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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port 번호를 사용하고 암호화된 payload를 가지는 packet을 

발생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이 port 

기반이나 signature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ML(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ML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의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IANA에서 지정한 well-known port 번호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한정되어 수행되므로, 이 결과는 기존의 port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본 논문은 ML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2개 

이상의 다양한 port 번호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의 정확도가 가장 놓은 결과를 보이는 ML 알고리즘과 

feature set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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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네트워크 망 관리를 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확하게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을 분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적합한 QoS(Quality of Service)를 제공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는 필수적이다. 현재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는 크게 다음 두 가지 종류의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는, IANA에서 할당한 port 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분류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well-known port 번호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의 payload 분석을 통해 특정 signature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최근에 동적으로 port 번호를 할당하여 packet을 발생하거나 payload를 암호화한 

packet을 발생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지고 있어서 기존의 방법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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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IANA에서 할당한 기존의 well-known port 번호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증가함에 따라 이 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 ML(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 방법이 등장했다. ML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동적으로 변하는 port 번호의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과 payload에 독립적인 Inter-packet arrival time 등의 통계수치를 

이용한다는 점은 ML 알고리즘이 애플리케이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ML 알고리즘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ML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를 하는 것은 매우 정확한 

결과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ML 알고리즘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를 수행하는 기존 연구들은 수집한 데이터를 ML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분류하기 위한 

훈련(training)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를 위해서 well-known port 번호를 사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트래픽 분류의 정확도 측면에서 port 번호를 분석하여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를 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POSTECH의 인터넷 트래픽을 대상으로 J48, REPTree, BayesNet, Multi-

layer Perceptron의 4가지 ML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2개 이상의 동적인 port 번호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POSTECH의 구성원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판단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를 한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ML 알고리즘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를 한 기존 논문들은 flow를 기반으로 한 

정확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바이트를 기반으로 한 정확도가 traffic shaping, usage 

billing policy, network planning과 같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유용하다[11]. 또한 flow를 기반으로 

한 정확도는 각 flow마다 가지는 가중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1000 바이트인 flow와 

10000 바이트인 flow가 있다고 가정할 때, flow 기반으로 정확도를 본 측면에서 두 개의 flow는 

같은 가중치를 가지는 flow이다. 반면에 바이트 기반으로 정확도를 본 측면에서는 10000 

바이트인 flow가 1000 바이트인 flow의 10배 정도의 가중치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flow 기반 정확도와 함께 바이트 기반 정확도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의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 트래픽 분류에 적용되는 ML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고, ML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를 수행한 기존 

연구에 대해서 알아본다. 3장에서는 트래픽 데이터 수집 방법과 feature set에 대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내용과 그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2. 관련연구 및 ML 알고리즘  

이 장에서는 ML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ML 알고리즘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의 기존 연구에 대해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분류의 정확도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2.1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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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분류에 사용하는 ML 알고리즘은 unsupervised, supervised, feature reduction, 

Neural Network 알고리즘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2, 3]에서 사용하는 unsupervised 

ML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들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각 클래스 별로 분류를 하며, 자주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는 K-Means, DBSCAN, AutoClass, Expectation Maximization 등이 있다. 

[4, 5, 6]에서 사용하는 supervised ML 알고리즘은 알려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training 

한 후, 그것을 기반으로 알려지지 않은 test 데이터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말하며 자주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는 J48, REPTree, NaïveBayes, BayesNet, Naïve Bayes Kernel 

Estimator등이 있다.  

이론적으로 unsupervised ML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사람이 미쳐 파악하지 못한 

애플리케이션까지 그룹으로 묶어줘 주어진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어진 데이터가 정확히 어떤 애플리케이션인지 알 수 없다. 그룹지어진 데이터를 몇 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분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ML 분야에서 open problem으로 남겨져 있으며, 

따라서 미리 구분이 되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개수를 정해 주어야 한다.  

