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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트래픽의 응용프로그램 분류에서 기존에 사용한 payload 기반 분석과 well-known port 기반 

분석 방법은 payload 를 암호화 하고 port 번호의 동적 할당하는 응용트래픽의 증가함에 따라 분류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achine Learning(ML)알고리즘을 이용한 

응용트래픽 분류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L 알고리즘 중 기존의 

ML 기반의 연구에서 응용트래픽 분류에 좋은 성능을 보인 Decision Tree 계열의 C4.5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시간 응용트래픽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실시간 응용트래픽 분석 시스템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네트워크에서 직접 수집한 트래픽에 적용하여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구축하면서 고려해야 할 제약사항과 문제점을 실험을 통하여 분석 하였다. 

 

 

   1. 서론 
*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이로 인한 트래픽이 증가됨에 따라 인터넷 

트래픽의 응용레벨 분류는 QoS(Quality of Service) 및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응용레벨 트래픽 분류 

방법은 기존에는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에서 지정한 port 를 기반으로 한 well-known 

port 를 이용한 방법과 응용프로그램의 payload 분석을 

통하여 특정 signature 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적 port 를 할당하여 사용하거나 

payload 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어서 기존의 방법을 통한 응용트래픽 분류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Machine Learning(ML)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트래픽을 

분류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1-3] ML 

알고리즘은 동적으로 변하는 port 의 패턴을 찾아내고 

payload 내용에 의존하지 않고 헤더 정보 및 flow 의 통계 

정보를 이용하여 응용트래픽을 분류 할 수가 있다. 

기존에 ML 알고리즘을 이용한 응용트래픽 분석 

연구에서는 몇 개의 선정된 응용트래픽만을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트래픽을 유발하는 응용프로그램의 수가 

많은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 ML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분류를 할 응용프로그램의 수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최근에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실시간 응용트래픽 분류에서 응용프로그램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여러 논문[4-6]에서 트래픽 분류에 좋은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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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C4.5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 응용프로그램의 

학습 데이터 중 최소값을 정하여 그 이상 모아진 응용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소값 이하의 

데이터들은 others 로 묶어서 하나의 class 로 만들었다. 본 

논문에서는 직접 응용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를 모으는 기간 동안 많이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들로 학습을 시켜 Tree 를 만들고 그 Tree 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flow 를 분류하는 시스템에 대해 

소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C4.5 ML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본다. 3 장에서는 실시간 응용 

트래픽 분류 시스템 구조를 설명한다. 4 장은 실험 내용 

및 평가 방법과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로 본 논문을 맺는다. 

 

2. C4.5 
 

인공지능은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주어진 정보로부터 

귀납적 추론 능력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인공지능 

방식은 자신 에게 주어진 병합된 지식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으나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해내거나 획득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방법이 ML 알고리즘이다. ML 알고리즘의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 Decision Tree 는 모형의 구축 

과정을 Tree 형태로 표현하여 대상의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분류 및 예측 기법이다. Decision 

Tree 의 장점은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고 속도가 빠르다. 또한 어떤 변수들이 분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연속성 

변수의 처리에 한계가 있고, 정확한 모형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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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모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경우를 모두 표현 

할 수 있는 충분한 표본 수가 있어야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Decision Tree 는 분류(classification), 변수선택 

(features selection), 세분화 (segmentation) 예측 (prediction) 

등에 많이  사용 된다. 모형의 구축 과정 은 다음과 같다. 

가. Decision Tree 형성 

나. 가지치기(pruning) 

다. 타당성 평가 

라. 해석 및 예측 

마. 새로운 규칙 생성 

Decision Tree 중에 대표적 알고리즘이 ID3 이다. 

ID3 는 엔트로피 기반 이득율에 의한 동질성 측도를 

이용하여 분류를 한다. ID3 는 속성 선택 측도를 

정보이익(Information gain) 을 이용한다. 가장 큰 정보이익 

을 갖는 속성이 분리 속성으로 선택 된다. 하지만 정보 

이익 측도는 많은 수의 값을 갖는 속성이 더 잘 선택 

되는 경향이 있다. C4.5 알고리즘은 속성 선택 측도를 

이익비 (Gain ratio)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분리정보(Split information)를 사용하여 정보이익을 정규화 

하여 적용한 것이다. [7,8] 

 

3. 시스템 구조 
 

본 장에서는 정보 수집 방법과 flow 에 대해 설명 

하고 분류할 응용프로그램 선정 방법과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실시간 응용프로그램 분석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 

알아본다. 

