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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현재의 네트워크는 복잡하고 다양한 종류의
트래픽들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는 WWW, FTP, Mail 등의 전통적인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들뿐만 아니라, 음성망의 통합, 새롭게 등장한 스트리밍, peer-to-peer 파일 공유, 게임 등
많은 서비스와 응용 프로그램들이 인터넷 기반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SLA, CR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효과적 분석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IP 트래픽의 특성을 대학 네트워크의
인터넷 망에서 수집된 트래픽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은 현재
일반화되고 있는 Flow기반의 분석 방법론을 바탕으로 수집된 트래픽으로부터 Flow 정보를
생성하고, Flow관점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계층별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수집된 트래픽을 Flow
Grouping Method를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별로 Flow를 분류하고, 응용 프로그램 별 트래픽
특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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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Cisco NetFlow[5]와
InMon 의 sFlow[6]와 같은 Flow 포맷을 정의하여 네
트워크 장비에서 Flow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IETF IPFIX Working Group[7]에서는 다양한 분석 응
용 분야들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Flow 포맷의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의 트래픽 모니터링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고속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실시간 처
리에 관한 연구[8, 9, 10], 특정 서비스나 특정 응용
프로그램 트래픽의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11, 12,
13]등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인터넷 트래픽의
전반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미흡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IP 트래픽
의 전반적인 특성을 대학 네트워크의 인터넷 망에
서 수집된 트래픽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방법은 현재 일반화되고 있는 Flow
기반의 분석 방법론을 바탕으로 수집된 트래픽으로
부터 Flow 정보를 생성하고, Flow 관점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계층별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수집된 트
래픽을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Flow Grouping Method
를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별로 Flow 를 분류하고,
응용 프로그램 별 응용 계층 트래픽 특성을 분석한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분석
을 위한 트래픽 데이터 수집 방법 및 응용 프로그
램 별 트래픽 분류 방법을 설명한다. 3 장에서는 수
집된 트래픽 데이터로부터 Flow 기반의 TPC/IP 계

서론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
서 현재의 네트워크는 복잡하고 다양한 종류의 트
래픽들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는 WWW,
FTP, Mail 등의 전통적인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들뿐
만 아니라, 음성망의 통합, 새롭게 등장한 스트리밍,
peer-to-peer (P2P) 파일 공유, 게임 등 많은 서비스와
응용 프로그램들이 인터넷 기반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더 심화
될 것이다.
개인 생활 및 기업 경제활동의 인터넷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종량제 과금 (Usage-based Billing)[1], SLA
(Service Level Agreement)[2],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3], QoS (Quality of Service)
[4]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더욱 증가하고 있
다. 분석 내용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분야에 따라
응용 계층의 상세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석
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 트래픽의
계층별 상세 분석은 효율적 네트워크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응용 트래픽이 혼
잡하게 나타나는 현 네트워크 상황에서 응용 계층
에서 응용 프로그램 별로 트래픽을 분류하고 분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의 많은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은 Flow 기
반 분석이 일반화 되고 있다. 네트워크 장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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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서의 트래픽 특성을 분석한다. 4 장에서는 인터
넷 트래픽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응용 프로그램 별
트래픽 특징을 상세하게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 장
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IP 트래픽만을 수집하며, 상위 프로토콜로는 TCP,
UDP, ICMP 만을 분석한다.

2.

일반적으로 Flow 에 대한 정의는 패킷 헤더에
있는 5-tuple 정보 (source IP address, source port,
destination IP address, destination port, protocol)가 동일
한 단방향의 트래픽 흐름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패
킷들을 수집하여 Flow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트래픽 분석 시스템 또는 Flow 생성 시스템의 목적
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고 있다. NGMON 시스템에서의 Flow 포맷은 Cisco NetFlow
version 5 Flow 포맷을 바탕으로 하여 NG-MON 의
특성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Byte 로 정하고 있다.

2.2.

트래픽 수집 방법 및 분류

이 장에서는 인터넷 트래픽 분석을 위한 트래픽
수집 장소 및 방법을 기술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사용한 Flow 기반 트래픽 특성 분석을 위한 Flow
데이터 생성 방법 및 응용 프로그램 별 트래픽 특
성 분석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별 트래픽 분류 방
법을 기술 한다.

2.1.

트래픽 수집 장소 및 방법

트래픽 데이터의 수집은 POSTECH 학내 네트워
크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트래픽을 대상으로 수집하
였다. 그림 1은 POSTECH 학내 네트워크의 인터넷
접속점의 구성과 트래픽 수집 방법을 나타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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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G-MON Flow Data Format
NG-MON 은 원시 패킷을 수집하여 Flow 데이터
를 생성함으로써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을 크
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본 연구를 위
해 수집된 원시 패킷 전체 양의 1/340 로 줄일 수
있었으며, 모든 패킷 헤더 양의 1/20 로 줄일 수가
있었다.

