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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응용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패킷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며 대부분의 패킷들은 TCP/IP 
또는 UDP/IP 프로토콜을 따른다. 기업 및 기관의 네트워크 관리 담당자는 네트워크 트래픽 측정 및 감시, 네트워크 

보안 등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패킷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전달

되는 데이터를 면밀히 조사하는 DPI(Deep Packet Inspection)에서 페이로드의 특정 패턴을 검색하는 패킷 페이로드 

분석 알고리즘들의 성능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페이로드를 조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특정 패턴

을 페이로드에서 신속하게 검색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페이로드에 특정 패턴이 존재하는 경우, 그 패턴을 검출

할 수 있는 여러 알고리즘들을 소개하고, 세 가지 관점에서 수학적으로 성능을 분석하고, 응용프로그램의 목적에 적

합한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Various applications running in computers exchange information in the form of packets through the network. Most 
packets are formatted into UDP/IP or TCP/IP standard. Network management administrators of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able to monitor and manage packets transmitted over the network for Internet traffic measurement & 
monitoring, network security, and so on.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several algorithms which 
closely examine and analyze payloads in a DPI(Deep Packet Inspection) system. The main procedure of packet payload 
analysis is to quickly search for a specific pattern in a payload. In this paper, we introduce several algorithms which 
detect a specific pattern in payloads,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m from three perspectives, and suggest an application 
method suitable for requirements of a given DP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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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에 광통신 또는 기가비트 통신이 도입되어 높

은 전송률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

면서 수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다. 서로 

다른 컴퓨터에 실행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

터를 교환할 때는,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내지 않

고 일정한 크기로 분할해서 전송한다. 일정한 크기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패킷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패킷

은 헤더(header)와 페이로드(payload)로 이루어져 있다.
기업 및 기관의 네트워크 관리 담당자는 네트워크 트

래픽 감시를 통한 사용자 행동 분석, 네트워크 보안 등

을 위해서 데이터를 전달되는 패킷들을 지속적으로 관

리할 수 있어야 한다[1-7]. 네트워크 트래픽을 관리하는 

방법은 주로 TCP/UDP 및 IP 프로토콜의 헤더 정보(포
트번호, IP 주소, 프로토콜 등)를 검색하는 패킷 헤더 기

반 분석 방법, 패킷의 통계 정보(패킷 크기, 전송 방향, 
발생 시간, 지속 시간, 빈도수 등)를 활용하는 패킷 통계 

기반 분석 방법, 패킷 페이로드의 실제 내용을 조사하

는 패킷 페이로드 기반 분석 방법이 대표적이다.
첫 번째, 패킷 헤더 기반 분석 방법은 가장 많이 활용

되고 있는 방법으로, OSI 7 계층(OSI 7 Layer) 중 전송 

계층(Transport Layer) 프로토콜인 TCP와 UDP 의 헤더

와 네트워크 계층(Network Layer) 프로토콜인 IP의 헤

더 정보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분석한다. 플로우(flow)
를 정의하는 기본 단위인 5-tuple(source port, destination 
port, source ip address, destination ip address, protocol)
을 기준으로 트래픽을 분류하고 헤더 정보를 분석한다. 
헤더만 분석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

만 실제 데이터를 담고 있는 페이로드를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 두 번째, 패킷 통

계 기반 분석 방법은 패킷 크기, 패킷간의 발생시간, 윈
도우 크기 등의 플로우의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한

다. 이 방법은 패킷의 페이로드 정보를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 속도가 빠르고, 페이로드 정보를 분석하지 

않아 암호화된 트래픽에 적합한 방법론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통계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플로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분류 범위가 넓고 정확하

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2]. 세 번째, 패킷 페이로드 기반 

분석 방법은 응용 프로그램의 패킷 페이로드를 분석한

다. 실제 전달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결과를 보여 주지만 정보 추출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페이로드를 저장하