 

3.1 정보 수집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구조, 즉 계층적인 Tree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외부로 

나가는 상위 코어 스위치에서 Packet Capture System 으로 

패킷을 미러링을 하고 있다. Packet Capture System 은 

패킷의 해더 부분을 이용하여 flow 를 생성한다. 하위 

노드인 컴퓨터는 크게 공용 PC 와 개인용 PC (연구실 및 

사무실)로 나눌 수 있다. 공용 PC 에는 응용트래픽의 

정보를 보내주는 TMA(Traffic Measurement Agent)[9]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TMA 는 트래픽을 발생시킨 

응용프로그램의 실행파일 이름과 설치된 경로와 패킷의 

5-tuple 정보를 TMA Server 에 보내 줍니다. 그림 1 은 위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림 1)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네트워크 

 

본 논문에서 정의한 flow 는 패킷의 5-tuple 정보를 

공유하는 양방향 패킷들의 집합으로 정의한다. 즉 5-tuple 

정보가 동일한 단방향 패킷들과 이의 역방향 패킷들의 

합이다. TCP 의 경우 SYN 패킷에 의한 연결 

시작에서부터 FIN 패킷이 발생하는 연결의 끝 사이에 

발생한 모든 양방향 패킷들이 하나의 flow 가 되고, 

UDP 의 경우는 최초 패킷 발생 시점에서 마지막 패킷이 

발생한 사이의 모든 양방향 패킷들이 하나의 flow 가 

된다. UDP 의 경우에는 마지막 패킷의 표시가 없기 

때문에 시스코의 Netflow 에 근거하여 2 분동안 새로운 

패킷이 없으면 마지막 패킷으로 하였다. flow 의 구조는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flow 구조  

 

Flow 구조에는 5-tuple 즉 source/destination ip, source/ 

destination port, protocol(TCP, UDP) 정보가 정의 되어 있다. 

양방향이기 때문에 in 과 out 에 첫 패킷의 시간 정보와 

마지막 패킷의 시간 정보, flow 안에 syn, ack, rst, fin 패킷의 

개수, 패킷의 총 수와, 크기의 정보가 정의 되어 있다. 

그리고 통계값인 각 패킷의 크기와, window 크기, 두 패킷 

간의 시간 간격(jitter)의 최소, 최대, 평균, standard 

deviation 의 값으로 정의 되어 있다.  

 

3.2 응용프로그램 선정 
 

ML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을 시켜야 한다.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분류할 것이 무엇인지 선정을 해야 한다. 트래픽을 

분류하는 기준을 protocol 의 관점에서 할 수도 있고, 응용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응용프로그램의 

기준에서도 하나의 응용프로그램에는 여러 프로세스 

존재 할 수가 있고, 분류시에 하나의 응용프로그램의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각 프로세스 별로 나누어 

분류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응용프로그램의 선정은 최근에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다르게 때문에 유동성 있게 변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모으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flow 가 

발생한 응용프로그램의 프로세스를 선정하였다. 일정 

수를 정한 이유는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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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있어야 좀더 정확한 학습을 시킬 수 있고 너무 

많은 class 가 존재하면 분류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정 수는 4 장의 실험에 통해서 정하였다.  또한 Decision 

Tree 계열의 알고리즘은 학습시킨 응용프로그램만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이 발생하거나 일정 

수 이하의 응용프로그램은 오분류 될 수 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수 이하의 응용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모아 others 라는 새로운 class 를 만들어 학습을 

시켰다. 

 

3.3 실시간 응용트래픽 분석 시스템 구조 
 

실시간 응용트래픽 분석 시스템은 그림 3 과 같이 3

가지 모듈로 나눌 수 있다. C4.5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Tree

를 생성하는 모듈, 생성된 Tree 로 실시간으로 생성된 

flow 를 각 응용프로그램으로 분류하는 모듈과 분류된 

flow 가 얼마나 정확한지 검증하는 모듈로 되어있다. 

 

 
 (그림 3) 실시간 응용트래픽 분석 시스템 구조 

 

Tree 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 데이터와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는 flow 가 어떤 응용프로그램에서 발생

된 건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TMA log 의 정보와 flow

를 매칭시켜 일치하는 flow 만 학습 데이터 및 검증 데

이터를 만든다.  