그림 1. 인터넷 트래픽 수집 장소 및 방법
POSTECH 네트워크의 인터넷 접속점은 두 대의
Router 가 두 개의 100 Mbps Metro Ethernet Link 로 인
터넷과 연결되어 있고, 내부 망은 두 대의 Core
Switch 에 의해 1 Gbps Ethernet 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대의 Router 와 두 대의 Switch 는 1 Gbps Ethernet
Link 로 full mesh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트래픽의 수집은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실시간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인 NG-MON[8]을 설치하여
두 대의 Router 와 Switch 사이에 있는 4 개의 1
Gbps Ethernet Link 로부터 트래픽을 수집한다. NGMON 은 네트워크 Link 로부터 Ethernet 패킷을 수집
하는 Packet Capture, Flow 데이터를 생성하는 Flow
Generator, Flow 정보를 임시 저장하는 Flow Store, 다
양한 목적에 맞게 분석하는 Traffic Analyzer,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보고하는 Presenter 의 연속적인 5 단
계로 구성된다. 트래픽의 수집은 Flow Store 에 저장
되는 Flow 데이터를 추출하여 저장하는 Traffic
Trace Collector 에서 수행한다. Traffic Trace Collector
는 Flow Store 로부터 1 분단위로 트래픽 데이터를
추출하여 파일 시스템에 수집된 시간을 이름으로
하여 저장한다. 트래픽의 수집은 인터넷 트래픽인

2.3.

응용 프로그램 별 트래픽 분류 방법

현재 인터넷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
램들은 고정된 port number 를 이용하는 과거의
WWW, FTP, TELNET 과는 다르게 연결을 맺거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점에서 상호간의 협상을 통해
port number 를 결정하는 dynamic port allocation 방식
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추세는 Firewall 이나
Bandwidth Controller 와 같은 트래픽 제어 장비들의
제어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에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사용하는 protocol 역시 응용 프로그램
마다 고유의 것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port
number 를 등록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
하다. 따라서 과거의 well-known port number 나
IANA Port List 기반의 트래픽을 생성한 응용 프로그
램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트래픽 Flow 들 사이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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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
된 Flow 들을 그룹화 함으로써 응용별 트래픽을 구
분한다. 그리고 분류된 Flow 들이 공통으로 사용하
는 port number 정보와 미리 조사된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과 그들이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port number 를
기준으로 Flow Group 별 응용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Flow Grouping 방법은 그림 3과 같이 Flow 데이
터를 입력으로 하여 Property Dependency Grouping
(PDG)와 Location Dependency Grouping (LDG)의 순차
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개별 Flow 들을 응용 프로그
램 별로 분류 한다.

PDG

Original Flows

①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두 Host ( H a ) 와 ( H b ) 에서 생
성된 두 Flow ( f a )와 ( f b ) 는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 의
해 생성될 확률이 높다.
② 같은 시간에 하나의 Host ( H a )에서 생성된
두 Flow ( f a ) 와 ( f b ) 는 같은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생
성될 확률이 높다.

두 PDG Group 들 사이의 Weight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먼저 두 PDG Group 내에 있는 Flow 들 상호
간의 weight 값을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if ( f a ( sip ) = f b ( sip )) and ( f a ( dip ) = f b ( dip )),
⎧100
⎪100
if
( f a ( sip ) = f b ( dip )) and ( f a ( dip ) = f b ( sip )),
⎪⎪
if ( f a ( sip ) = f b ( sip )) or ( f a ( dip ) = f b ( dip )),
w( f a , f b ) = ⎨10
⎪10
if ( f a ( sip ) = f b ( dip )) or ( f a ( dip ) = f b ( sip )),
⎪
⎪⎩0
otherwise,
where f a ∈ G a and f b ∈ Gb and G a ≠ Gb .

LDG

PDG Groups

이들 weight 값을 모두 합한 값을 두 PDG Group
(Ga , Gb ) 사이의 Weight 값( W (Ga , Gb ) )으로 사용하였

LDG Groups

그림 3. Flow Grouping Method

다. 이렇게 모든 PDG Group 들 사이의 Weight 값을
계산하고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PDG Group 들을 응
용 프로그램 별로 합하였다.

PDG 알고리즘은 flow 들의 IP address, port number,
protocol 을 기반으로 한 상호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Flow 들을 분류한다. PDG 에서는 다음의 3 가지
Flow 들 사이의 상호 연관관계를 사용한다.

만약 max(

W ( G a , Gb ) W ( G a , Gb )
,
) ≥ threshold 을 만족하면 ,
n (G a )
n (Gb )

Ga , Gb 를 하나로 합한다 .

① Flow ( f a ) 가 어떤 응용프로그램 ( Aa ) 에 속한다면, 그
flow의 역 Flow ( r f a ) 역시 같은 응용 프로그램 ( Aa ) 에
속한다.
② Flow ( f a ) 와 Flow ( f b ) 가 서로 src IP, src port,
protocol이 같다면, 두 Flow ( f a ) 와 ( f b ) 는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 속한다.
③ Flow ( f a ) 와 Flow ( f b ) 가 서로 dst IP, dst port,
protocol이 같다면, 두 Flow ( f a )와 ( f b ) 는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 속한다.

현 네트워크 환경에서 적절한 임계값 (threshold)
의 설정을 위하여 POSTECH 네트워크의 인터넷 접
속점에서 수집된 트래픽에 대하여 다양한 값을 적
용해 가면서 LDG Group 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특성 실험 Host 에서 생성된 다양한 트래픽
을 응용 프로그램 별로 정확하게 분류하는 값을 찾
았다. 현재 POSTECH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임계값
은 50 이고, 이 값은 네트워크 환경이 바뀔 때 수정
될 수 있다.
이러한 Flow Grouping Method 를 이용하여 Flow
를 Grouping 을 할 때, 1 분당 평균 80,000 개의 Flow
가 생기는 네트워크 Link 에서 형성되는 LDG Group
의 수는 평균 500 개 정도가 나왔다. 이 LDG Group
을 바탕으로 사전에 조사된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
과 port number 를 바탕으로 수집된 트래픽의 응용
프로그램을 결정하였다.

