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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oft 404 오류’란, 웹 서버가 수신한 사용자 요청이 유효

하지 않은 URL (Dead Link)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웹 

서버가 404 상태 오류 코드 대신 200번대 성공 코드를 반환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Soft 404 오류는 웹사이트 개발자의 부주의, 

사용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의도적 활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

생하며, 전체 Dead Link 중 5~20% 가량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

다 [1,2].  

이러한 Soft 404 오류는 웹 검색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에 있

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oft 404 오류 

판별에 실패할 경우 Web Crawler는 정보량이 없는 문서의 수집

에 시간을 허비하게 되며, 인덱스의 공간 역시 낭비된다. 또한 

Dead Link의 검색 결과 노출은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상당한 악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Soft 404 오류의 정확한 

인식은 웹 검색 서비스 운영 및 유지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그 중요성도 불구하고 Soft 404 오류 판별 문제는 소수의 선

행 연구[1,2]에서 제한적으로만 다뤄졌을 뿐, 학술적으로 충분

한 연구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관련 연

구 대부분이 Soft 404 오류의 판별 문제를 정상적인 리다이렉션

(Redirection)과 404 오류에 의한 리다이렉션 간의 분류 문제로 

보고 있어, 리다이렉션을 수반하지 않는 Soft 404 오류의 경우 

관련 연구의 제안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범용성이 높은  Soft 404 오류 판별 

기술의 개발을 위해, 404 오류 안내 페이지 고유의 형태적 특성

을 인식해 오류 판별에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안 

방법은 404 오류 페이지의 디자인 특성이 다른 페이지와 상당히 

구분되는 점에 착안하였으며, 페이지의 형태적 특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방법에 비해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세부 목표

로 한다.  

 

1. 타 웹 문서와 구분되는 404 오류 페이지의 형태적 특징을 

이미지 인식 기법으로 자동 학습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2. 학습된 이미지 인식 모형을 사용하여, Soft 404 오류 페

이지를 실제로 판별 가능한지를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이후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2장에서는 404 오류에 

대해서 유형별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기존 관련 연구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음 3장에서는 웹 페이지의 형태적 자질의 검증을 

위해 실험에서 사용한 시스템의 구조 및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한 후, 4 장에서 실험 및 평가에 대해서 다룬다. 마지막으

로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서 다룬 후 논문을 맺는다.  

 

2. 연구 배경 및 관련 연구 
 

2.1 404 오류의 유형과 그 비중  

404 오류의 유형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

나, 본 논문에서는 리다이렉션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

라 다음 두 가지로 오류 유형을 구분한다:  

 

1. 별도의 오류 안내 페이지를 두고, 404 오류 발생 

시 해당 페이지로 리다이렉션하는 경우. 이 때 오

류 안내 페이지에는 고유의 URL 주소가 할당된다.  

  

2. 별도의 오류 안내 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404 오류 

발생 시 오류 안내 페이지를 동적 생성하는 경우. 

일체의 리다이렉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페이

지가 동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원 페이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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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존 방법의 활용만으로는 판별 가능한 Soft 404 오류의 유형이 한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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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는 기존 방법에 비해 보다 폭넓게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험에서 제안 방법은 87.6%의 정

확률과 92.7%의 재현율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식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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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영역만을 변경해 사용해 404 오류가 일어났음

을 고지하기도 한다. 동적으로 생성된 오류 페이

지의 예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동적으로 생성된 오류 페이지의 예  

 

전자의 경우 페이지를 동적으로 생성하지 않는 사이트나 

소규모 사이트에서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며, 후자의 경

우 e-commerce 사이트의 상품 페이지나 커뮤니티 사이트

의 게시판 등과 같이 많은 수의 웹 페이지가 데이터베이

스로부터 동적 생성되는 경우에 많이 활용된다. 

표 1은 한 상용 검색 서비스에서 특정 시간 동안 수집

한 웹 문서 집합에서 자동 검출된 Soft 404 오류의 유형

별 빈도를 보여준다.  

 
표 1. 자동 검출된 유형별 Soft 404 오류 URL 수 및 비중.  

