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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전통적인 웹브라우징 이외에 스마트 디바이스의 증가 및 네트워크 장비 성능 

향상으로 인하여 HTTP 트래픽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HTTP 트래픽은 학내망을 기준으로 전체 

트래픽의 약 20~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HTTP 프로토콜은 요청/응답 구조로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임베디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HTTP 트래픽의 분석 및 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존의 많은 HTTP 트래픽 분석 연구들의 경우,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측면에서의 트래픽 분석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HTTP 트래픽 헤더 정보를 이용하여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을 학내망 트래픽에 적용함으로써 

타당성을 증명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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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전통적인 웹브라우징 이외에 스마트 디바이스의 증가 및 네트워크 장비 성능 향상으로 인하여 

HTTP 트래픽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트래픽 증가와 더불어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정확한 측정이 네트워크 관리 및 설계에 있어 중요한 

정보로 쓰여지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위하여 초기에는 잘 알려진 포트를 기반으로한 

모니터링이 수행되었다. FTP, HTTP, Telnet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잘 알려진 포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어플리케이션들은 방화벽을 우회하거나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와 같은 시스템을 통과하기 위하여 잘 알려진 

포트만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포트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포트 기반 분석 방법은 분석 

결과에 대한 높은 정확도와 분석률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네트워크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최근 트래픽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에는 시그니쳐 기반의 분석 방법을 통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2,3]. 시그니쳐 분석 방법의 경우 확인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작업을 통하여 시그니쳐를 생성해야 하며, 

새롭게 발생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머신러닝 

기반 트래픽 분석 방법[4,5], 트래픽 상관관계 기반 분석 방법[6,7] 등이 있지만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시그니쳐 기반 분석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그니쳐 기반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한 연구[8]를 살펴보면 HTTP 트래픽은 전체 트래픽 중 Flow 기준 

20~25%를 차지하고 있다. [8]의 연구를 살펴보면 HTTP는 웹 브라우징 서비스뿐만 아니라 P2P,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전송 프로토콜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 HTTP 프로토콜은 요청/응답 구조의 

특성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속에 내장되어 사용되거나, 광고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듯 

HTTP 프로토콜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며,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그 양은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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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다.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경우 전체 트래픽 중 약 70% 정도가 HTTP 

트래픽을 사용한다[9]. 스마트 디바이스의 사용량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HTTP 트래픽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 트래픽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메인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림 1은 한국인터넷진흥원[10]에서 제공하는 수치로, 10년간 KR 도메인의 증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광고,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도메인, 비용절감을 위해 사용되는 서브도메인까지 포함한다면 

도메인의 수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그림 1. 연도별 KR 도메인 수 

 

이와 같이 HTTP 트래픽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HTTP 트래픽 분석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11],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HTTP 트래픽을 발생시키는가?”,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어떤 내용이 전송되는가?”와 같은 주제로 클라이언트 중심적이며, 전송 내용 

관점에서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12]. 본 논문에서는 HTTP 트래픽에 대해 클라이언트 관점이 아닌, 

서버측의 도메인을 관점으로 도메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수행한다. 도메인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많은 사용자들이 웹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어떤 도메인(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얻으며, 어떤 도메인이 인기 있는지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것이 가능하다. 도메인별 분석을 통하여 

네트워크 관리자에게는 적절한 웹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운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추후 

서버 증축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척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서버측의 적절한 관리와 대응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원활한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광고주나 

기업의 입장에서 어떠한 도메인이나 서버에 광고를 포함시켜 노출 빈도를 확대시키고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HTTP 트래픽을 서버 측 도메인 관점에서 플로우, 바이트, 패킷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해당 서버에 서비스 요청 분포를 파악할 수 있고, 서버 관점에서 각 서비스별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양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특별히 그 중에서 HTTP 트래픽의 서버 도메인 측 분석에서 약 10~20%를 

차지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중 네이버를 선택하였다. 네이버는 2012년도 기준 국내 포털 사이트 점유율의 

74.47%[13]를 차지하며, 메일, 검색, 블로그, 사전, 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서브도메인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이다. 이를 통해 서브도메인을 기준으로 포털사이트 서버 관점에서 서비스별 분석을 

수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3장에서는 HTTP 트래픽의 

서버 사이트별 분석 방법론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데이터 수집방법과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제시한다. 