PDG 의 결과로 나타난 PDG Group 들은 모두 같
은 응용 프로그램들에 의해 발생한 Flow 들로 그룹
이 형성되지만,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생성하는
모든 Flow 들이 PDG 에 의해 하나의 PDG Group 으
로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응용 프로
그램이 TCP 와 UDP protocol 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
우도 있고, 여러 port number 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
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트리밍, P2P, 게임 응용 프로그램의 일반적
인 경향이다. 따라서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Flow 들이지만 서로 다른 PDG Group 으로
분류된 PDG Group 들을 다시 묶는 과정이 필요하다.
LDG 알고리즘은 아래의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
로 각 PDG Group 들 사이의 Weight 값을 계산하고
이 값이 일정 임계값 (threshold)를 넘으면 같은
Group 으로 묶는 확률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3.

Flow 기반의 IP 트래픽 특성 분석

이 장에서는 POSTECH 인터넷 접속점에서 수집
한 트래픽 Flow 의 다양한 특성들을 분석한다. 수집
된 트래픽 Flow 의 기간(duration), 패킷 수, Byte 수의
분포를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TCP,
UDP, ICMP protocol 별로 상세 분석 결과를 기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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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한다고 여겨진다.
Flow당 평균 Packet의 수는 28 이었다. TCP
Flow의 경우는 98 이었고, UDP Flow의 경우는
3으로 TCP와 UDP는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Flow당 평균 Byte 수는 18,239 Bytes였고
TCP의 경우는 67,043 Bytes, UDP의 경우는 756
Bytes로 Flow당 패킷의 수와 같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통계적인 결과는 응용
프로그램들의 TCP와 UDP의 사용 방법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UDP Flow의 수가
TCP Flow의 수보다 더 많은 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현재 많은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은 Flow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다. 따라서 Flow의 많고
적음이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본 통계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작은 수의 UDP
트래픽이 전체 Flow의 개수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Flow를 구성하는 Packet 및
Byte의 수의 분포는 TCP, UDP Protocol에 따라
극명한 대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트래픽
Flow를 다량 발생하는 DoS/DDoS 및 Internet
Worm의 활동[14, 15]과 함께 현재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하나이다.

수집된 트래픽 데이터 개요

인터넷 트래픽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4 년
2 월과 3 월의 두 달 중 정상적인 네트워크 상태에
서 임의의 3 주를 정하여 POSTECH 네트워크의 인
터넷 접속점에서 NG-MON 과 Traffic Trace Collector
를 이용하여 트래픽을 수집하였다. 표 1은 전체 3
주의 수집 기간 (2004/2/1 - 2004/2/7, 2004/2/17 2004/2/23, 2004/3/6 - 2004/3/12) 중 최초 2 주의 수집
된 트래픽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Location

Internet Junction of POSTECH Campus Network

Collection
Period

2/1/’04 – 2/7/’04

2/17/04 – 2/23/04

Total File Size

41 Gbytes

43 Gbytes

Total

Flows
(x 106)

Packets
(x 106)

Bytes
(GB)

Flows
(x 106)

Packets
(x 106)

Bytes
(GB)

TCP

295
(34%)

18,345
(93%)

13,697
(98%)

325
(35%)

19,246
(92%)

13,619
(97%)

UPD

537
(62%)

1,089
(5%)

190
(1%)

543
(59%)

1,381
(6%)

327
(2%)

ICMP

33
(3%)

190
(0%)

16
(0%)

39
(4%)

177
(0%)

15
(0%)

Others

0.1
(0%)

1
(0%)

0.6
(0%)

0.1
(0%)

1
(0%)

0.2
(0%)

Total

866
(100%)

19,636
(100%)

13,905
(100%)

908
(100%)

20,806
(100%)

13,962
(100%)

표 1. 수집된 트래픽 데이터
collection period

수집된 트래픽들 중에서 비정상 트래픽을 제거
하기 위하여 IP address 의 변조 등 패킷 헤더 정보
가 비정상적인 패킷들은 제외하였으며 이는 Byte 기
준으로 볼 때 전체 트래픽의 0.5%를 차지하였다.
매주 발생되는 전체 Byte 수는 평균 14 Tbytes 정도
이며 이 트래픽을 Flow 데이터로 변환하여 저장하
면 평균 42 Gbytes 정도로 줄일 수 있다. Protocol
별 Flow 수, Packet 수, Byte 수의 분포를 보면 TCP 와
UDP 가 전체 IP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TCP 와 UDP 의 분포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다. 즉 Flow 수를 기준으로 보면 UDP Flow 수가
TCP Flow 수의 2 배이지만, Packet 수나 Byte 수를 보
면 TCP 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UDP
는 극소수를 차지한다. 여기에서 대다수의 UDP
Flow 들은 작은 수의 Packet 및 Byte 로 구성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Packet 당 평균 Byte 수는 642 Byte 로 나타났다.
TCP 의 경우는 678 Bytes, UDP 의 경우는 239 Bytes
로 TCP 패킷의 길이가 UDP 보다 2.8 배 더 긴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TCP 통신의 안정성 및 신뢰성
으로 인해 많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의 전송
에 TCP 를 사용하고, 단순 메시지 전송의 경우에
UDP 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유추
된다. 또한 UDP 의 평균 패킷 길이가 200 Byte 이상
으로 나온 것은 스트리밍 서비스 같이 데이터 전송
에 UDP 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의 출현에 기