구분 문서 수 % 

리다이렉션을 수반한 Soft 404  5,437 2.0% 

리다이렉션을 수반하지 않는 Soft 404  266,008 98.0% 

 

대규모 문서 집합에서 존재하는 전체 Soft 404 오류를 

수작업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이 자동 검

출에 성공한 경우만을 빈도 계산에 포함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야하나, 인식된 Soft 404 오류 중 리다이렉션을 수

반하는 경우가 2% 정도로 매우 작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 

[1,2]와는 상당히 배치되는 결과로 보인다. 이는 (1) 한

국의 웹 환경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2) 과거와 달

리 현재 웹 공간에 존재하는 상당 수의 웹 문서가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동적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2 관련 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oft 404 오류 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는 리다이렉션을 수반하는 유형의 오류 판별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404 오류 발생 시 웹서버가 리다

이렉션하는 오류 안내 페이지의 URL을 자동 식별하는 방

법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초기 관

련 연구 중 하나인 [1]에서는 웹 사이트의 정상적인 URL 

일부에 임의의 문자를 삽입하여 가상의 Dead Link를 생

성, 이를 웹 사이트에 반복 질의함으로써 오류 안내 페

이지를 식별하는 휴리스틱을 제안했다. 이 방법은 상당

히 단순한 방법으로도 정확하게 오류 안내 페이지의 URL

을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각 사이트에 대

해서 반복해서 URL을 생성, 질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

으며, 리다이렉션 패턴이 단순하지 않은 경우 정확한 오

류 페이지 URL 인식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 또한 리다이

렉션을 수반하지 않는 Soft 404 오류의 경우 적용이 불

가능하다.  

이 문제의 완화를 위해 [2]에서는 웹 문서 수집기의 

로그에서 리다이렉션 정보를 추출, 이로부터 Soft 404 오

류를 판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2]의 제안 방법은 리

다이렉션을 유발한 URL, Host의 수 등 로그에서 추출한 

통계 정보에 기반해 오류를 판별했으며, 실험에서 86.6%

의 정확률과 73.6%의 재현율로 Soft 404 오류를 판별하

는 등 상당히 좋은 인식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1]과 

마찬가지로 리다이렉션을 수반하지 않는 오류의 경우 판

별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상용 검색 엔진에서는 이미 

알려진 Soft 404 (혹은 일반 404) 오류 안내 페이지로부

터 html 패턴 규칙이나 텍스트 기반 분류 모형을 학습한 

후, 이에 기반해서 오류를 판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

다. 앞서 소개한 기존 연구의 방법들과는 달리, 이러한 

컨텐츠 기반 방법은 리다이렉션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도 Soft 404 오류의 판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오류 안내 페이지가 소수의 이미지로만 구성되거나 짧은 

길이의 텍스트로만 구성되는 등 적은 량의 컨텐츠 정보

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높은 오류 판별 성능을 기대하

기는 다소 어렵다.  

 

3.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 및 사용 알고리즘 
 

요청한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웹 사이트들은 상당

히 정형화된 스타일의 오류 안내 페이지를 사용하는 경

향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예시하고 있는 4개의 

오류 안내 페이지는, 서로 다른 웹 사이트의 페이지임에

도 불구하고 넓은 여백, 중앙에 위치한 단순한 형태의 

이미지, 비교적 짧고 단순한 텍스트 정보의 사용, 검색

창의 존재 등 시각적 혹은 형태적인 측면에서 많은 공통

점을 보여준다.  

  

 
그림 2. 404 오류 안내 페이지의 다양한 예 

 

이러한 오류 페이지 고유의 시각적, 형태적 유사성을 

이미지 인식 기법으로 학습 가능하다면, 이에 기반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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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확하고 범용성 높은 soft 404 오류 판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직관에 기반하여 본 논문에서는 그림 3

과 같은 구성의 오류 판별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 3. 제안 시스템의 구성 

 

그림에서와 같이, 제안 시스템은 URL을 입력으로 받아

서 (1) 오프 스크린 렌더링 컴포넌트를 사용해 URL에 대

응하는 웹 페이지를 스크린샷 이미지로 변환하고 (2) 생

성된 스크린샷 이미지가 404 상태 오류 안내 페이지의 

이미지인지 여부를 사전 구축된 이미지 분류기를 사용해 

판단한다. 이미지 분류기에 의해 웹 페이지 이미지가 오

류 안내 페이지 부류로 분류되면, 시스템은 입력 URL을 

Soft 404 오류에 의한 Dead Link로 간주하고, 이를 결과

로 최종 출력한다. 