Neural Network은 생물학에서의 neural network를 수학적이며 계산학적인 모델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들은 인공적인 뉴런들의 상호 연결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artificial neural network는 학습 기간 동안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흘러 다니는 외부 또는 내부 

정보들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구조를 바꿔가며 적응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Neural 

Network는 input node, output node, hidden node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론적으로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내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Neural Network에서 자주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는 Radial Base Function(RBF) Network와 Multilayer Perceptron(MLP) 등이 

있다[18]. 아직까지 Neural Network를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에 적용한 기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본 논문에서 Neural Network를 적용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5]에서 Williams는 feature의 개수가 많을수록 분류의 overall accuracy가 높아짐을 

보여준다. 하지만 feature의 개수가 많을수록 계산 복잡도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 trade-off 

문제를 최적화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feature reduction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 예로서 Genetic 

Algorithm[9], Fast Correlation-based Feature Selection Algorithm[17], Consistency-based 

Search in Feature Selection[16] 등이 있다. 이 알고리즘은 주어진 feature들 중 중복된 속성을 

가진 feature들을 제외하고 overall accuracy을 높인다고 판단하기 힘든 feature들을 제외한 

나머지 feature들로 구성한 feature set을 자동으로 정의한다. 

인터넷 트래픽 분류의 새로운 approach로서 ML 알고리즘과 다른 approach를 적용했을 때의 

차이점은 ‘Unknown’이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이다. 다른 approach에서의 Unknown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으로 분류해야 할지 알 수 없음을 의미하지만, ML 알고리즘에서의 Unknown은 그 

자체로서 또 다른 특징을 가지는 애플리케이션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approach를 

이용할 때 보다 ML 알고리즘을 이용할 때에 분류를 하기 위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더 많은 

배경지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2 ML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의 기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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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알고리즘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이루어 졌으며 

현재 Center for Advanced Internet Architecture(CAIA)[1]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ML 알고리즘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 기존 연구 논문들이 사용한 ML 알고리즘 

기존 연구 논문들이 적용한 ML 알고리즘은 다양하며, 각 논문들이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에 적합하다고 제안한 ML 알고리즘도 다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각각 다른 feature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였다. 표 2는 기존 연구들이 사용한 feature들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기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Inter-packet Arrival Time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기존 연구 논문들이 

feature로 port 번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well-known port 번호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트래픽 분류를 하기 때문에 port 번호는 feature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들은 cross validation을 적용하여 분류하였으며, 분류 결과는 약 92~93%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표 2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Feature 

Erman[2]은 K-Means, DBSCAN, AutoClass와 같은 cluster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별 트래픽 분류를 수행하고 있다. 이 논문[2]에서는 각 ML 알고리즘을 통한 트래픽 

분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보여준다. 오클랜드와 캘거리 대학의 인터넷 링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단일한 port 번호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분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port 별 분류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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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POSTECH의 인터넷 링크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port를 두 개 이상 동적으로 

할당 받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분류한다.  

[6]에서 Moore는 Naïve Bayes, Naïve Bayes Kernel Estimator를 이용해서 인터넷 트래픽 

분류를 수행한다. 그 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Bayesian Analysis Technique가 인터넷 트래픽 

분류를 하기에 가장 성능이 좋은 ML 알고리즘임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6]에서 다루지 않은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4가지의 ML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인터넷 트래픽 분류를 

수행한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5]에서 Park은 Naïve Bayes, Naïve Bayes Kernel Estimator와 REPTre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QoS provision에 따라 구별하고 QoS 수준별로 트래픽 분류가 

이루어지는 scheme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QoS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별로 인터넷 

트래픽 분류를 한다. Park은 또한 다른 논문[9]에서 feature reduction 알고리즘인 Genetic 

Algorithm과 J48, Naïve Bayes Kernel Estimator, REPTree 인 ML 알고리즘을 적용한 인터넷 

트래픽 분류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feature reduction 알고리즘이 가지는 효과를 보여준다. 