Flows
(In:Out)

Packets
(In:Out)

Bytes
(In:Out)

TCP

(47:52)

(49:50)

(40:59)

UPD

(51:48)

(52:47)

(69:30)

ICMP

(46:53)

(78:21)

(76:23)

others

(28:71)

(37:62)

(85:14)

Total

(49:50)

(50:49)

(41:58)

Ratio(%)

Total

2/1/04 – 2/7/04

표 2. Inbound Traffic vs. Outbound Traffic
POSTECH 의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표 2의 Inbound Traffic 과 Outbound
트래픽을 Flow, Packet, Bytes 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드러난다. 즉 Flow 와 Packet 을 기준으로 보면
Inbound 와 Outbound Traffic 의 비율은 거의 일정함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yte 를 기준으로 보면
Outbound Traffic 이 Inbound Traffic 에 비해 1.4 배 많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Outbound Packet 의 평균
Byte 수가 Inbound Packet 의 Byte 수 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outbound Byte 가 많은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3.2.

시간에 따른 트래픽 변화

그림 4, 그림 5, 그림 6은 2004/02/01 부터
2004/02/07 까지 1 주일 동안 트래픽의 분포를 1 분
단위로 측정하여 그린 그래프이다. Inbound Traffic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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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나타냈으며 Outbound Traffic 의 분포는
분석 결과 Inbound Traffic 과 비슷한 분포를 나타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시간 대별로 TCP,
UDP, ICMP 의 Protocol 별로 트래픽 변화 추이를 나
타내었다.

Flow, Packet, Byte 의 분포 모두 하루 단위로 그
래프의 변화가 비슷한 패턴 (Tim-of-Day Feature)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전 6 시 경의 트래픽이 최소를
보이고 아침에는 조금씩 증가하다가 오후를 지나
밤 10 경에 최고조에 달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Protocol 을 기준으로 보면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TCP, UDP Traffic 모두 time-of-day 특성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time-of-day 특성은 엔터프
라이즈 네트워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
로 여러 연구 결과[13, 16]에서 보고되고 있다.
Inbound 와 Outbound Traffic 은 시간대 별 비슷한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한가지 차이점이라면
Inbound Traffic 의 변화가 Outbound Traffic 보다 심하
다. 이는 트래픽 수집 지점을 기준으로 인터넷에
속하는 Host 의 수가 학내에 속하는 Host 의 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ICMP Flow 의 수나 ICMP Packet 의 수를 비교해 볼
때 Inbound Traffic 이 훨씬 더 많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도 외부 Host 수가 많고 그들의
On-line/Off-line 의 빈도가 내부 Host 의 빈도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시간 흐름에 따른 Flow 수에
대한 Protocol 의 분포는 전체 시간에 걸쳐서 UDP
Flow 의 수에 의해 전체 Flow 의 수가 좌우되고, 변
화의 정도도 TCP Flow 의 변화보다 UDP Flow 의 변
화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low 기반의 트
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은 TCP Flow 의 수 보다는
UDP Flow 의 수에 성능이 결정 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와 그림 6에서 보듯이 Packet 수와 Byte 수의
변화는 TCP Traffic 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DP Traffic 의 양은 아주 극소수로 분
포하고 있고, 그 변화는 그리 크지 않다.

그림 4. 일주일 동안 Inbound Flow 분포

3.3.

Flow 지속 시간의 분포

Flow 는 패킷 헤더의 5-tuple 정보가 같은 패킷들
의 집합으로 지속 시간은 Packet 의 수와 Byte 수에
어느 정도는 비례하지만 모든 트래픽이 일률적으로
같은 특징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수집된 트
래픽 Flow 들의 Protocol 에 따른 지속 시간의 분포
는 트래픽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5. 일주일 동안의 Inbound Packet 분포

그림 6. 일주일 동안의 Inbound Byte 의 분포

그림 7. Protocol 별 Flow 지속 시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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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UDP Flow 의 76%에 해당하였다. TCP Flow 의 경
우는 1000 Packet 까지 다양한 Packet 수의 분포를 보
이고 있었고, UDP Flow 의 경우는 10 Packet 까지 분
포가 가장 많았다. Packet 수의 분포에 있어서도
UDP Flow 는 TCP Flow 에 비해 극명하게 다른 특성
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림 7은 지속 시간에 따른 TCP, UDP 트래픽
의 Flow 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래
프를 그리기 위해 사용한 트래픽은 2004/3/6 –
2004/3/12 사이의 일주일 트래픽으로, 총 UDP Flow
의 수는 592x106 으로 전체 TCP Flow 의 2.7 배이다.
Flow 지속 시간은 짧게는 1 초에서 길게는 4x106
(약 4 일)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 초 이하에서는 UDP Flow
의 수가 TCP Flow 의 수보다 많고, 80 초 이상에서
는 TCP Flow 의 수가 UDP Flow 의 수보다 훨씬 많
음을 알 수 있다. TCP Flow 의 평균 지속시간은
57.32 초로 UDP Flow 지속시간 10.72 초의 5.3 배로
나타났다. TCP, UDP Traffic 모두 Flow 지속시간의
중간값(Median)은 1 초로 나타났다. 즉 전체 Flow
의 50%이상이 1 이하의 Flow 들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림 9. Protocol 별 Flow 별 Packet 수의 분포

3.5.