는데 드는 유지 및 관리 비용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제

한적으로만 사용되었다[5, 6]. 이런 단점은 컴퓨팅 성능 

향상 및 하드웨어 가격 하락으로 패킷 페이로드 자체를 

분석하는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패킷 페이로드

를 분석하는 것은 메타데이터 또는 헤더 정보와 같은 

부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내용을 조사하기 때문

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패킷 

페이로드 기반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관리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안되어 온 패킷 분석방법들

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여 향후 성능 개선을 위한 토대

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이다. 관련 연구들을 살

펴 본 결과, 지금까지 패킷 페이로드 기반 분석 방법들

에 대한 정량적인 성능 평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등의 

발전으로 네트워크 전송 데이터의 양도 급격하게 증가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풍부한 HW 및 SW의 자원을 바

탕으로 패킷 페이로드 기반 분석 방법을 활용한 DPI 시
스템이 활발하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보안을 

위해 SSL(Secure Socket Layer)를 HTTP 또는 FTP 등
에 적용하여 페이로드가 암호화된 경우에도 기업 또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중간 네트워크 장비에 프락시 서

버를 통해 페이로드 기반 분석이 가능하다. 여러 관점

에서 패킷 페이로드 기반 분석 방법에 분석 결과가 도출

된다면, 다양한 상황마다 적합한 패킷 페이로드 분석 방

법을 도입하는데 기준 지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세 가지 관점에

서 수학적으로 분석한다. 첫 번째는 ‘패턴검출확률’이
다. 패턴검출확률은 5-tuple로 구분되는 플로우 내에 특

정 패턴이 존재할 경우 그 패턴을 검출하는 확률이다. 
대부분 데이터들은 패킷이라는 작은 단위의 조각으로 

나뉘어져서 전달된다. 그리고 패킷에 담을 수 있는 데

이터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큰 파일 또는 대용량 콘텐츠

를 전송할 때에는 조각화(Fragmentation)이나 세분화

(Segmentation)로 패킷 크기만큼 분리되어 전송된다. 
이 때 그 특정 패턴이 두 개의 패킷에 분리되어 전송된

다면, 하나의 패킷 페이로드마다 패턴을 조사하는 방식

은 검출에 실패할 것이다. 특정 패턴을 검출여부는 DPI
의 효용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드시 분석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평균패턴검출시간’이다.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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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검출시간은 5-tuple로 구분되는 플로우에 특정 패

턴이 존재할 경우 그 패턴을 검출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의미한다. 패턴검출시간은 DPI가 실시간 분석

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

지만, 이 값은 컴퓨터의 성능에 의해서 크게 달라진다. 
합리적으로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패턴검출시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패턴 비교 횟수를 이용한다. 특
정 패턴을 한 번 비교하는 횟수를 1로 하고, 각 알고리

즘이 플로우를 조사하면서 특정 패턴을 검출하는데 까

지 패턴을 비교하는 총 횟수를 분석한다. 특정 패턴은 

플로우에 정해져 있는 위치에 존재하지 않고 골고루 분

산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패턴검출시간의 평균값을 계

산한다. 세 번째는 ‘패킷검색완료시간’이다. 패킷검색

완료시간은 특정 패턴을 플로우의 처음부터 끝까지 비

교하는데 걸리는 총시간으로, 패킷 페이로드 기반 분석 

방식의 전체적인 성능을 알 수 있다. 평균패턴검출시간

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패턴의 한 번 비교 횟수를 1로 

하고, 플로우의 처음부터 끝까지 특정 패턴을 비교하는 

총횟수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환경 

또는 요구사항에 따라 어떠한 패킷 페이로드 기반 분석 

알고리즘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한다.
2장에서는 대표 알고리즘들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의 수학적인 성능 분석을 통해 비교하

고 시스템 환경과 요구사항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패

킷 페이로드 기반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결

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서 서술한다. 