[8]에서 Williams은 Naïve Bayes, C4.5, Bayesian Network, Naïve Bayes Tree등 5가지 

ML 알고리즘과 여러 가지 feature reduction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인터넷 트래픽을 분류한다. 이 

논문에서 5가지 알고리즘 중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며, 2가지 feature 

reduction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비교 분석하여 feature reduction 

알고리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4가지 ML 알고리즘을 적용한 인터넷 트래픽 

분류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가장 좋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는 ML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2.3 평가 방법 

ML 알고리즘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에서 고려해야 할 평가 방법은 cross-

validation과 split-validatio의 두 가지가 있다. cross-validation은 동일한 시간대에 수집된 

하나의 데이터 set 안에서 training set과 testing set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set을 10등분 하여 그 중 하나를 testing set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9개를 training 

set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한다. testing set이 10번 바뀌고 동시에 training set도 10번 바뀌면서 

10번의 실험이 이루어 진다. 반면에 split-validation은 각각 다른 시간대에서 수집한 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training set과 testing set을 구성한다. 즉, training set과 testing set이 

독립적인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Cross validation을 사용하면 특정 data set에 한정된 분류 정확도만 고려한다. 또한 data 

set이 바뀔 때마다 training set이 매번 바뀌어야 하므로 인터넷 트래픽을 대상으로 ML 

알고리즘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를 하기에 부적합하다. 반면에 split validation은 각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는 training set을 구성하면, 매번 바뀌지 않고 하나의 

training set으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split validation은 인터넷 

트래픽을 대상으로 ML 알고리즘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에 적합하다. 

분류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precision과 recall, overall accuracy인 세 가지 평가 

기준이 있다. Precision과 recall은 각 애플리케이션 별로 분류의 정확도를 의미하는 평가 

기준이다. 반면에 overall accuracy는 testing set에 속하는 데이터를 하나로 보고 분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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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를 의미하는 평가기준이다.  

Recall은 ‘ML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A 그룹으로 분류된 원소 중 실제 A 그룹에 속한 개수 / 

분류 전 실제 데이터 set에서 A 그룹의 원소 개수’이고 precision은 ‘A 그룹으로 분류된 원소 중 

실제 A 그룹에 속하는 원소 개수 / A 그룹으로 분류된 전체 원소 개수’이다. Precision과 recall 

그리고 overall accuracy는 True Positive(TP)와 False Positive(FP), False Negative(FN) 

등으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7]. 

 

 

 

 

 

  

 

3. Data Set & Feature Set 

이 장에서는 트래픽 데이터를 수집한 환경과 분류를 하는 대상으로 선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정의한 feature set에 대해 알아본다. 

 

3.1 Data Set 

본 논문은 2개 이상의 port 번호를 동적으로 할당 받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트래픽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패킷을 호스트와 인터넷 링크에서 

수집하였다. 분류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은 NGMON[13]을 참조하여 POSTECH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위 20위 안팎의 것들 중 13개를 선택했다. 따라서 선택된 애플리케이션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표 3은 본 논문에서 분류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준다. 

 

표 3. POSTEC의 애플리케이션 Trace 

Web traffic은 http, https 프로토콜을 포함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그리고 Web disk는 자료를 토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저장 공간에 저장하고 여러 

사용자들이 그 자료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본 논문은 Clubbox, Parandisk, Soribada, 

Totodisk의 애플리케이션을 분류한다. Soribada는 음악 파일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포탈 

사이트이다. 기존에는 Soribada가 p2p 애플리케이션으로 분류가 되었고 사용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음악 파일을 주고 받는 애플리케이션 이었지만 최근 저작권 문제로 Soribada는 서버에서 

대부분의 음악파일을 유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물론 p2p 프로토콜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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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간 파일 공유를 제공하지만 대부분 검색어가 저작권 문제로 차단되어 있다. 

또한 F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인 Alftp를 분류한다. P2P 프로토콜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중 Fileguri, Bittorrent, Gample을 분류한다. P2P 어플리케이션 중 Bittorrent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파일 검색을 하지 않고, 웹 기반의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파일 검색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파일 검색을 하는 웹 트래픽까지 Bittorrent의 트래픽으로 간주한다. Gample과 

Fileguri는 유료 p2p 애플리케이션이다. 게임 애플리케이션으로 Hangame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과 star craft의 Battle-net도 분류 대상이 된다. Sayclub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Web traffic이 아닌 Chatting 

애플리케이션으로 분류한다. MS Windows에서 제공하는 Remote Computer Controller인 

MSTC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분류한다.  

