하여 그 양은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많이 
보급되는 스마트 기기들은 HTTP 트래픽을 약 50% 이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HTTP 기반 
트래픽의 증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7]. 스마트 기기들의 증가는 사용자 응용의 수 
또한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트래픽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증가하는 트래픽으로 
인하여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는 사용자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망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한 급증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 회선의 용량만을 증가시키기에는 그 한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네트워크 
급증하는 트래픽을 적절히 제어하고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첫단계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응용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1][2]. 정확하게 분석된 응용별 패턴 분석을 통하여 응용별 트래픽의 
기본적인 현황 및 응용에 대한 특징 분석이 가능하여 추후 응용을 분류하는데 추가 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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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용량(bandwidth capacity)을 확장시켜야 할 시기를 
결정하는 네트워크 계획(planning)의 기초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의 응용별 패턴 
분석이 이루어지면 추후에는 이를 웹기반의 마케팅 및 e-business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응용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Well-Known Port 기반의 분석 방법[8-9], 시그니쳐 

기반 분석 방법, 플로우 상관관계 기반 분석 방법[12], 기계학습 기반 분석 방법[10-11]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이 제시되었다. 다양한 응용들이 방화벽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트 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하는데, 이 문제점 때문에 Well-Known Port 기반의 분석 방법은 다른 분석 방법에 
비하여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그니쳐 기반 분석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이 분석 방법은 생성된 시그니쳐에 대해서 높은 분석률(completeness)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HTTP 트래픽의 응용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통해 분석된 HTTP 트래픽의 응용별 특징과 패턴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본 
논문은 HTTP 트래픽의 응용을 식별하기 위하여 User-Agent 기반의 시그니쳐를 생성하여 정확한 
응용을 분석하고, 분석된 응용을 실제 학내망 트레이스에 적용하여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응용별 네트워크 트래픽의 패턴 분석을 수행한다. 이 자료는 추후에 HTTP 트래픽을 통한 공격과 
같은 비정상 트래픽 탐지를 위한 기본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응용의 정확한 식별을 위한 관련 연구에 대해서 제시하고, 3장에서는 HTTP 
시그니쳐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HTTP 응용의 패턴 분석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제 
학내 망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에 설명한다. 

 
2. 관련 연구 

 
인터넷의 사용과 트래픽의 증가로 인하여 응용을 식별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정확히 탐지 하기 위해 시그니쳐를 효율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PARK[4]의 논문에서는 LASER(LCS-Based Application Signature ExtRac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그니쳐를 생성하였다. 선행적인 프로토콜 분석이나 수작업을 통한 
페이로드 분석 없이 응용의 시그니쳐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시그니쳐 
생성이 가능하였다. 이 시스템은 HTTP 헤더에 포함되는 “Content-type”,“User-Agent”와 같은 
헤더의 필드명을 통하여 포트 기반의 분석 없이도 응용 계층의 HTTP 트래픽 분석이 가능했다. 
하지만 LASER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 HTTP를 전송 프로토콜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의 
프로토콜 레벨의 분석은 가능하나 HTTP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Wei Li [3]의 논문에서는 HTTP 헤더 필드의 정보들을 조합하여 서비스 그룹 별로 

분석을 수행을 하였다. 위 논문의 경우 서비스그룹 별로 분류 함으로써 HTTP가 활용되는 
서비스별 분포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서비스 그룹별 분석이므로 특정 응용 프로그램들이 
얼마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 HTTP 트래픽의 하루 총량에 대해서 서비스 
그룹별 데이터의 수치와 비율만을 분석함으로써, 시간대별 발생량에 관한 응용별 트래픽 패턴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HTTP 시그니쳐 관리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에서 식별하기 어려웠던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응용별 네트워크 트래픽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웹 기반의 마케팅, 네트워크 현황 분석, QoS 보장, HTTP 기반의 비정상 행위 탐지 등의 다양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3. HTTP 트래픽의 응용별 패턴 분석 시스템 