Fig. 1 An example of a flow consisting of multiple packets, 
and related notations

Ⅱ. 패킷 페이로드 기반 분석 방법

패킷 페이로드 기반 분석 방법의 수학적 분석을 위한 

기호, 용어 및 환경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림 1은 여러 개의 패킷들로 구성되어 있는 플로우

와 관련 기호들을 보여 준다. 하나의 플로우는 동일한 

5-tuple을 가진 NPK 개의 패킷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패

킷은 헤더와 페이로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패킷 페이로

드 기반 분석 방법에서는 헤더를 제거하고 페이로드만 

분석한다. 패킷의 페이로드의 최대 길이는 NPK 바이트

이며, 플로우를 구성하는 모든 패킷들은 NPK 바이트의 

페이로드를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첫 번째 패킷(1st 
packet) 페이로드의 첫 번째 바이트를 ‘0’으로 하고, 각 

바이트마다 1만큼 증가시키면서 인덱스를 부여한다. 마
지막 패킷(NPK

th packet) 페이로드의 마지막 바이트의 

인덱스는 NPK*LPK-1이다. 패킷 페이로드 기반 분석 방

식에서 찾고자 하는 특정 패턴은 패킷의 페이로드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길이는 LP 바이트이다. 

Fig. 2 Sliding windows pattern matching

그림 2는 페이로드를 한 바이트씩 시프트하여 “CHON”
이라는 4바이트 비트패턴을 검색하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의 패턴 매칭 기법이다. 여기서 LPK는 12바이트 이

고 LP는 4바이트이다. 조각화나 세분화의 상황이 존재

할 때, 특정 패턴을 검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TCAM (Tenary Contents Addressable 
Memory)[8], GPU(Graphics Processing Unit) 등을 하드

웨어 활용하거나 효과적인 FSM(Finite State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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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패턴 매칭 속도를 높이

는 것을 배제한 가장 기본적인 슬라이딩 윈도우 패턴 

매칭 기법을 가정한다. 
패킷-1, 패킷-2, 패킷-(1+a) 분석 방식은 패킷이 수신

될 때마다 분석할 수 있으며, 패킷-1, 패킷-2, 패킷-(1+a) 
순으로 개선되었다. 플로우 분석 방식은 모두 패킷들을 

저장하고 페이로드를 연결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DPI 
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 네트워크 패킷 분석 초창기

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다음 2.1~2.4 장에서 이 4가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2.1. 패킷-1 분석 방식 [4,6,8]

패킷-1 분석 방식은 패킷이 도착하면 헤더를 제거하

고 패킷 페이로드의 첫 번째 바이트부터 마지막 바이트

까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패턴 매칭을 수행하면

서 특정 패턴을 검출한다.
기가비트 네트워크 등이 도입되면서 데이터 전송이 

고속화되었다. 수신되는 패킷들의 페이로드를 소프트

웨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엄청난 부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심각한 속도 저하가 발생하였다. 또한, 하드

웨어 자원의 제약으로 고속 패턴 매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분석 방식들은 조각화나 세분화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패킷 페이로드를 대상으로 성능

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하였다[4, 6, 8]. 그래서 패킷이 

NIC(Network Interface Card)로 들어올 때마다 분석하

는 패킷-1 분석 방식이 사용되었다.
각 패킷의 페이로드의 길이가 LPK 바이트이고, 특정 

패턴의 길이가 LP 바이트이라면, 패킷이 도착할 때마다 

(LPK–LP+1)번의 비교를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NPK

개 패킷을 모두 수신할 때까지 계속된다.