Flow별 Byte 수의 분포

그림 10은 Flow 별 Byte 수의 분포를 TCP, UDP
의 Protocol 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8. Flow 지속 시간 별 누적 확률 분포
그림 8은 Flow 지속시간의 분포를 Protocol 별로
Cumulativ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CPDF)로 나타
낸 그래프이다. 10 초 이하의 UDP Flow 의 수는
508x106 으로 전체 UDP Flow 수의 85%를 차지하였
고 이 수는 해당 TCP Flow 수의 3.4 배로 나타났다.
또한 UDP Flow 의 경우 100 초 이하의 Flow 수는 전
체 UDP Flow 수의 97.76%, 1000 초 이하는 99.97%로
거의 모든 UDP Flow 들은 1000 초 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나 TCP Flow 의 경우는 10 초 이하가 68.64%,
100 초 이하가 92.19%, 그리고 1000 초 이하가
99.47%로 나타났다.

3.4.

그림 10. Protocol 별 Flow 별 Byte 수의 분포
TCP Flow 의 경우 1000 Byte 까지 진동을 보이며
그 수가 비슷한 수준에서 변화하다가 1000 Bytes 이
후에는 급격하게 떨어지지만 항상 UDP Flow 에 비
해 그 수는 많게 나타난다. UDP Flow 도 마찬가지로
300 Bytes 까지는 고른 분포를 보이다가 그 후에 급
격하게 그 수가 감소한다. 90%의 TCP Flow 는 4000
Bytes 이하의 Byte 수를 가지고 있었다. UDP 의 경우
는 64 Bytes UDP Flow 의 수가 전체 UDP Flow 수의
53%를 차지하고 있었고, 90% UDP Flow 는 Bytes 수
가 200 Bytes 보다 작았다.

Flow별 Packet 수의 분포

그림 9는 Flow 별 Packet 수의 분포를 TCP, UDP
의 Protocol 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Total Flow 의 Packet 분포는 Packet 수가 3 이 넘
는 지점부터 TCP Flow 의 분포를 따르고 있다.
Packet 수가 2 보다 작은 Flow 는 UDP Flow 가 TCP
Flow 보다 훨씬 많으며 그 비율은 19 배였다. 그리
고 Packet 수가 1 인 Flow 는 TCP 의 경우는 전체
TCP Flow 의 6%에 불과하였으나, UDP 의 경우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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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속시간, Packet, Byte의 상관관계

4.1.

그림 11은 Flow 의 지속시간, Packet, Byte 의 상관
관계를 TCP, UDP 의 Protocol 별로 같은 수의 Flow
를 수집하여 그 분포를 그린 것이다. 그림 11(a)와
그림 11(c)는 Flow 의 Byte 수와 지속시간의 상관관
계를 나타낸 것이다. TCP 의 경우는 짧은 지속시간
에서는 다양한 Byte 수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긴
지속시간에서는 Byte 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TCP 의 경우 500 초 이하의 시간에서는
지속시간과 Byte 의 분포는 크게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UDP 경우는 TCP 와 비교할 때 지속시간에
상관없이 Byte 수는 대부분 작게 나타났다. Flow 의
지속시간과 Packet 수의 분포 역시 이와 비슷한 경
향을 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TCP Flows

(b) TCP Flows

(c) UDP Flows

(d) UDP Flows

표 3은 Flow Grouping Method 를 3 주 동안의 트
래픽 데이터에 적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결정한
결과로, 최초 2 주 동안의 결과를 표시하였다.
2004/3/6 - 2004/3/12 의 일주일 동안의 결과도 최초 2
주의 결과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Collection
Period

2/1/’04 – 2/7/’04

2/17/04 – 2/23/04

Flows
(x106)

Packets
(x106)

Bytes
(x109)

Flows
(x106)

Packets
(x106)

Bytes
(x109)

Total

833

19,443

13,888

869

20,627

13,947

Determined

827

18,605

12,998

861

19,475

13,017

Ratio (%)

99.3

95.6

93.6

99.1

94.4

93.3

표 3. Flow Grouping Method Result
응용 프로그램 별로 트래픽의 분류와 이름을 정
하기 위하여 IANA Port List[17]와 Tcpdump[18],
Ethereal[19]과 같은 Packet 분석 툴을 이용하여 700
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해당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을 결정하였다.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Flow, Packet, Byte 모두 90%이
상의 트래픽의 응용 프로그램을 판별할 수 있었다.
특이한 사실은 Flow 의 판별률은 99%로 가장 높은
데 비하여 Packet 및 Byte 의 판별률은 Flow 에 비해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 논문에서 사용
한 응용 프로그램 판별 방법인 Flow Grouping
Method 가 Flow 의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특수한 사용
자들 사이에서 사용되거나, 일반 응용 프로그램이
라도 port number 를 변경하여 국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Flow 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기 때
문에 Packet, Byte 의 분석률이 저하되는 원인이 된
다.

그림 11. 지속시간, Packet, Byte 사이의 관계

4.2.