데이터 수집은 특정 호스트의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트래픽 데이터를 Ethereal을 

이용하여 호스트에서 수집하고 동시에 특정 호스트로부터 발생한 트래픽 데이터를 인터넷 

링크에서 dag 카드를 가지는 트래픽 capture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호스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training set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로 쓰이고 인터넷 링크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testing set의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즉, 호스트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training을 한 

모델을 이용하여서 인터넷 링크의 트래픽을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한다.  

본 논문은 training set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3~5대의 호스트를 이용하여 약 10시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고 testing set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그림 1의 인터넷 링크에서 데이터를 

3시간 동안 수집한다.  

Internet

POSTECH
Enterprise Network Traffic Capture 

System
 

그림 1. 트래픽 Capture 위치 

표 4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용량과 데이터를 flow로 변환했을 때, flow의 개수를 

나타낸다. 

 

표 4. 각 애플리케이션 Data size 및 Flow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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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Feature Set 

ML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feature를 잘 선정해야 한다. ML 알고리즘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를 한 기존 연구는 feature를 잘 선정하기 위해 session 기반 또는 flow 기반으로 패킷 

데이터를 aggregation 한다. session을 기반으로 aggregation 해서 feature를 선정하는 것은 

UDP 트래픽 데이터를 다루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UDP 트래픽 데이터를 

발생하는 게임 트래픽을 다루기 위하여 source IP address, source port 번호, destination IP 

address, destination port 번호, protocol로 정의한 flow 기반으로 트래픽 데이터를 aggregation 

한다. 표 5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feature를 보여준다. 

 

표 5. 선정한 Feature 

Packet header에서 라우팅 정보로 사용되는 IP address와 port 번호, 그리고 하나의 

flow안에 속한 패킷들의 바이트 총합을 나타내는 Byte Count, 그리고 flow가 유지된 시간을 

의미하는 Connection Duration, 그리고 하나의 flow에 속하는 패킷들의 Size Distribution과 

Inter-Packet Arrival Time의 Distribution인 feature들을 이용하여 feature set을 구성한다.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는 IP address와 port 번호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IP address와 port 번호를 사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반영한 4가지의 feature 

set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가장 좋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는 feature set을 제시하고자 한다. 4가지의 feature set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all: 모든 feature가 선택된 경우   

(2) without IP: 모든 feature에서 source와 destination의 IP address를 제외한 경우  

(3) without port: 모든 feature에서 source와 destination의 port 번호를 제외한 경우 

(4) without IP&port: 모든 feature에서 source와 destination의 IP address와 port 번호를 

제외한 경우 

 

4. 실험결과 

이 장에서는 3.2장에서 언급한 4가지 feature set과 ML을 적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을 

분류한 기존 논문에서 많이 적용한 J48, REPTree, BayesNet과 기존 논문에서 드물게 

사용했지만 트래픽 분류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Multi-layer 

Perceptron의 4가지 ML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분류의 overall accuracy를 가장 높일 수 있는 ML 알고리즘과 feature 

set을 제시한다.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를 하기 위해 호스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구성한 training set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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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training하여 인터넷 링크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구성한 testing set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결과를 flow 기반과 바이트 기반으로 측정한 overall accuracy 값을 보여준다. 

 

4.1 Flow 기반의 분류 결과 분석 

그림 2는 4가지 ML 알고리즘과 4가지 feature set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의 

결과를 flow 기반으로 측정한 overall accuracy 값을 보여준다. J48과 BayesNet 알고리즘을 

4가지 모든 feature set 정보를 이용하여 분류에 적용한 경우에 90%에 가까운 overall accuracy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 Flow 기반 Overall Accuracy 

표 6는 BayesNet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3.2장에서 정의한 모든 feature들로 구성한 (1)번 

feature set을 적용하여 flow 기반으로 각 애플리케이션별 트래픽을 분류한 결과의 precision과 

recall로 나타낸다. 