Fig. 3 Procedure of packet-1 analysis 

그림 3은 패킷-1 방식이 동작하는 예제로 두 번째 패

킷에 특정 패턴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패킷이 도착할 

때마다 헤더를 제외한 패킷의 페이로드를 슬라이딩 윈

도우 방식으로 패턴매칭하며 두 번째 패킷의 페이로드

에 존재하는 특정 패턴을 발견하는 것을 보여 준다. 
패킷-1 방식은 하나의 페이로드 내에 특정 패턴이 존

재한다면 100% 검출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페이로

드에 분리되어 전송되는 경우에는 검출에 실패한다.
그림 4는 패킷-1 방식이 특정 패턴 검출하는데 실패

하는 경우를 보여 준다. 원본 데이터(original data)은 하

나의 패킷 페이로드에 탑재할 수 없는 경우 여러 개의 

페이로드로 나누고 각 페이로드마다 패킷 헤더를 붙여 

전송한다. 이 때 원본 데이터에 있는 특정 패턴이 두 개

의 패킷으로 나뉘어져 전송될 확률이 존재한다. 그림 4
에서처럼 특정 패턴이 두 개의 패킷으로 나뉘어져 전송

될 때, 하나의 패킷 페이로드마다 검사하는 패킷-1 방식

이 사용된다면 특정 패턴 검출에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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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example of failure to find a specific pattern 

2.2. 패킷-2 분석 방식 [9]

패킷-2 분석 방식은 같은 플로우의 패킷이 도착할 때

마다 이전 패킷의 페이로드를 연결하여 특정 패턴을 검

출한다. 
악성 코드임을 감추기 위해 악성 코드의 특정 패턴을 

조각화 또는 세분화하여 여러 개의 패킷으로 나누어서 

전송하는 공격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그 특정 패턴을 검출하기 위해 패킷-1 방식을 사용한다

면 검출되지 않을 확률이 있다. 반대로 조각화된 패킷

들을 모두 수신한 이후에 한다면,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없으며, 재조립(Reassembly)을 위해서 얼마나 패킷 

버퍼의 크기를 설정해야 하는지 예상이 어렵고, 버퍼 

오버플로우(Overflow)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패킷-2 분석 방식이 제안되었다. 
바로 직전에 수신한 패킷을 패킷 버퍼에 저장하고 있다

가 새로운 패킷이 수신되면 두 패킷의 페이로드를 연결

하여 패턴 매칭을 수행한다. 특정 패턴이 존재하면 

100% 검출할 수 있으며 패턴 매칭을 수행하는데 걸리

는 시간을 단축시켜 고속의 침입탐지가 가능하다.
1st packet 이 도착하면 버퍼에 저장하고 있다가 2nd 

packet 이 도착하면 1st packet와 2nd packet의 페이로드

를 연결하여 특정 패턴 검출을 수행한다. 3rd packet이 

도착하면 이전 패킷인 2nd packet의 페이로드와 연결하

여 조사한다. 정리하면, kth packet (k=2, ..., NPK)을 수신

하였을 경우 (k-1)th packet의 페이로드와 kth packet의 페

이로드를 연결하여 특정 패턴 검출을 수행한다. 
패킷의 페이로드의 길이와 특정 패턴의 길이가 각각 

LPK 바이트와 LP 바이트라면, 2nd packet부터 최대 NPK
th 

packet을 수신할 때까지 패킷마다 (2LPK – LP+1)번의 

비교를 수행한다. 패킷-1 분석 방식보다 약 2배의 비교 

횟수를 수행하지만 특정 패턴이 두 개의 페이로드에 분

리되어 전달되던지 하나의 페이로드에 전달되던지 상

관없이 100% 특정 패턴을 검출할 수 있다.
그림 5는 특정 패턴이 2nd packet에 포함되어 있을 때 

패킷-2 분석 방식이 수행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1st 
packet과 2nd packet이 도착하면 각각의 헤더를 제거하

고 2개의 페이로드를 연결하여 특정 패턴에 대한 패턴

매칭을 수행한다. 2nd packet 패킷을 버퍼에 잠시 보관

하였다가 3rd packet이 도착하면, 2nd packet의 페이로드

와 3rd packet의 페이로드를 연결하여 패턴매칭을 수행

한다. 이러한 과정을 NPK
th packet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수행한다. 
패킷-2 방식은 특정 패턴이 존재할 경우에 100% 검