그림 11(b)와 그림 11(d)는 Flow 의 Byte 수와
Packet 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TCP 의
경우는 그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UDP 의 경
우는 대부분 작은 단위에 분포하고 있고, 큰 단위
에서는 몇 개의 직선의 형태로만 보인다. TCP 의 경
우 상하 경계가 분명히 보이는데 이는 Ethernet
Frame 사이즈인 64 Bytes 와 1500 Bytes 의 두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작은 단위에서는 고른 분포를 보
이고 있지만 큰 단위에서는 대부분의 TCP Flow 들
은 상하 경계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Flow Grouping Method의 적용 결과

응용 프로그램 별 트래픽 분포

표 4는 수집된 트래픽 데이터에 대하여 Flow
Grouping Method 를 적용한 응용 프로그램 별 트래
픽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Byte 의 분포와 Packet 의
분포는 순위에 있어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지만,
Flow 의 경우는 순위에 있어 상당히 다른 분포를
나타냈다.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전체 조사된 700 여 개
의 응용 프로그램들 중에서 불과 50 여 개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이름이 판별된 트래픽의 90%이상을
차지 한다는 것이다. 표 4는 이들 중 상위 10 개의
응용 프로그램들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트래픽에서 상위 10 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양은 Flow 기준에서 97%, Packet 기준
77%, Byte 기준 77%로 나타났다. 이것은 Flow 의 분
포가 Packet 이나 Byte 분포보다 특정 응용 프로그램
에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상위 10 위에
존재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의 순서는 Flow 나 Byte

응용 계층 트래픽 특성 분석

본 장에서는 2 장에서 기술한 Traffic Grouping
Method 를 기반으로 수집된 트래픽을 응용 프로그
램 별로 분류한 결과와 이에 따른 선택된 몇 가지
대표 응용 프로그램들 사이의 Flow 기반 특성을 분
석하고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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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경우는 Inbound 트래픽이 많은 분포를 차지하
고 있다.
Flow 나 Byte 분포에 있어 eDonkey 가 가장 많은
트래픽을 생성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oribada 의 경우는 Flow 는 많이 생성하지만
Byte 생성량은 적고, FTP 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Byte 생성량은 많지만 Flow 생성량은 적었다. P2P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대체로 Outbound Byte 가
Inbound Byte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5 개 응용 프로그램
은 공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7 개의 응용 프로그
램은 최근 많이 나타나는 스트리밍 미디어, 게임,
P2P 응용 프로그램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중 상
당수는 P2P 응용 프로그램이고 이들이 전체 트래픽
에서 차지하는 양은 Byte 기준으로 60%가 넘으며,
Flow 를 기준으로 보면 80%가 넘는 양이다.
Bytes

Flows
Top 10 apps

ratio(%)

(In:Out) (%)

Top 10 apps

ratio(%)

(In:Out) (%)

eDONKEY

48.5

(51 : 49)

eDONKEY

24.2

(48 : 52)

SORIBADA

29.6

(50 : 50)

HTTP-WEB

18.1

(66 : 34)

V_SHARE

4.5

(54 : 46)

FREECHAL

9.5

(15 : 85)

HTTP-WEB

4.1

(49 : 51)

FTP

8.7

(21 : 79)

MSN

2.2

(50 : 50)

V_SHARE

5.8

(45 : 55)

BATTLE_NET

2.0

(11 : 89)

MSN

2.8

(45 : 55)

AFS

1.8

(50 : 50)

mIRC

2.3

(06 : 94)

DNS

1.4

(50 : 50)

SORIBADA

2.0

(35 : 65)

SAYCLUB

0.9

(50 : 50)

BITTORENT

2.0

(26 : 74)

FREECHAL

0.6

(50 : 50)

WMedia

1.3

(91 : 09)

Total

95.6

(50 : 50)

Total

76.7

(43 : 57)

4.3.

응용 프로그램 별 트래픽 특성 개요

표 5는 트래픽 생성률 상위 10 위 내에 들어가
는 7 가지의 대표적인 응용 프로그램 트래픽 Flow
의 특성에 대한 개요이다. Web 과 FTP 는 전통적인
client/server 구조의 응용 프로그램이고, Windows
Media 는 대표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이다. 나머지 4 개의 응용 프로그램은 P2P 응용 프
로그램으로 eDonkey, Soribada, V-Share 는 파일 공유
응용 프로그램이고, MSN Messenger 는 Instant
Messaging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들 7 개 응용 프로
그램들이 생성하는 Flow 들의 특성을 Flow 의 지속
시간, Packet 수, Byte 수로 구분하고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표 4. 응용 프로그램 별 트래픽 분포
Flow 를 기준으로 응용 프로그램들의 분포를 살
펴보면 eDonkey[20]와 Soribada[21]가 전체 Flow 의
78%를 차지하는 극단적인 편중 현상을 보였다. 이
둘은 파일 공유를 제공하는 P2P 응용 프로그램으로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시스템의 기능상 상대방의
on-line/off-line 확인 및 검색 메시지 전송에 따른
Flow 의 생성이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나머지 응
용 프로그램들의 Flow 분포는 10%이하의 비슷한 분
포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Flow 수의 분포는 모든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특정
몇몇 응용 프로그램에 의한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Flow 를 생
성하는 네트워크 장비들은 이러한 Flow 분포 특성
을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응용 프로그램의 Flow 별
Inbound/Outbound 비율은 거의 50:50 으로 비슷한 수
준을 보이고 있었다.
응용 프로그램 별 Byte 분포를 살펴보면 Flow 의
분포와는 달리 어느 정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Web, FTP 가 아직도 상위
에 속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새롭게 등장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차지하고 있다. 응용 프로그램 별
Byte 의 Inbound/Outbound 비율은 상당히 다양한 분
포를 보여주고 있다. Web 의 경우 Inbound 트래픽이
Outbound 보다 많고, FTP 의 경우는 반대 현상을 보
이고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경우는 POSTECH 백본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고속
의 인터넷 연결로 인해 Outbound 트래픽이 많이 나
타나고 있다. Windows Media 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