Tree 를 생성하는 모듈은 C4.5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Tree 를 생성한다. Tree 에 필요한 학습데이터는 1 주일 

단위로 저장되어 진다. 이 모듈은 일주일에 한번 실행

이 되는데 4 주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 Tree 를 생성

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Tree 를 생성하는데 기존 4

주 데이터중 가장 오래된 1 주의 데이터는 제외되고 지

난 일주일 데이터가 새로 추가되어 4 주의 데이터로 

Tree 를 생성하게 된다. 실시간 응용트래픽 분류 모듈은 

매 분마다 생성되는 flow 를 C4.5 Tree 를 이용하여 각각

의 응용프로그램으로 분류를 하고 flow 에 어떤 응용프

로그램인지 저장하게 된다. 검증 모듈은 1 시간 단위로 

동작하는데 동작 주기는 변경이 가능하다. 모든 flow 가 

정확하게 어떤 응용프로그램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TMA 가 설치된 PC 에서만 사용된 flow 의 정보로 

C4.5Tree 를 이용하여 분류를 하고 실제 응용프로그램과 

일치하는지 비교를 한다. 

 

 4. 실험내용 
 

본 논문에서는 응용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한 학습

에 필요한 flow 최소값과 학습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간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다. 

4.1 평가방법 
 

분류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Precision, Recall 

Overall accuracy 3 가지 평가 기준을 사용하였다. Precision

과 Recall 은 각 응용프로그램 마다 분류의 정확도를 나타

내는 것이고 Overall accuracy 는 전체 응용프로그램의 정

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Recall 은 „A 그룹으로 분류된 원

소 중 실제 A 그룹에 속한 개수 / 분류 전 실제 데이터 

set 에서 A 그룹의 원소 개수‟로 설명할 수 있고, precision

은 „A 그룹으로 분류된 원소 중 실제 A 그룹에 속하는 

원소 개수 / A 그룹으로 분류된 전체 원소 개수‟이다. 

Overall accuracy 는 „각 응용프로그램의 TP 의 합 / 전체 

원소 개수‟ 수식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Confusion Matrix 

 

  
 

3.2 Feature Set 
 

실험에서 feature set 은 3 종류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feature set 은 표 2 에 있는 40 종류의 feature 를 모두 

선택했다. 두 번째는 통계값(state of  packet, state of 

window, state of jitter)의 값을 제외한 것이다. 학습시킬 

데이터의 크기에 한계가 있고 통계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더 많은 flow 를 

학습을 시켰다. 마지막은 C4.5 의 40 종류의 feature set 을 

이용하여 tree 를 만들었을 때 gain ratio 의 값이 큰 

feature 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feature 는 표 2 와 같다. 

 

<표 2>  선정한 feature 

1. 40 feature 2. 16 feature, 3. 17 feature 

 

 

 

 Actual Positive Actual Negative 

Predicted Positive FN(False Negative) FP(False Positive) 

Predicted Negative FN(False Negative) TN(TrueNegative) 

Features Description Feature Set 

destination Port 

IP protocol 
destination Port, 

TCP, UDP 
1,2,3 

1,2,3 

I 

N 

 

/ 

 

O 

U 

T 

dPkts 

dOctets 

timeval 

syn 

ack 

rst 

fin 

packets sent in duration 

octets sent in duration 

time interval 

#of SYN packet in flow 

#of ACK packet in flow 

#of RST packet in flow 

#of FIN packet in flow 

1,2,3 

1,2,3(in) 

1,2 

1,2,3(in) 

1,2,3(in) 

1,2 

1,2,3(out) 

state  

of  

packet 

min 

max 

avg 

mdev 

minimum,  

maximum, 

average,  

standard deviation 

1,3(out) 

1,3 

1,3(out) 

1 

state  

of 

window 

min 

max 

avg 

mdev 

minimum,  

maximum, 

average,  

standard deviation 

1,3 

1,3 

1 

1 

state  

of  

jitter 

min 

max 

avg 

mdev 

minimum,  

maximum, 

average,  

standard deviation 

1 

1 

1,3(ou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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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응용트래픽 분류 
 

첫번째 실험은 학습데이터는 일주일간 수집을 하고 

그 다음 일주일을 실험 데이터로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

다. 3 가지 feature set 에 대하여 각 응용프로그램의 최소값

을 5 가지(100, 200, 300, 400, 500)로 총 15 회 실험을 하였

다.  