출할 수 있지만,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번 검

출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패턴 매칭 시 검색 대상 페

이로드마다 바이트 오프셋(byte offset)을 조정하는 방

식 등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

문에서는 성능 분석할 때에 소프트웨어적인 영향의 최

소화를 위해서 각 방식에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패턴 매칭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소프트웨어적 수정이

나 개선은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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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ocedure of packet-2 analysis

2.3. 패킷-(1+α) 분석 방식 [9]

패킷-(1+α) 분석 방식은 이전 페이로드 일부를 버퍼

에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플로우의 새로운 패킷이 수

신되면 이전 페이로드 일부와 새로운 패킷 페이로드를 

연결하여 패턴 매칭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패킷-2방식과 마찬가지로 특정패턴이 두 개의 패킷

에 분리되어 전송하는 경우에도 100% 검출을 할 수 있

다. 패킷-2 분석 방식보다 버퍼에 복사되는 데이터 크기

를 줄이기 위해 패킷 전체를 저장하지 않고, 페이로드

에서 특정 패턴의 크기만 저장한다[9]. 버퍼의 부하를 

줄일 수 있으며 패킷-2 분석 방식에처럼 똑같은 검사를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없다. 
1st packet 이 도착하면 페이로드를 헤더와 분리하여 

패턴매칭을 수행하고, 1st packet 페이로드의 마지막 LP 
바이트를 버퍼에 저장하고 다음 패킷 수신을 대기한다. 
2nd packet 이 도착하면 1st packet의 마지막 LP 바이트와 

2nd packet의 페이로드를 연결하여 윈도우 슬라이딩 방

식으로 특정 패턴 검출을 수행하고, 2nd packet 페이로

드의 마지막 LP 바이트를 버퍼에 저장하여 다음 패킷 

수신을 대기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NPK
th packet을 수신

할 때까지 반복한다. 정리하자면, 1st packet 수신시 페

이로드 패턴매칭을 수행하고, 페이로드의 마지막 LP 바
이트를 버퍼에 저장하고 패킷 수신을 대기한다. 이후, 
kth packet (k=2, ..., NPK)을 수신하면 (k-1)th packet의 페

이로드의 마지막 LP 바이트와 kth packet의 페이로드를 

연결하여 특정 패턴 검출을 수행한다. 
각 패킷 페이로드의 길이와 특정 패턴의 길이가 각각 

LPK와 LP 바이트라면, 1st packet 이 수신시에는 (LPK –
LP+1)번, 2nd packet부터 최대 NPK

th packet까지 수신할 

때마다 (LPK +1)번의 비교를 수행한다. 패킷-1 분석 방

식과는 비교 회수는 비슷하고, 언제든지 특정 패턴을 

100% 검출할 수 있다.

Fig. 6 Procedure of packet-(1+α) analysis

그림 6은 2nd packet에 특정 패턴이 존재하는 경우 패

킷-(1+α) 분석 방식으로 특정 패턴을 검출하는 수행 과

정의 예를 보여 준다. 1st packet이 도착하면 패턴 매칭

을 수행하고 1st packet 페이로드의 마지막 LP 바이트를 

버퍼에 보관한다. 같은 플로우의 2nd packet이 도착하면 

버퍼에 보관되어 있는 LP 바이트와 2nd packet 페이로드

를 연결하여 패턴 매칭을 수행하고, 2nd packet 페이로

드의 마지막 LP 바이트를 버퍼에 보관한다. 3rd packet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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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면 2nd packet도착했을 때와 동일한 과정으로 패

턴 매칭을 수행한다.
패킷-(1+α) 분석 방식은 패킷-1 분석 방식이 100%의 

패턴검출확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 패킷-2 분석 방식

이 특정 패턴을 2회 검출하는 단점을 보완하였다. 이 방

식에서 이전 패킷 페이로드의 LP 바이트를 버퍼에 보관

하는 대신에 LP-1 바이트를 보관하면 검색 속도를 소폭 

개선할 수 있다. 