 

 

   2. 관련연구 

 
이 장에서는 HTTP 트래픽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많은 연구들이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어플리케이션이나 HTTP 프로토콜이 전송하는 내용(content)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서버측의 서비스 기반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12]의 연구에서는 HTTP 패킷 헤더의 정보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HTTP 트래픽과 비정상적인 HTTP 트래픽, 

사람에 의해 발생된 트래픽과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트래픽, 웹 트래픽과 그 이외의 트래픽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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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서비스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HTTP 헤더내의 User-Agent 필드를 통하여 트래픽을 발생하는 장비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이와 더불어 Content-Type, Host, User-Agent 필드를 이용하여 

크롤러와 같은 정보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12]의 연구에서는 트래픽을 발생시킨 어플리케이션 및 

컨텐츠에 대한 내용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서비스가 얼마나 트래픽을 생성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클라이언트 관점이 아닌 서버측 관점에서 도메인별 분석을 수행하는 사이트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랭키닷컴[14], 네이버 애널리틱스[15]를 꼽을 수 있다. 랭키닷컴의 경우 각 사이트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접속 횟수에 따른 순위를 분석한다. 랭키닷컴의 경우 직접 개발한 User Session Visits를 

기준으로 접속 횟수를 측정한다. User Session Visits는 사용자가 실제 웹 서버에 요청한 파일(HTML)의 

수를 근거로 작성하는 페이지 뷰 방법과 동일 사용자가 여러 번 사이트를 방문하더라도 한 번의 방문으로 

인정하는 Unique Visitor 방법의 장점을 채용하여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분석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일부 사용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샘플링을 통한 대표적인 분석은 가능할지 모르나, 

모든 사이트에 대한 순위 분석 측면에서는 부정확할 수 있다. 네이버 애널리틱스의 경우 오픈 소스로 

제공되고 있으며, HTTP 태그의 삽입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방문분석(방문현황, 

페이지 뷰, 시간대별 방문분포, 요일별 방문분포, 재 방문간격, 방문 체류시간, 방문 경로깊이), 

유입분석(인기페이지, 페이지 드릴다운, 방문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반송페이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16]의 연구에서는 DNS 쿼리 분석으로 추출한 헤더 시그니쳐를 기반으로 인터넷 트래픽을 서비스별로 

분류하였다. [16]의 연구에서 서비스별 분석을 통해 인터넷 사용 동향을 살피고, 앞으로의 사용 패턴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서버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서버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HTTP 헤더 정보를 이용하여, 서버 도메인별 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학내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분석한다. 

 

3. 분석 방법론 
 

본 논문에서는 HTTP 트래픽의 서버측 도메인별 분석을 위하여 HTTP 헤더 필드를 사용한다. HTTP 헤더 

필드에는 User-Agent, Host, Referer, Content-Type, Location 등과 같이 HTTP 트래픽을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헤더 필드 중 서버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분석하기 위해 Host 필드, 

Location 필드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3.1 분석 시스템의 개요 

 

그림 2는 분석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다. 플로우 생성기(Flow Generator)에 전송되는 패킷(raw 

packet)은 라우터에서 수집한 데이터이다. 

 

 
 

그림 2. 분석 시스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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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패킷은 플로우 생성기에서 플로우[17] 형태로 만들어진다. 생성된 플로우는 호스트 분석 

시스템(Host Analysis System)에 입력 데이터로 전송되며, 호스트 분석 시스템에서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도메인과 서브도메인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Flow 내의 Host 정보가 

http://maps.google.co.kr일 경우 도메인은 google.co.kr이 되며, 서브도메인은 maps가 된다. 분석된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읽어 웹을 통해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분석된 결과는 서버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 플로우의 수, 바이트의 양, 패킷의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위 결과를 관리자가 웹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서버의 서비스별 요청 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2 분석 시스템의 알고리즘 

 

호스트 분석 시스템의 세부적인 알고리즘은 그림 3과 같다. 수집된 패킷을 5-tuple(송신자 IP, 수신자 

IP, 송신자 포트, 수신자 포트,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플로우를 생성하여 호스트 분석 시스템에 전송하고, 

이러한 플로우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생성된 플로우에서 먼저 HTTP 시그니쳐를 통하여 HTTP 트래픽을 

분류[8]한다. 트래픽의 분류는 HTTP 패킷 헤더에서 ‘HTTP’, ‘OPTIONS’, ‘GET’, ‘HEAD’, ‘POST’, 

‘PUT’, ‘DELETE’, ‘TRACE’, ‘CONNECT’등의 문구가 나오면 이를 HTTP 트래픽으로 분류한다. 분류된 

HTTP 트래픽에 대해서 요청 헤더 중 Host 필드를 추출하고, 헤더 상단에 있는 응답 코드를 확인한다. 

확인된 응답코드의 형태가  ‘HTTP 1.1 3XX’(301, 302, 307)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이는 HTTP 트래픽이 

리다이렉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Host 필드의 내용을 추출하는 것이 아닌 Location 필드의 

내용을 추출한다. 여기서 리다이렉션은 클라이언트가 보낸 패킷이 HTTP 요청 패킷이지만 Host 필드 값이 

미리 설정된 값(URL)이 아닐 경우, Location 필드 값을 정상적인 값(URL)로 변경하고, 변경된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HTTP 리다이렉션은 3.4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한다.  