 
본 장에서는 HTTP 트래픽의 응용별 분석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용을 분석한 후 

응용별 패턴을 분석하는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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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응용의 분석 기준 
HTTP 트래픽을 사용하는 응용에는 웹을 비롯하여, 스트리밍, P2P 등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타입으로 사용된다. 우리는 이전 연구[5]에서 HTTP를 전송 프로토콜로 사용하는 응용의 특성을 
바탕으로 10개의 분류 기준 [Browser, Web application, P2P, Messenger, S/W Update, Security, Mobile, 
Crawler, Multimedia, Web-based service]을 제시하였다. Browser 서비스 그룹에는 다양한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과 브라우저의 버전별 어플리케이션의 구분도 가능하다. 브라우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개인 PC에 설치하고 수행하는 Tool Bar와 같은 다양한 웹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며, P2P 
프로그램의 경우 찾고자 하는 파일을 검색하는데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Messenger는 메신저 
프로그램 내에 추가적인 광고나 정보를 보여 주는데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를 수행할 때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결재 
시스템의 경우 보안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설치에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현재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 장비들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HTTP를 사용하여 전송된다. 또한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 사이트들이 웹 서버의 내용을 미리 저장하여 DB를 구축하기 위한 
웹로봇(Crawler)도 HTTP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볼 수 있고, GOMTV나 멜론과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자막이나 가사를 전달하는데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파일 전송에 있어서도 대용량의 파일은 FTP로 전송하나 소용량의 파일은 HTTP를 
사용하여 전송하기도 한다. 

 HTTP 응용을 단순히 나열하여 분석을 하였을 경우 각각의 응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수많은 응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응용으로 인하여 분석의 
오버헤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를 서비스별로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서비스 기준별로 
사용량의 서비스별 패턴 확인을 통해 HTTP 응용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3.2 HTTP 응용별 패턴 분석 시스템 구조 
그림 1은 HTTP 트래픽의 응용별 패턴 분석 시스템의 구조이다.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Flow Generator -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raw Packet을 통하여 5-Tuple (Source 
IP, Source Port, Destination IP, Destination Port, Protocol)을 기준으로 Flow을 만든다.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Flow는 Packet과 함께 Flow with Packet 형태로 HTTP Analysis System에 Flow 
기반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 HTTP Analysis System - HTTP Analysis System(HAS)에서는 시그니쳐 관리 시스템에서 
만들어 진 HTTP 시그니쳐와 Flow를 비교함으로써 HTTP의 서비스별 분류, 응용별 분류를 
수행한다. 분류된 결과는 Analysis System DB에 저장한다. 
 

- Analysis System DB, Administrator - Analysis System DB는 HAS에서 분류된 결과를 저장하고 
관리자에게 분석 결과를 전송한다. 
 

- HTTP 시그니쳐 관리 시스템 – HTTP 트래픽의 시그니쳐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다른 트래픽과 달리 HTTP 트래픽의 비정형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HTTP 시그니쳐를 
생성하고 관리 하며, 새로운 생성이나, 변형된 응용들의 정확한 탐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상세한 설명은 3.3절 에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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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TTP 트래픽의 응용별 패턴 분석 시스템 구조 
 
3.3 HTTP 시그니쳐 관리 시스템 
  본 장에서는 HTTP 트래픽의 응용별 패턴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HTTP 시그니쳐 관리 
시스템의 세부적인 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하여 제시한다. 
 