2.4. 플로우 분석 방식 [10, 11]

플로우 분석 방식은 플로우 내 전체 패킷의 페이로드 

전부를 한꺼번에 모아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패킷-1, 패킷-2, 패킷-(1+a) 방식은 NIC(Network 

Interface Card)로 들어온 패킷을 커널에서 분석하거나 

응용프로그램에게 전달되기 전 프로토콜 드라이버 계

층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반면, 플로우 

분석 방식은 프로토콜 드라이버 계층에 수신된 패킷들

을 플로우 별로 저장하거나 응용프로그램까지 전달된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았다가 전체를 한꺼번에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하기 시작한 

초기 방식으로 패킷 페이로드 기반 분석 방식 분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 방식이다.
1st packet부터 플로우의 마지막 패킷인 NPK

th packet
까지 도착하고 난 후에 모든 패킷 페이로드를 연결하여 

패턴 매칭을 수행한다. 각 패킷 페이로드의 길이와 특

정 패턴의 길이가 각각 LPK와 LP 바이트이고 플로우가 

NPK개의 패킷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NPKLPK–LP+1)번
의 비교를 수행한다.

그림 7은 2nd packet에 특정 패턴이 존재하는 경우 플

로우 분석 방식이 수행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플로우

의 마지막 패킷인 NPK
th packet이 도착하면 패턴 매칭을 

수행하여 특정 패턴을 검출한다.

Fig. 7 Procedure of flow analysis

플로우 분석 방식은 100%의 패턴검출확률을 제공하

고 특정 패턴이 존재하는 경우 1회만 검출하지만 모든 

패킷들이 도착하고 난 후에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

문에 실시간 검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패킷 페이로드 기반 분석 방식이 실시간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플로우 분석 방법으로 페이로드를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Ⅲ. 분석 알고리즘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패킷 페이로드 기반 분석 

방법들을 3가지 관점에서 수학적으로 분석한다. LPK는 

대부분 TCP 표준 환경에서 사용되는 1460 바이트로 고

정하였고, LP와 NPK는 성능 평가 관점에 따라 고정하거

나 변경하면서 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성능 평가 

관점마다 4개의 분석 방식들에 대해 수식을 도출하여 

표로 정리하고, 성능 비교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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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필요한 있는 경우에 수식을 그래프로 나타낸다.

3.1. 패턴검출확률

패턴검출확률은 플로우를 구성하는 패킷의 페이로

드에 특정 패턴이 존재할 경우 그 패턴을 검출하는 확

률이다. 패킷-1 분석 방식은 그림 4의 경우처럼 패턴검

출에 실패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들

을 고려하여 도출된 패킷-1 분석 방식의 패턴검출확률

은 표 1의 packet-1에서 처럼 NPK, LPK, LP의 함수로 나

타난다. 패킷-1의 패턴검출확률은 그림 1의 환경에서 

특정 패턴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특정 패턴

이 kth packet과 (k+1)th packet (k=1, ..., NPK-1)사이에 존

재할 경우를 고려하면 계산할 수 있다. 패킷-1 분석 방

식이 특정 패턴을 검출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설계된 

패킷-2, 패킷-(1-a), 플로우 분석 방식은 패턴검출확률

은 표 1와 같이 모두 1이다. 

Table. 1 Probabilities to detect a specific pattern

Method Probability

packet-1  

 

packet-2 1

packet-(1+α) 1

flow 1

패킷-1 분석 방식의 패턴검출확률을 수치로 계산하

기 위해서 LP는 10바이트로 가정하고, 패킷의 개수 NPK

를 10~1020개로 변경했을 때 대부분 0.99 이상이다. 다
른 분석 방식처럼 100% 검출은 못하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특정 패턴을 검출할 수 있다.