 

 
그림 3. 호스트 분석 시스템의 알고리즘 

 

이 후 추출된 Host/Location 필드는 도메인과 서브도메인 형태로 분리되며, 분리된 도메인과 

서브도메인은 서비스 리스트와 비교된다. 서비스 리스트는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 학내망에서 발생한 

트래픽을 수집하여 Host 필드를 각각 도메인과 서브도메인 형태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리스트이다. 

서비스 리스트와의 비교 결과 서비스 리스트에 존재하는 도메인이면 해당 도메인의 플로우의 수, 바이트의 

양, 패킷의 수를 DB(Database)에 더하며, 존재하지 않는 도메인일 경우 DB에 새롭게 추가한다. 결과적으로 

관리자는 웹을 통하여 DB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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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브도메인의 분석 방법 

 

HTTP 헤더의 Host 필드는 DNS(Domain Name System)의 도메인 네임을 이용해 인터넷 도메인을 지정하는 

필드이다. 

 
 

그림 4. URL의 구조 

 

그림 4는 URL의 일반적인 구조이다. URL은 프로토콜 정보, 정보 자원을 가진 컴퓨터의 위치, 파일 

디렉토리, 자원 이름을 가지고 있다. URL에서 정보 자원을 가진 컴퓨터의 위치는 HTTP 헤더의 Host 필드에 

나타나게 된다. 그림 5는 Host 필드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news.naver.com의 경우에는 news라는 

하나의 서브도메인을 가진다. 하지만 sports.news.naver.com의 경우 sports와 news라는 두 개의 

서브도메인을 가진다. 이 경우 sports는 2차 서브도메인 news는 1차 서브도메인 naver.com은 도메인으로 

정의한다. 

 

 

그림 5. 서브도메인의 구성 

 

서버의 자원을 공유하거나 암묵적인 광고 목적으로 서브도메인을 사용할 경우 그림 5의 

sports.news.naver.com과 같이 여러 개의 서브도메인으로 생성될 수 있다. 많은 서브도메인을 저장하고 

분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명확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1차 

서브도메인의 분석으로도 해당 서버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분석할 수 있다. 

 

3.4 중복 도메인네임의 처리 

 

naver.com 도메인의 경우 naver.net으로 접속하여도 동일한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호스트 정보를 확인하면 각각 naver.com과 naver.net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최상위 

도메인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서로 상이한 사이트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HTTP 요청 헤더내의 Location 필드와 상태코드를 사용한다. 

 

 

그림 6. naver.net의 요청/응답 헤더 

 

그림 6과 같이 상태코드가 HTTP 1.1 3XX로 시작하는 코드는 리다이렉션을 나타낸다. 즉 naver.net이 

www.naver.com으로 리다이렉션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3XX 상태코드가 존재할 경우 헤더 내에 Location 

필드가 존재하며, Location 필드로 리다이렉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분석 시스템에서 

Host 정보를 Location 필드의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중복되는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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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고려하여 서버의 서비스별 분석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4.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분석 방법론을 학내망에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4.1절에서는 데이터 

수집 환경과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하고, 4.2절에서는 서버별 분석 결과에 대해 제시하고, 

4.3절에서는 4.2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버에서의 서브도메인별 분석 결과에 

대해 제시한다. 4.4절에서는 대표적인 서브도메인과 이를 지원하거나,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서브도메인을 

그룹화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4.1 수집 데이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2013년도 2월 20일의 학내 망 트래픽을 수집하였다. 실시간 

트래픽에 적용하기 위해 양방향 플로우 구조(Flow_Twoway_Pkt)[17]를 사용하였다. 양방향 플로우 구조는 

동일한 5-tuple을 가지는 패킷과 그 역방향 패킷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양방향 플로우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시스템 분석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 분석에 적합한 이점을 

제공한다. 

 

 
 

그림 7. 트래픽 수집 환경 

 

그림 7은 학내 망에서의 트래픽 수집 환경을 나타낸다. 학내 망의 특성상 인터넷 접속점은 한 개의 

라우터로 연결되어 있으며, 라우터는 침입 방지 시스템(Intrusion Prevention System)과 QoS(Quality of 

Service) 장비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QoS 장비 하단에는 2개의 코어 스위치가 존재한다. 트래픽은 QoS 

장비와 코어 스위치 사이에서 KU-MON[18]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각 링크 대역폭은 1Gbps이다. 수집된 

트래픽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적용하여 서비스별 분석을 수행한다. 표 1은 2월 20일에 수집한 

총 트래픽 양과 HTTP 트래픽의 양을 플로우, 바이트, 패킷 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트래픽 중에 HTTP 

