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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대 엔트로피(Maximum Entropy)는 실증적 데이터에서 관찰된 잠재적인 여러 유용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최대 엔트로피를 갖

는 추정된 분포를 구축하기 위한 접근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상의 데이터 전송 시 혼잡한 흐름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최대 엔트로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네트워크 흐름 분류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이 기존의 방법들 보

다 높은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네트워크 서비스 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키워드: 최대 엔트로피(maximum entropy), 흐름 분류(flow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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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빠르고 복잡하게 발달하는 IoT 기술과 전통적인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들 뿐 아니라 P2P(Peer-to-Peer) 파일 공유, 인터넷 개인방송, 

다시보기 등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겨나며 대용량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더 심화 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상의 

데이터 전송 시 복잡한 전송 흐름을 효율적으로 분류하여 전송 오류를 

낮추는 최대 엔트로피 모델[1]을 제안한다. 정확한 흐름 분류 모델은 

실제 네트워크 흐름의 특성을 통한 분류를 통해 네트워크 모니터링에 

대해 보다 높은 성능의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하다. 이때 네트워크 

흐름의 정확한 분류는 네트워크 성능 분석, 혼잡 관리 및 트래픽 

평준화에 대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킨

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최대 

엔트로피 이론이 적용된 관련 연구에 대해 서술하며 3절에서는 네트워

크 흐름 분류 원리와 최대 엔트로피 이론을 포함하는 이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현재 연구 중인 작업들

을 통해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최대 엔트로피 이론

최대 엔트로피 모델은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학습에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현재까지 자연 언어 처리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품사 태깅을 이용한 작업에 

어휘 문맥 정보를 사전화하며 확률 분포 추정과 같은 확률 계산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2]. 또한 최대 엔트로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

I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흐름 분류의 포괄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최대 엔트로피 원리를 적용하였다. 최대 엔트로피는 사전 지식이 

요구되는 기계 학습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의 학습과 

학습 결과는 입력과 출력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 분류 

정확도가 높다. 무작위로 생성된 데이터 흐름 세트를 통해 측정된 

흐름에 대해 특징들이 확률 분포로 표현되고 이에 대한 평균값을 

얻는 접근법을 통해 모델을 구현하였다. 하지만 실시간적인 실제 

상황에서는 대표적인 샘플을 선택해야하며 이는 시스템 성능 점수가 

좋은 샘플이여야 한다. 실험은 Naive Bayes를 기반으로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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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분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분류에 대해 포괄적인 

분류 기준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징을 기반으로 분류를 진행하였

다. 무작위로 생성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실제 네트워크 흐름의 실험을 추가로 연구해야한다. 

네트워크 흐름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변경되며 네트워크 흐름 분류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확실한 정보들을 사전에 처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Fig. 1은 네트워크 흐름의 분류 과정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Fig. 1. 네트워크 흐름 분류 원리의 흐름도

IV. Conclusions

제안된 최대 엔트로피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네트워크 흐름의 특징을 추출하는 기법을 적용하여 선택된 특징들을 

기준으로 흐름을 분류하는 접근법을 통하여 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징을 선택할 때 효율적인 특징 선택을 

위한 기법이 선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 선택 기법은 대표적으로 

Naive Bayes와 SVM(Support Vector Machines) 등이 있으며 향후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특징 선택기법을 비교할 것이다. 

또한 비교를 통해 가장 좋은 성능의 접근 방법을 제안된 최대 엔트로피 

모델에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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