3.2. 평균패턴검출시간

평균패턴검출시간은 플로우 내에 특정 패턴이 존재

할 경우 플로우의 첫 번째 패킷(1st packet )을 받은 시점

에서부터 특정 패턴을 검출해내는 시점까지의 측정시

간의 평균값이다. 패턴검출시간은 네트워크로부터 패

킷을 수신하는 시점부터 측정되기 때문에 이 패킷 페이

로드 기반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DPI 시스템의 실

시간성 제공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모든 패킷이 

도착한 후에 검색할 수 있는 플로우 기반 분석 방식은 

평균패턴검출시간 관점에서 성능을 비교할 때는 제외

한다.
패턴검출시간의 값은 컴퓨터의 성능에 의해서 달라

지기 때문에 패턴검출시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패

턴 비교 횟수로 성능을 평가하였다. 특정 패턴을 한 번 

비교하는 횟수를 1로 하고, 각 알고리즘이 특정 패턴을 

검출하는데 까지 비교하는 총 횟수를 분석한다. 
특정 패턴은 플로우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고 가정

한다.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림 1의 byte index i 
(i=0, ..., NPKLPK-LP) 위치에서 특정 패턴이 시작하는 경

우마다, 각각의 분석 방식이 byte index 0부터 검색을 

시작하여 패턴을 검출할 때까지의 패턴 매칭 횟수를 계

산하고 평균을 구한다. 이 때 전체 경우의 수는 특정 패

턴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로 (NPKLPK-LP-1) 이다. 패킷

-1, 패킷-2, 패킷-(1+α)의 평균패턴검출시간은 표 2과 

같이 도출되며 모두 NPK, LPK, LP의 함수로 표현된다.

Table. 2 Averaged time to find a specific pattern

Method

Averaged time to find a specific pattern(# of times)

packet-1

 


  

 

 
  

 

 
  

   



packet-2

  


  

 

 
 

  

 
     

  

  

packet-(1+α)

 


  

 

 
    

   



그림 8은 알고리즘 성능 비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 2의 수식의 계산 결과 추이를 보여 준다. 패킷 페이

로드의 길이 LPK는 1046바이트로, 패킷의 개수 NPK는 

1,000개로 설정하였다. 그림 8에서는 LP를 5에서 200개
로 변화시켰을 때의 평균패턴검출시간을 보여준다. 패
킷-1과 패킷-(1+α)의 평균패턴검출시간은 비슷하지만, 
패킷-1의 패턴검출확률은 1보다 작다는 단점이 있다. 
패킷-2의 시간은 패킷-1 및 패킷-(1+α)의 시간보다 2배 

정도 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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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veraged time to find a specific pattern of 
packet-1, packet-2 and packet-α

3.3. 패킷검색완료시간

패킷검색완료시간은 주어진 플로우를 구성하고 있

는 패킷들의 페이로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색을 완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실시간으로 패킷 페이로드들

을 검색하는 DPI 시스템 보다는, 패킷들을 계속 수집하

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집된 패킷의 페이로드

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오프라인 방식의 

DPI 시스템에 적용할 패킷 페이로드 기반 분석 방식을 

선정할 때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특정 패턴을 

100% 검출할 수 없는 패킷-1 분석은 성능 평가 대상에

서 제외한다.
플로우 분석 방식은 페이로드를 모두 연결된 상태에

서 byte index 0부터 byte index (NPKLPK-LP)까지 검색한

다. 패킷-2와 패킷-(1+α) 분석 방식은 각 패킷마다 페이

로드를 분리하고, 바로 전에 수신한 패킷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함께 검색한다. 그래서 패킷-2 분석 방식의 경우

는 추가적으로 약 NPKLPK의 비교 횟수가 발생하여 2배
의 시간이 걸리고, 패킷-(1+α) 분석 방식은 NPK 정도의 

추가 비교 횟수가 발생하지만 비슷한 수준이다.