 

표 6. Flow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별 Precision & Recall 

표 6을 살펴보면 Alftp와 Parandisk, Hangame, Sayclub의 분류 결과 precision과 recall 

값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Starcraft는 precision은 100%로 매우 높지만 recall은 약 23%로 

낮다. 즉, Starcraft라고 분류된 데이터는 100% 제대로 분류가 되었지만 실제로 Starcraft 

트래픽임에도 불구하고 분류가 되지 못한 데이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training set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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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위해 모은 데이터의 양이 testing set의 데이터가 가지는 모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을 

보인다.  

Alftp와 Paranidsk는 Alftp의 precision은 약 17%이고, recall은 약 6%이며 Parandisk의 

precision과 recall은 약 18%와 43%로 분류 결과가 좋지 않다. 이 까닭은 Alftp와 Parandisk의 

데이터가 가지는 특성이 매우 비슷하여 Alftp의 많은 데이터가 Parandisk의 데이터로 분류가 

되었으며 Parandisk의 많은 데이터가 Alftp의 데이터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분류 결과의 

Confusion matrix를 살펴보면 Alftp에 속하는 약 60%의 데이터가 Parandisk로 분류가 되었고 

Parandisk에 속하는 약 40%의 데이터가 Alftp로 분류가 되었다.  

Hangame의 분류 결과는 precision은 약 17%, recall은 51%이고 Sayclub의 분류 결과는 

precision은 약 12%, recall은 36%이다. Hangame과 Sayclub은 웹 브라우저 안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Http로 분류가 되어서 각 애플리케이션의 recall이 

낮았다. 또한 Hangame과 Sayclub이 아닌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의 데이터 중 Http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많은 데이터들이 Hangame과 Sayclub로 분류되어서 Hangame과 Sayclub의 precision이 

낮은 것이다.  

 

4.2 바이트 기반의 분류 결과 분석 

그림 3은 4가지의 ML 알고리즘과 4가지의 feature set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의 결과를 바이트 기반으로 측정한 정확도를 보여준다. 

 

그림 3. 바이트 기반 Overall Accuracy 

J48 알고리즘을 4가지의 모든 feature set과 함께 적용하였을 때 약 82%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REPTree와 port를 제외한 feature들로 구성된 (3)번 feature set을 적용하였을 때 약 

86%의 가장 좋은 정확도를 보여준다. 반면에 flow 기반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BayesNet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에 약 70%의 좋지 못한 정확도를 보여준다. BayesNet 알고리즘을 

적용한 트래픽 분류 결과에서 flow 기반으로 한 것이 바이트 기반으로 한 것 보다 높게 나온 

것은 BayesNet 알고리즘이 많은 양의 트래픽을 발생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속한 트래픽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BayesNet 알고리즘을 적용한 트래픽 분류 결과 중 precision과 

recall을 보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F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분류의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F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큰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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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가지는 적은 개수의 flow를 만들므로 flow 기반 분류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바이트 기반 분류 결과에는 소수의 flow만 분류하지 못해도 바이트 양이 커서 precision과 

recall의 값이 떨어진다.  

표 7은 4가지 모든 feature set에 대해서 좋은 분류 결과를 보인 REPTree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3.2장에서 언급한 feature들 중 Port를 제외한 (3)번 feature set을 사용하여 각 

애플리케이션 별로 트래픽 분류를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은 바이트 기반으로 분석한 분류 

결과로 precision과 recall 값을 나타낸다. 바이트 기반 분석 결과도 flow 기반의 결과와 같이 

Alftp와 Parandisk, Hangame, Sayclub, Starcraft의 분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점이 비슷하다. 