 

<표 3> Overall accuracy(%) 

최  소  값 100 200 300 400 500 

16 feature 71.36 71.43 71.58 72.05 72.23 

17 feature 63.30 64.12 64.39 64.43 64.49 

40 feature 65.63 64.93 65.71 65.56 66.12 

응용프로그램 종류 74 60 56 46 41 

 

표 3 의 결과를 보면 최소값이 100 과 500 의 overall 

accuracy 는 1%미만의 적은 차이가 나지만 응용프로그램

의 종류는 100 일 때 500 보다 33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더 

분류할 수가 있다. Feature set 의 경우는 16 가지 feature(통

계 값을 제외한 feature)일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통계 값을 제외하면 데이터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

문에 각 응용프로그램의 최대 학습 데이터의 크기를 더 

많이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40 가지 

feature 의 경우는 데이터의 최대 양을 20000 으로 설정하

였고 16 가지 feature 의 경우에는 40000 으로 설정하였다.  

두번째 실험은 위 실험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최소값 100 에 16 가지의 feature 를 이용하여 한달 동안 

학습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 일주일 데이터로 테스트 

하였다. 응용프로그램의 종류는 총 165 개가 나타났고 테

스트 결과 overall accuracy 는 74.53.%로 향상된 성능을 보

였다.  

 

<표 4> 한달 학습데이터 recall 과 precision 

 

표 4 의 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others , vmnat.exe, 

joostws.exe, maxp2p.exe, supdate.exe 는 낮은 recall 값을 보였

다. 특히 others 의 경우는 recall 이 0.14%와 precision 이 

2.39%로 성능이 많이 떨어졌다. Others 를 보면 학습 데이

터가 6707 개이지만 일주일 총 flow 수는 677591 로 전체 

flow 의 6.09%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습데이터와 테스

트 데이터가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학습데이터를 모

은 한달 동안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거나 사용한 적이 

없던 응용프로그램이 테스트 데이터를 모은 일주일 동안

에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학습데이터를 수

집한 한달 동안 100 개 이상의 flow 발생하여 학습을 시

킨 응용프로그램 중 36 종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용 PC

에서 학습데이터를 모으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 하였다고 보여진다. 

 

5. 결론과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응용트래픽 분석 시스템을 구

축 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ML 알고리즘으로 분석하

기 위해서는 학습데이터는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

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은 여러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학습데

이터에 없는 응용트래픽을 분류를 하게 되면 오분류를 

할 수 밖에 없다.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overall accuracy

는 74.53.%로 165 개의 응용프로그램을 분석할 수 있었다. 

높은 수치의 값은 아니지만 좀더 실험을 통해 보완을 한

다면 ML 알고리즘을 이용한 실시간 응용트래픽 분석이 

가능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었다.  

향후에는 데이터를 시간을 기준으로 수집하지 않고 

데이터의 양을 기준으로 수집하여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볼 필요도 있겠다. 또한 특정 응용프로그램의 학습데이터

가 없으면 그 응용프로그램은 분류가 힘들기 때문에 Tree

를 생성하는 주기를 일주일보다 더 짧은 주기로 해볼 필

요도 있겠다. others 의 문제도 좀 더 분석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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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 총 flow % 
학습 

데이터 
recall precision 

iexplore.exe 4918344 44.18% 40000 66.40% 99.71% 

filegurimain.exe 2742668 24.64% 40000 99.46% 99.97% 

maxp2p.exe 1004109 9.02% 40000 61.93% 98.37% 

others 677591 6.09% 6707 0.14% 2.39% 

gamplemain.exe 492990 4.43% 40000 99.32% 99.70% 

soribada.exe 435779 3.91% 26678 98.83% 98.72% 

btdna.exe 413079 3.71% 40000 90.11% 99.77% 

svchost.exe 79067 0.71% 40000 95.83% 76.89% 

skype.exe 74961 0.67% 40000 94.94% 66.61% 

nateonmain.exe 72813 0.65% 40000 88.68% 27.42% 

supdate.exe 27801 0.25% 40000 63.29% 44.73% 

p3melo~1.exe 22740 0.20% 22171 96.36% 99.51% 

acaas.exe 20958 0.19% 40000 98.41% 91.06% 

joostws.exe 14535 0.13% 4562 49.37% 52.50% 

ayupdate.aye 12776 0.11% 29643 78.76% 43.62% 

clientsm.exe 12212 0.11% 40000 99.48% 75.05% 

gom.exe 10854 0.10% 40000 88.35% 5.46% 

vmnat.exe 9114 0.08% 8979 28.46% 2.00% 

tmsgbox.exe 8992 0.08% 31180 74.79% 1.70% 

fclient.exe 8911 0.08% 24900 100.00% 9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