3.3.1 HTTP 헤더 정보를 이용한 HTTP 시그니쳐 생성 
기존의 연구들의 경우 헤더 정보 및 페이로드 정보를 LCS(longest common sequence)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LCS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시그니쳐를 생성하였다. [4]의 경우 HTTP 트래픽의 
프로토콜 레벨 분석은 가능하였지만, 각각의 사용자 응용을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표 1은 HTTP 헤더의 주요 필드와 해당 필드에 대한 설명이다. 본 논문에서는 User-Agent 필드 

기반의 응용 시그니쳐를 생성한다. User-Agent는 표 1에서 보듯이 HTTP, SIP에서 서버/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에서 클라이언트의 소프트웨어를 식별할 수 있는 HTTP 헤더의 정보이다. User-Agent는 
이외에도 렌더링 엔진, 브라우저가 실행 중인 운영체제, 브라우저의 플랫폼 등을 나타내며 이는 
RFC1945[6]에 명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HTTP 트래픽에서 사용자 응용의 중요한 정보를 
가지는 User-Agent를 통하여 시그니쳐를 생성하여 응용별 분석을 수행한다. 

 
표 1.  HTTP 헤더의 주요 필드 

 필드 이름 필드 내용 

요청헤더 

Accept 클라이언트가 지원하는 MIME유형과 하위 유형을 나열 
From 요청을 하는 사용자의 전자 우편주소 
Host 인터넷 호스트를 지정 
Referer 서버에게 현 요청의 URL을 얻은 자원의 URL을 나타냄 
User-Agent 클라이언트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나타냄 

응답헤더 
Location 클라이언트가 처음 요청한 URL대신 사용할 새로운 URL을 표시 
Server User-Agent 요청 헤더의 서버 버전 

 
3.3.2 HTTP 시그니쳐 관리 시스템 
그림 2는 HTTP 시그니쳐 관리 시스템의 구조이다. HTTP 시그니쳐 생성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User-Agent 기반의 응용 시그니쳐를 생성한다.  

 

KNOM Review, Vol. 15, No. 2

37



 
 

그림 2. HTTP 시그니쳐 관리 시스템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HTTP Signature Analysis System – Flow_pkt_twoway 구조의 Flow에서 후보자 시그니쳐 
리스트를 추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세한 알고리즘은 3.3.3절에서 설명한다. 
  

- Signature Management DB – HTTP Signature Analysis System에서 추출된 후보 시그니쳐들을 
저장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Administrator – 생성된 후보자 시그니쳐 리스트에서 시그니쳐를 확인 후 시그니쳐 
리스트에 등록한다. 
 

시그니쳐 기반 분석 방법의 경우에는 이미 생성된 응용에 대해서는 기계학습 기반의 분석 방법, 
통계적인 분석 방법, 포트 기반 분석 방법에 비하여 정확성이 높은 분석 방법이지만, 새로운 
응용에 대처하기 어렵다. 또한 변경된 응용에 대하여 정확한 탐지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HTTP 시그니쳐 관리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변경된 응용의 시그니쳐와 새로운 응용에 
대한 시그니쳐에 대해 유연히 대처한다. 

 
3.3.3 HTTP 시그니쳐 분석 시스템 알고리즘  
그림 3은 HTTP 시그니쳐 분석 시스템의 알고리즘이다. Flow와 양방향 Packet을 가지는 

Flow_pkt_twoway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한다. 입력된 데이터는 먼저 HTTP 
트래픽의 시그니쳐인 ‘HTTP’, ‘OPTIONS’, ‘GET’, ‘HEAD’, ‘POST’, ‘PUT’, ‘DELETE’, ‘TRACE’, 
‘CONNECT’를 통하여 HTTP 트래픽 만을 분류한다. HTTP 이외의 트래픽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 
  HTTP 트래픽을 추출하였을 경우 HTTP 속에 User-Agent 필드를 추출한다. 이후에 추출된 User-
Agent로 생성된 시그니쳐가 시그니쳐 리스트에 이미 생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시그니쳐 
생성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분석을 마친다. 그러나 시그니쳐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그니쳐를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보고받은 관리자는 해당 User-Agent를 통해 시그니쳐를 
생성하고 User-Agent 리스트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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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TTP 시그니쳐 관리 시스템 알고리즘 

4.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을 학내 망 네트워크에 적용한 분석 결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4.1 분석 데이터 