오프 스크린 렌더링 컴포넌트는 URL을 입력으로 받아 

웹 서버로부터 HTML 및 기타 필요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렌더링 엔진을 사용해서 브라우저에 실제 디스플레

이 되는 모습에 가까운 고정 크기 이미지로 변환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오픈 소스인 크로미엄 임베디

드 프레임워크(Chromium Embedded Framework, CEF)의 렌

더링 엔진[3]을 대규모 웹 수집 환경에 맞도록 변경해 

적용하였다. 또한 생성된 웹 문서 이미지의 크기를 대규

모 웹 수집 시 처리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해상도 변환 및 크로핑 (resizing and cropping) 후처리 

프로세스를 별도로 구현, 적용하였다.  

오류 안내 페이지 여부를 판별하는 이미지 분류기의 

구축을 위해서는 신경망 기반 이미지 인식 기법 중 하나

인 NASNet 모형[4]을 사용하였다. NASNet 모형은 강화 학

습 방법에 기반, 사람에 의한 별도의 엔지니어링 없이도 

최적의 신경망 아키텍처를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 

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사진 등 전형적인 

이미지 데이터가 아닌, 웹 페이지의 이미지를 분류 대상

으로 해야하는 제안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 상당히 매

력적인 장점이 될 수 있다.  

 

4. 실험 및 평가  
 

4.1 실험 환경  

Soft 404 오류 페이지의 비중은 전체 웹 페이지의 극

히 일부이기 때문에, 임의의 문서 집합을 사람이 하나하

나 검수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많은 수의 Soft 404 학습 

및 평가 예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

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동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 

및 평가 데이터를 생성한다.   

 

Soft 404 오류 예제 집합 (긍정 예제 집합) : 상용 검

색 서비스의 최근 수집 웹 문서 중 Soft 404 오류로 시

스템에 의해 자동 분류된 결과 중 21,000 건을 랜덤하게 

추출하여 긍정 예제 집합으로 간주하였다. 하나의 호스

트에서 지나치게 많은 문서를 추출하여 이미지 분류기 

학습에 편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일 호

스트에서는 50개 이하 문서만을 추출되도록 제약하였다.  

 

정상 웹 문서 예제 집합 (부정 예제 집합) : 유사하게 

상용 검색 서비스의 최근 수집 웹 문서 중 색인에 최종 

포함된 문서 21,000 건을 랜덤하게 추출하여, 부정 예제 

집합으로 사용하였다. 이 문서들은 Spam Filtering, 문서 

품질 측정 등 다양한 검수 프로세스를 거친 문서들이기 

때문에, Soft 404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확률이 다른 경

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긍정 예제 집합 구축 시와 

동일하게, 단일 호스트에서 50개 이상의 문서가 포함되

지 않도록 문서 수집 과정에서 제약 조건이 사용되었다.  

 

수집한 데이터 중 긍정 /부정 예제 각 20,000건을 임

의로 선택, 학습 데이터로 실험에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000건 중 일부를 사람이 검수, 판별 오류를 수

정하였고, 결과로 산출된 긍정, 부정 예제 각각 599건을 

평가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표 2는 이렇게 생성된 학습 

및 평가 데이터에 대한 통계 수치를 보여준다.  

 

표 2.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의 구성. 
 학습 데이터 평가 데이터 

페이지 수 호스트 수 페이지 수 호스트 수 

Soft 404 오류  20,000 8,259 599 528 

정상 웹 페이지 20,000 6,943 599 579 

 

 

4.2 실험 결과 

아래 표 3은 실험에서 평가된 제안 시스템의 성능을 

보여준다.  