Table. 3 Time to complete pattern matching from 1st 
packet to NPK

th packet

Method Time to complete pattern matching
(# of times)

packet-2   

packet-(1+α)   

flow  

패킷-2, 패킷-(1+α), 플로우의 평균패턴검출시간은 

표 3과 같이 도출되며, 모두 NPK, LPK, LP의 함수로 표현

된다. 패킷-2의 패턴검색완료시간은 패킷-(1+α)과 패킷

-1의 2배 정도 걸린다. 그리고 세 개의 알고리즘 중에서 

플로우 분석 방식이 가장 빠른 패킷검색완료시간을 제

공한다. 실시간성을 요구하는 DPI 시스템에서 플로우 

분석 방식은 도입할 수 없지만, 패킷들을 수집한 이후

에 분석하는 DPI 시스템에서는 플로우 분석 방식이 가

장 적합하다.
표 4는 세 가지 관점의 성능 비교 결과를 기반으로 패

킷 페이로드 기반 분석 방식을 실시간성(realtime), 정확

성(accuracy), 속도(offline-speed) 면에서 4단계(best, good, 
not bad, bad)로 간단히 비교하였다. 비교 분석한 내용

을 토대로 3.4.에서 패킷 페이로드 기반 분석 방식의 적

용 방안을 도출한다.

Table. 4 performance comparison of packet payload 
based analysis methods

Method real time accuracy offline -speed

packet-1 best good good

packet-2 good best not bad

packet-(1+α) best best good

flow bad best best

3.4. 패킷 페이로드 기반 분석 방식 적용 방안

지금까지 DPI 시스템에서 적용 가능한 4가지의 패킷 

페이로드 기반 분석 방식에 대한 동작과정을 자세히 소

개하고 3가지 관점에서 성능을 수학적으로 분석하였다.
DPI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따라 어떤 패킷 페이로드 

분석 방식을 도입할지 달라 질 수 있다. DPI시스템의 요

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로 네

트워크로 유입되는 패킷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형

태이고, 두 번째로는 일정 기간 동안 패킷을 저장하고 

있다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수집된 패킷을 대

상으로 분석하는 형태이다. 3.1.~3.3.의 성능 분석결과

를 토대로 2가지의 DPI 요구사항에 따라 어떤 분석 방

식을 도입할지 제안한다. 
실시간성을 요구하는 DPI 시스템에 도입할 수 있는 

분석 방식은 패킷-1과 패킷-(1+α)이다. 컴퓨팅 자원이 

풍부하지만 그에 따라 네트워크도 고속으로 발전되면

서 같은 시간에 처리해야 할 패킷들은 훨씬 더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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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므로 실시간성 요구하는 DPI시스템을 소

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때 패킷-(1+α)의 경우에는 중간

에 페이로드 일부를 버퍼에 저장하고 다음 패킷의 페이

로드와 연결하는 작업들로 인해 시스템에 부하를 줄 수 

있다. 작은 수의 플로우를 대상으로 한다면 패킷-(1+α)
의 방식이 적용 가능하지만, 다수 또는 전수 플로우를 

대상으로 한다면 패킷-1(패턴검출확률: 0.99 이상)을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정 기간 동안 패킷을 저장하고 있다가 추후 패킷들

을 분석하는 DPI 시스템에서는 플로우 분석 방식이 가

장 적합하다. 패킷들이 유입될 때 플로우의 패킷들을 

헤더와 분리하여 페이로드를 별도로 저장한다면 플로

우 분석 방식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논문에서는 페이로드에 특정 패턴이 존재하는 경

우, 그 패턴을 검출하는 4가지 패킷 페이로드 기반 분석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세 가지 관점에서 성

능을 수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DPI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적용 방안

을 제시하였다. 
현재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Snort[12]와 

WinPcap(Windows Packet Capture Library)[13]를 활용

하여 하나의 DPI 시스템에 실시간성을 제공하는 분석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향후에는 수집된 패킷들의 페이

로드를 조사하는 분석 방식을 모두 구현하고 비교 분석

할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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