Alftp의 분류 결과는 precision과 recall은 거의 0에 가까웠고 Parandisk의 분류 결과는 

precision은 약 13%이고 recall은 약 31%로 flow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보다 좋지 않다. 이는 

Alftp와 Parandisk는 각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서버와 주고 받는 작은 바이트를 가지는 

트래픽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용량 트래픽이 제대로 분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Fileguri의 

경우 flow를 기반으로 분석한 경우는 약 71%의 precision과 55%의 recall 값을 보인 것과 달리 

바이트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는 두 값이 각각 35%와 20%로 떨어지면서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는 Fileguri가 발생하는 패킷들 중 양(byte)이 많은 트래픽이 Gample과 Soribada에서 

발생한 트래픽으로 잘못 분류되기 때문이다. Gample과 Soribada의 precision이 recall보다 낮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표 7. 바이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별 Precision & Recall 

4.3 Discussion 

본 논문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를 위한 ML 알고리즘과 

feature set은 flow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약 90%의 overall accuracy를 갖는 J48 알고리즘과 

3장에서 정의한 모든 feature들로 구성한 (1)번 feature set이고 바이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약 

86%의 overall accuracy을 갖는 REPTree 알고리즘과 3장에서 정의한 feature들 중 IP와 port 

번호를 제외한 (4)번 feature set이다. 따라서, Decision tree에 속하는 알고리즘들이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이며, flow 기반이냐 바이트 기반이냐에 따라 

3장에서 정의한 모든 feature들로 구성한 (1)번 feature set과 IP와 port 번호를 제외한 

feature들로 구성한 (4)번 feature set이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에 가장 적합한 feature 

set이다.  

또한, 4.1과 4.2에서 언급하였듯이, 표 3의 같은 카테고리 안의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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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를 하게 되면 비교적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애플리케이션의 독립적인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flow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4]의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를 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당 flow의 

수가 25개 정도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반영하여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의 실험 

결과로 미뤄보기에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를 하기 위해 한 애플리케이션 당 필요한 flow의 

수는 적어도 500개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애플리케이션의 독립적인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feature를 선정하는 것과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에 적합한 feature 

reduction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은 다양한 ML 알고리즘과 feature set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의 

정확도를 flow와 바이트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가장 높은 정확도 결과를 보이는 ML 

알고리즘과 feature set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류를 하기 위해 선정한 애플리케이션은 

단일 port 번호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만이 아닌 2개 이상의 동적인 port 번호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며 또한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하며 같은 기능을 하는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특히 FTP 프로토콜과 P2P 프로토콜 그리고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ML 알고리즘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에서 보여주었던 결과인 port 별 트래픽 분류가 아닌 실질적인 애플리케이션 별 

트래픽 분류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앞으로 좀 더 나은 정확도를 갖는 ML 알고리즘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류를 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4.3장에서 제시하였다.  

앞으로 우리는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분류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feature들을 추출할 것이다. 또한, Starcraft와 같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소량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게임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대로 분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을 수집해서 training 시킬 필요가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분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feature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6. Reference 

[1] CAIA, http://caia.swin.edu.au/ 

[2] Jeffrey Erman, Martin Arlitt, Anirban Mahanti, “Traffic Classification Using Clustering 

Algorithms”, SIGCOMM’06 Workshops, Pisa, Italy, Sep. 2006, pp. 281~286. 

[3] Sebastian Zander, Thuy Nguyen, Grenville Armitage, “Automated Traffic Classification 

and Application Identification using Machine Learning”,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Local Computer Networks, Sydney, Australia, Nov. 2005, pp. 250-257. 

[4] Thuy T. T. Nguyen, Grenville Armitage, “Training on multiple sub‐flows to optimize the 

use of Machine Learning classifiers in real‐world IP networks”, IEEE Conference on 

Local Computer Networks, Tampa, Florida, USA, Nov. 2006, pp. 369~376.  

[5] Junghun Park, Hsiao‐Rong Tyan, and C. C. Jay Kuo, “Inetnet Traffic Classification For 

Scalable QoS Provision”,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media and Expo, Jul. 



KNOM Review, Vol. 10, No.2, Dec. 2007 51

2006, pp. 1221~1224.  

[6] Andrew W. Moore, Denis Zuev, “Internet Traffic Classification Using Bayesian Analysis 

Techniques”, SIGMETRICS’05, Banff, Alberta, Canada, Jun. 2005, pp. 50~60. 

[7] Jeffrey Erman, Anirban Mahanti, Martin Arlitt, “Internet Traffic Identification using 

Machine Learning”,IEEE Global Telecommunications Conference, California, USA. 