HTTP 트래픽의 분석을 위하여 학내망 트래픽을 수집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의 트래픽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트래픽은 표 2와 같다. 전체 트래픽에서 HTTP가 차지하는 비율은 Flow 측면에서는 약 18%, 
Packet 측면에서는 약 24%, Byte 측면에서는 약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수집된 학내망 트레이스  

4.2 분석 결과 
본 분석에서 In Flow와 Out Flow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데이터의 Flow 형태가 분석에 용이한 

양방향 Flow이고, HTTP의 특성상 요청/응답의 5-tuple 정보로 양방향 Flow가 생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요청 5-tuple 정보를 Source로 보고 Source IP가 캠퍼스 네트워크인 경우 Out Flow, 그 
반대의 경우를 In Flow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Byte와 Packet의 경우에는 양방향 형태가 아닌 
단방향 형태로 요청/응답에 대해서 각각 분류하여 나타낸다. 다음 그림 4는 수집된 데이터를 
통하여 Total 트래픽에서 HTTP 트래픽의 Flow 양을 In/Out으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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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체 트래픽 중 HTTP 트래픽 양 

 
학내망의 특성상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하루의 트래픽은 일과 
시간의 시작인 9시경을 기준으로 증가하고, 13시경 하루 중 최고치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트래픽의 형태는 Total 트래픽과 HTTP 트래픽이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이는 
사용자들의 인터넷(네트워크) 사용 형태가 HTTP의 사용 형태와 유사함을 의미한다.  
그림 5는 웹로봇(crawler)에 대한 Flow Byte, Packet별 패턴 분석 그래프이다. HTTP 트래픽의 

패턴과는 다르게 In Flow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간혹 단발적으로 Out Flow가 발생한다. 
이렇게 Out flow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학내망에서 웹로봇을 
운영하지 않고, 대부분 외부에서 요청이 오는 외부 웹로봇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웹로봇의 
운영은 포털사이트나 학내망 외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작되어 답변하는 
트래픽이 전체를 차지한다. 다른 응용들은 오전 4시부터 9시까지는 트래픽 양이 현저히 감소하고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 비해 웹로봇의 트래픽은 모든 시간대에 고르게 
분포한다. 또한 웹로봇의 패턴은 Packet의 경우 서로 대칭인 구조를 가진다. 요청하는 패킷과 
응답하는 패킷이 같은 비율을 차지 하지만 Byte 측면에서는 웹로봇 특성상 외부로 나가는 Byte가 
현저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웹로봇의 하루동안 Flow, Byt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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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브라우저의 하루 동안 Flow, Byte, Packet  

 

그림 6은 웹 브라우저의 패턴 분석 결과이다. 웹 브라우저의 경우 Flow, Byte, Packet 모두 HTTP 
총 트래픽과 유사한 분석 결과가 나타난다. HTTP를 전송 프로토콜로 사용하는 응용에서 평균 약 
80%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웹 브라우저이기 때문[5]에 총 트래픽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게 된다. 학내망의 특성상 Out Flow가 많이 존재할 수 있지만,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이유는 
하나의 웹 브라우저가 실행되어 요청을 할 경우, 웹 브라우저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한 응답 
데이터의 5-tuple 정보가 동일하지 않아 새로운 Flow들이 생성되면서 학내망에 In Flow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스마트 디바이스의 증가로 인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HTTP 트래픽에 대하여 정확히 탐지하고, 응용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HTTP 응용의 트래픽 
패턴을 분석하였다. HTTP 응용 패턴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HTTP 시그니쳐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확한 응용의 탐지를 수행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통하여 각각의 서비스별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QoS 보장, 네트워크 현황 분석, 웹 기반의 마케팅, HTTP 기반 비정상 트래픽 
탐지 등에 적용할 수 있다. 
향후 과제로는 본 논문의 패턴 주기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각각의 응용의 기능별 트래픽패턴을 
확인하여 기능별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비정상 트래픽 탐지를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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