트래픽의 비율은 플로우 기준으로 약 22%, 바이트 기준으로 약 25%, 패킷 기준으로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2월 20일에 수집한 학내 망 트래픽 양 
 

 플로우의 수 바이트의 양 패킷의 수 

총 트래픽 29.9 X 106 1.38 TB 1.59 X 109 

HTTP 트래픽 
6.69 X 106 

[ 22% ] 

0.32 TB 

[ 25% ] 

0.42 X 109 

[ 26% ] 

 

4.2 서버별 분석 결과 

 

그림 8은 본 논문의 분석 방법을 통하여 학내망의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이다. 학내망의 특성상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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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인 korea.ac.kr이라는 호스트가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들이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위 10개 이외의 사이트가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8. 서버별 상위 10개 도메인 분석 결과 

 

4.3 포털사이트의 서브도메인별 분석 

 

서브도메인별 분석은 각 도메인에서 발생한 트래픽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그림 9는 네이버의 

서브도메인별 분석 중 상위 10개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상위 10개의 서브도메인이 네이버 트래픽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서브도메인은 포털사이트의 특성상 검색에 사용되는 

search가 많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 cafe, sstatic, static이다. cafe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중 하나이며, static과 sstatic은 네이버의 기본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 gif 파일과 

같은 이미지 파일이나, 홈페이지 구성 자원들을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서브도메인이다. 

 

 

그림 9. 네이버의 상위 10개 서브도메인 분석 결과 

 

네이버의 서브도메인은 하루 평균 160~230개 정도 사용된다. 상위 10개의 서브도메인 이외에 cafeimg, 

blogimgs, ad, m, opencast 등 160개 이상의 서브도메인이 사용된다. 서브도메인의 수는 사용자의 새로운 

요구나 새로운 서비스가 요청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서브도메인의 사용은 

포털사이트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NOM Review, Vol. 16, No. 1

7



4.4 대표적인 서브도메인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브도메인의 분석 

 

본 논문의 분석 방법론을 학내망 트래픽에 적용해 본 결과 네이버의 서브도메인이 176개가 발견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네이버의 서브도메인 분석에 있어서, 대표적인 서브도메인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브도메인을 서비스 그룹으로 그룹핑하였다. 그림 10은 대표적인 서브도메인을 지원하는 서브도메인을 

그룹핑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10. 대표적인 서브도메인을 지원하는 서브도메인의 그룹핑 알고리즘 

 

호스트 정보가 시스템에 전달되면 시스템은 해당 호스트가 naver.com 인지 확인한다. 호스트 정보가 

naver.com이면 ‘.’을 기준으로 분류한 뒤 naver.com 앞에 위치한 내용을 확인한다. 대표적인 서브도메인 

리스트(Typical-subdomain List)와 비교하여 대표적인 서브도메인일 경우 DB에 정보를 추가하며 지원하는 

서브도메인의 경우, 대표적인 서브도메인으로 변경한 뒤 DB에 정보를 추가한다. 

그림 11은 다른 서브도메인을 지원하는 서브도메인의 그룹핑 예를 보여준다. 그림 11에서 상단은 

알려진 대표적인 서비스 명이고, 하단은 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서브도메인들이다. 예를 들면 

blog.naver.com을 지원하기 위한 서브도메인은 blogfile1.naver.com, blogfile2.naver.com과 같은 

서브도메인들이 존재한다. 

 

 

그림 11. 서브도메인과 이를 지원하는 서브도메인의 그룹핑의 예 

 

대표적인 서브도메인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브도메인의 분류 결과 176개의 서브도메인 중에 

대표적인 서브도메인을 나타내는 도메인명은 63개로 약 36%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blog.naver.com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기 위해 blogfile1.naver.com부터 

blogfile6.naver.com까지 다양한 서브도메인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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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HTTP 트래픽에 대하여 HTTP 트래픽을 발생시킨 서버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HTTP 헤더 필드의 Host필드와 Location 필드를 사용하였다. 

또한 HTTP 헤더를 통해 각각의 도메인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내망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버를 서브도메인별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서버별 플로우의 수, 바이트의 양, 패킷의 수를 파악하여 서버측에서 발생되는 

트래픽에 대한 세부적인 서비스에 대해 관찰할 수 있었으며, 서브도메인별 사용량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포탈에서 가장 인기있는 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추후 서비스별 서버 확충과 같은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즉, HTTP 트래픽을 서버측의 입장에서 분석함으로써 웹서버 관리자나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분석을 통하여 서버 증설 등의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측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털사이트 중 네이버에 한정된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이를 확장하여 다양한 도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그니쳐를 생성하여, 분석 시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줄이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네트워크, 날짜별 트래픽에 적용해 봄으로써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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