 

표 3.제안 시스템의 성능 평가 결과 
 정확률 

(Precision) 

재현율 

(Recall) 

F1 Score 

시스템 성능 87.67% 92.65% 90.09%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험에서 제안 시스템은 상

당히 정확하게 Soft 404 오류를 정상 문서와 구분, 인식

하였다. 동일한 데이터에서의 비교가 아니라는 한계는 

있으나, 기존 연구 [2]에서 제안한 리다이렉션 기반 방

법의 성능을 86.6%의 정확률과 73.6%의 재현율로 보고했

음을 감안하면 제안 시스템 성능은 정확도 측면에서 의

미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웹 페이지의 형태적 특성에 기반해 Soft 404 오류를 효

율적으로 판별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함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 4,5,6에서는 (1) 제안 시스템이 Soft 404 

오류 탐지에 성공한 경우와 (2) 정상 문서를 Soft 404 오

류로 오인식한 경우, (3) Soft 404 오류로 인식하는데 실

패한 경우의 예제 각각을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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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oft 404 오류 인식에 성공한 예 

 

 
그림 5. 정상 문서를 Soft 404오류로 오인식한 예 

 

 
그림 6. Soft 404 오류를 정상 문서로 잘못 인식한 예 

 

표 4.서로 다른 이미지 인식 모형 간 Soft 404 인식 성능 비교. 

학습 시간 단축을 위해서 학습 데이터 중 10%만을 랜덤 샘플링

하여 사용하였다.  
 분류 정확도 

(Accuracy) 

재현율 

(Recall) 

NASNet 82.1% 82.4% 

Resnet 50 [5] 78.7% 68.8% 

Inception V3 [6] 79.3% 72.67% 

 

그림 5와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지 위주로 구

성되어 있는 이벤트 페이지나, 내용 대부분이 비어있는 

페이지의 경우 정상 문서이더라도 오류 안내 페이지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오류 안내 페이지

라 하더라도 웹 페이지의 디자인이 다소 통상적이지 않

은 경우는 인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보다 

다양한 Soft 404 학습 예제가 학습에 필요하거나, 웹 페

이지의 형태적 특징 외에, 텍스트 정보를 추가로 사용해

서 성능을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표4는 NASNet 외 다른 신경망 기반 이미지 

인식 모형을 사용했을 때, Soft 404 오류 판별 성능의 변

화를 보여준다. 비교 대상으로는 대표적 신경망 기반 이

미지 인식 모형 중 하나인 [5], [6]을 선택하였다. 

NASNet 적용 시와 동일하게, 아키텍쳐 엔지니어링 등 별

도의 최적화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표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다른 두 모형에 비해 NASNet

의 성능이 일관적으로 높았다. 이는 웹 문서 이미지가 

사진 등 다른 일반적인 이미지 데이터와 그 특성이 상당

히 다르며,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별도의 모델링이나 엔

니지어링 작업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오류 안내 페이지의 형태적 특징에 기

반하여 Soft 404 오류를 판별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

해서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은 기존 오류 판별 방법에서 

인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웠던 리다이렉션을 수반하지 

않는 Soft 404 오류나 소수의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오류 

안내 페이지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험에서 제안 방법은 87.6%의 정확률과 92.7%의 재현율

을 보였으며, 이는 웹 페이지의 형태적 특징 인식에 기

반해서 Soft 404 오류를 효과적으로 판별 가능함을 의미

한다.  

향후 연구로는 웹 문서 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

류할 수 있도록 대규모 학습 데이터의 자동 구축 방법이

나, 이미지 인식 모형의 성능 개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형태적 특성만으로는 분별이 어려운 

경우를 처리 하기 위해 텍스트나 HTML 구조 정보 등 추

가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려된다.   

 

참고문헌 
[1] Z. Bar -Yossef, A . Z . B roder, R. Kum ar, and A. 

Tomkins. Sic transit glor ia telae: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web’s decay. In WWW ’2004. 

[2] T. Lee, J. Kim, J-W. Kim, S-R. Kim, and K. Park. 
Detecting Soft Errors  by Redirection 

Classification. In WWW’ 2009  

[3] https://bitbucket.org/chromiumembedded/cef 
[4] B. Zoph, V . Vasudevan, J . Shlens, and Q -V. Le. 

Learning transferable architectures for scalable 

image recognition. In CVPR, 2018.  

[5] K. H e, X.Zang , S. Ren, J . Sun,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In CVPR, 2016 

[6] C-Szegedy, W. Liu, Y. Jia, P. Sermanet, S.  Reed, 
D. Anguelov, D. Erhan, V. Vanhoucke, A. Rabinovich, 

Going deeper with convolutions, In CVPR, 2015   

 

- 3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