Nov.~Dec. 2006, pp. 1~6.  

[8] N. Williams, S. Zander, G. Armitage, “A Preliminary Performance Comparison of Five 

Machine Learning Algorithms for Practical IP Traffic Flow Classification”, SIGCOMM 

Computer Communication Review, Oct. 2006, pp. 7~15.  

[9]  Junghun Park, Hsiao-Rong Tyan, C. -C. Jay Kuo, “GA-Based Internet Traffic 

Classification Technique for QoS Provision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Information Hiding and Multimedia, Pasadena, California, USA, Dec. 2006, pp. 251~254.  

[10] Andrew Moore, Denis Zuev and Michael Crogan, “Discriminators for use in flow-based 

classification”, Technical Report, Intel Research Cambridge, 2005.  

[11] Jeffrey Erman, Anirban Mahanti, Martin Arlitt, “Byte Me: A Case for Byte Accuracy in 

Traffic Classification”, MineNet’07, J San Diego, California, USA, Jun. 2007, pp. 35~37  

[12] Machine Learning Lab in The University of Waikato, “Weka”, [Online] Available: 

http://www.cs.waikato.ac.nz/ml. 

[13] Se-Hee Han, Myung-Sup Kim, Hong-Taek        Ju and James W. Hong, “The 

Architecture of NG-MON: A Passive Network Monitoring System”, IFIP/IEEE 

International Workshop on Distributed Systems: Operations and Management, LNCS 

2506, Montreal, Canada, Oct. 2002, pp. 16~27. 

[14] Etheral, http://www.ethereal.com.  

[15] N. Williams, S. Zander, G. Armitage, "Evaluating Machine Learning Methods for Online 

Game Traffic Identification," CAIA Technical Report 060410C, April 2006. 

[16] M. Dash, H. Liu, “Consistency-based Search in Feature Selection,” Artificial Intelligence, 

vol. 151, issue 1-2, pp. 155-176, 2003. 

[17] M. Hall, “Correlation-based Feature Selection for Machine Learning”, PhD Diss.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Waikato University, Hamilton, NZ, 1998. 

[18] Artificial Neural Network, http://en.wikipedia.org/wiki/Artificial_neural_network. 

 

 

정 광 본 

2006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2006 ~ 2008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관심분야> 인터넷 트래픽 모니터링 및 분석, 네트워크 운용 및 시스템 

관리, 네트워크 보안. 

 



KNOM Review, Vol. 10, No.2, Dec. 2007 52

 최 미 정 

1998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1998 ~ 2000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2000 ~ 2004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 

2004 Post-Doc.,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POSTECH, 

Korea 

2004 ~ 2005 Post-Doc., MADYNES Team, LORIA-INRIA Lorraine, 

Nancy, France 

2005 ~ 2006 Post-Doc., School of Computer Science, Univ. of Waterloo, Canada 

2006 ~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연구교수. 

<관심분야> XML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에이전트 기술, 정책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김 명 섭 

1998 포항공과대학교, 전자계산학과 학사 

1998 ~ 2000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2000 ~ 2004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 

2004 ~ 2006 Post-Doc., Dept. of ECE, Univ. of Toronto, Canada. 

2006 ~ 현재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네트워크 관리 및 보안, 트래픽 모니터링 및 분석,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원 영 준 

2003 Univ. of Waterloo, BMath in Computer Science 

2004 ~ 2006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2006 ~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인터넷 트래픽 모니터링 및 분석, 네트워크 운용 및 시스템 

관리, 네트워크 보안 

 

 홍 원 기 

1983 Univ, of Western Ontario, BSc in Computer Science 

1985 Univ, of Western Ontario, MS in Computer Science 

1985~1986 Univ, of Western Ontario, Lecturer 

1986~1991 Univ, of Waterloo, PhD in Computer Science 

1991~1992 Univ, of Waterloo, Post-Doc Fellow 

1992 ~ 1995 Univ. of Western Ontario, 연구교수 

1995 ~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2005 ~ 현재 IEEE ComSoc CNOM Chair 

<관심분야>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네트워크 및 시스템 관리, Network Secu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