Duration (sec)

Packet

Byte

min

max

average

min

max

average

min

max

average

WWW

0

120047

61

1

1,078E3

197

64

1.380E9

154603

FTP

0

77409

20

1

2.491E6

558

64

3.545E9

464653

Window
Media

0

106554

337

1

658364

1696

64

9.868E8

1.806E6

eDonkey

0

42906

30

1

375090

21

64

4.819E8

14313

Soribada

0

85970

9

1

357403

3

64

6.625E7

626

V-share

0

26432

2

1

1.341E6

33

64

1.819E9

31271

MSN
Messenger

0

141228

547

1

894156

239

64

1.326E9

173030

표 5. 응용 프로그램 별 트래픽 분포
Flow 지속 시간은 Web, FTP 의 경우는 61 초, 20
초로 나타났지만, 2 개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들은
10 초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스트리밍 미
디어와 Instant Messaging 응용 프로그램은 상대적으
로 긴 Flow 지속 시간을 나타내었다. P2P 파일 공유
응용 프로그램은 파일의 전송 Flow 에 비해 검색,
알림 등의 기능을 위한 Flow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적은 지속 시간을 보
이고 있다. eDonkey 의 경우는 30 초로 어느 정도 안
정된 P2P 구조와 많은 사용자의 사용이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Window Media 나 MSN Messenger 의 경
우 사용자가 장시간 각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가 많은 것이 상대적으로 긴 Flow 지속 시간을 설
명할 수 있다. 이처럼 Flow 의 지속 시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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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응용 프로그램 별 Byte 수의 변화를
일주일의 시간대 별로 나타낸 것이다. Packet 수의
변화 역시 Byte 수의 변화와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
고 있어 Packet 수 변화에 대한 그림은 생략하였다.

응용 프로그램의 특성과 그 구조에 영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acket 수나 Byte 수에 있어서 파일 공유 응용
프로그램은 그 수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Soribada 의 경우 Packet 수
와 Byte 수가 가장 작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mp3 음악 파일의 공유만
을 지원하는 특성 때문으로 여겨진다. Web 과 FTP
Flow 사이를 비교하면 FTP 는 평균 지속 시간이 짧
지만 Packet 수나 Byte 수는 Web 에 비하여 큰데, 이
는 FTP 트래픽의 적은 Control Packet 의 발생과 많
은 데이터 Packet 의 발생을 잘 설명하는 결과이다.
또한 MSN Messenger 와 Windows Media 를 비교하면
Flow 의 지속 시간은 MSN Messenger 가 길지만
Packet 의 수나 Byte 의 수는 Windows Media 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4.4.

시간 흐름에 따른 트래픽 분포
그림 13. 응용 프로그램 별 Byte 수 변화

다음으로 각 응용 프로그램의 시간 흐름에 따른
트래픽의 변화 추이를 알아본다. 그림 12는 응용
프로그램 별 일주일 동안 Flow 수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eDonkey 트래픽 Flow 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
고 있고, 그 다음이 Soribada 트래픽 Flow 이다. 한가
지 특이할 만한 사실은 eDonkey 의 경우 time-of-day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변화가 크지 않은 반면
Soribada 의 경우는 그 변화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eDonkey 는 구조적인 면에서
Soribada 보다 우수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Soribada
의 경우 국내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으
며 이는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가장 잘 반영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그 외 나머지 응용 프로그램들
의 Flow 생성 추이는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timeof-day 현상을 보이며 비슷한 추이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Byte 수의 분포 역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은
크거나 작거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time-of-day 특
성을 나타내고 있다. Byte 수의 분포에 있어서도
eDonkey 가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나머지 응용 프로그램들의 분포는 Flow 의 분포와
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
은 Soribada 트래픽의 Byte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
고, 그 대신 Web 트래픽의 Byte 수가 상당 수 증가
하였다.
Web 트래픽의 time-of-day 특성은 Soribada 의
Flow 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변화의 폭이 심하게 나
타났다. Web 트래픽의 극심한 변동은 Web 응용 프
로그램의 특성상 사용자의 액션 기반으로 동작이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FTP, FREECHAL, VSHARE, MSN Messenger 트래픽이 많은 분포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와 그림 1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Flow 를 많이 생성하면서 Byte 수 는
적은 응용 프로그램은 Soribada 로 나타났다. 따라서
Soribada 에 의해 생성되는 다량의 Flow 데이터는
Flow 기반의 트래픽 분석 시스템의 성능에 악영향
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4.5.

응용 프로그램들간 트래픽 특성 비교

다음으로 각 응용 프로그램의 트래픽 Flow 들
간의 특징을 비교한다. 여기에서는 Flow 의 Packet
수와 Byte 수가 응용 프로그램 별로 어떠한 분포를
갖는 지 알아본다.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은 선
택된 6 개의 응용 프로그램 트래픽에서 같은 수의
Flow 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해당 응용 프로그램 트
래픽 Flow 의 Packet 수와 Byte 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2. 응용 프로그램 별 Flow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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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여 분포도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각 응용 프
로그램들이 해당 영역에 얼마나 많은 Flow 들을 가
지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각 응용 프로그램들
의 Flow 분포를 비교하는데 이 분포도는 좋은 정보
를 제공한다.

그림 14. WWW vs. FTP
그림 14는 전통적인 응용 프로그램인 Web 과
FTP 트래픽 Flow 의 Packet 수와 Byte 수의 분포이
다. 같은 수의 Flow 로 나타낸 분포에서 Web 과
FTP 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Web 의 경우
는 64 Bytes 의 하위 경계와 1500 Bytes 의 상위 경계
사이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웹
서비스는 단순한 문서 전송에서부터 그림 파일, 동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전송하
기 때문이다. FTP 의 경우는 상하 경계에 거의 모든
Flow 들의 밀집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FTP 가 Control 패킷과 Data 패킷으로 구성되어 있
고, Control 패킷은 작은 길이의 패킷으로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 패킷은 긴 길이의 패킷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전통
적인 응용 프로그램이지만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적
특징에 따라서 생성되는 Flow 의 특성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6. MSN Messenger vs. Windows Media
그림 16은 MSN Messenger[22]와 Windows
Media[23] 트래픽 Flow 의 분포도이다. 두 응용 프
로그램은 상반되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MSN
Messenger 의 경우는 하위 경계를 중심으로 Flow 들
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Windows Media 는 상위 경
계를 중심으로 좌우로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MSN Messenger 트래픽 Flow 의 경우는 채팅과 같은
작은 사이즈의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고, 사용자의
지속적인 On-line 이 이러한 작은 Byte 와 많은
Packet 의 Flow 들을 생성한다. 그리고 Windows
Media 의 경우는 Control 패킷과 Data 패킷이 분명
하게 나뉘어 지는 것은 FTP 와 동일하지만, Data 패
킷의 분포가 넓게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Windows
Media 만의 특이한 현상이다. 이는 100Kbps,
300Kbps, 1Mbps 의 다양한 전송률로 멀티미디어 데
이터가 전송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1500 Bytes 상위 경계 이상에 Flow 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TCP/UDP 계층에서 1500
Byte 이상의 패킷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Flow 의 생성시 단편화된 패킷들은 Flow 데이터 생
성 과정에서 원래 패킷으로 재조립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생성하는
트래픽 Flow 들은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과 사용자
의 사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P2P 응용 프
로그램들은 Flow 를 많이 생성하는 경향이 두드러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네트워크 트래픽
의 상당수가 P2P, 스트리밍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cket 의 수는 네트워
크 장비들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Byte 의 수는 네
트워크 Link 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Flow 의 수는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이 세가지 관점에서 응용 프로
그램 별 트래픽 특성을 분석한 것은 현재 네트워크
트래픽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15. eDonkey vs. Soribada
그림 15는 현재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Flow 수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 P2P 파일 공유 응용 프로
그램인 eDonkey 와 Soribada 트래픽 Flow 의 특징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14의 전통적인 응용 프로
그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들 Flow 의 분포는
Packet 수와 Byte 수가 작은 쪽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eDonkey 와 Soribada 를 비교하면 하위 경계 지
점의 분포는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상위 경계 지점
의 분포는 eDonkey 가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두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하는 파일의 크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각 응용 프로그램이 발생시키는 Flow 의 수가
다르고, 응용 프로그램 마다 같은 수의 Flow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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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비록 특정 네트워크의
트래픽 현상을 나타낸 것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현
재 인터넷 트래픽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는 네트워크 모
니터링 시스템의 분석 내용의 한 기준이 될 수 있
으며, Traffic Engineering, Network Planning 뿐만 아니
라 응용 프로그램 별 대역폭 제어 등 많은 분야에
기초 자료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

5.

결론

현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에는 새
롭게 등장하는 많은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로 인
해 다양한 종류의 트래픽들이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인터넷 트
래픽을 수집하여 Flow Grouping Method 를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별로 분류를 하고, Flow 기반으로 이
들 응용 프로그램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결과
를 기술 하였다.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과 같이 새
롭게 등장한 응용 프로그램이 현재 인터넷 트래픽
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대학과 같은 엔터프라
이즈 네트워크에서는 50 개 미만의 응용 프로그램
이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P2P 응용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은
Flow 수를 생성하는데 이는 Internet Worm,
DoS/DDoS 와 같은 비정상 트래픽과 더불어 Flow 기
반의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에 악영향을 커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본 논문에서의 Flow 기반 응용 프로그램 별 다
양한 분석은 현재 인터넷 트래픽의 특성을 이해하
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하지만 특성 분
석에 있어 좀더 다양한 관점의 깊이 있는 분석이
더 수행되어 더욱더 많은 특성들을 찾아낼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트래픽 데이터에 대
한 수집과 이들의 분석을 통하여 엔터프라이즈 네
트워크뿐만 아니라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특성을
밝혀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Internet
Worm, DoS/DDoS 에 의한 비정상 트래픽 데이터의
Flow 기반 특성 분석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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