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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네트워크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네트워크의 특성, 네트워크 관리 및 

혼잡 제어에 대한 높은 요구 사항을 제시하므로 네트워크 트래픽 분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트래픽 분류는 다양한 특성

에 따라 네트워크 트래픽을 여러 클래스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네트워크 분야에서 적용된 여러 트

래픽 분류 기법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 환경에서 효율적인 트래픽 분류가 가능한 기법 

선택을 위해 비교하며 향후 연구를 위해 트래픽 분류 기법들을 소개한다.

키워드: 트래픽(traffic),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 분류 기법(classificat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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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 네트워크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빠른 발달로 인해 급속한 

성장 폭과 함께 매우 크고 복잡해졌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이 점점 더 풍부해짐에 따라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네트워크 성능이 더욱 취약해진다. 

따라서 실시간 네트워크 모니터링의 목적은 네트워크의 상태 및 

동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관리의 기본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모니터링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은 매우 

중요한 측면이며, 실제 트래픽의 특성을 통해 분류하는 적합한 모델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네트워크의 크기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진다는 

성능 문제로 인해 제어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트래픽 분류는 네트워크 

관리자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제어 전략을 조정 

가능하게하며 네트워크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므로 네트워크 트래

픽 모델링 및 예측에 관한 연구에 바탕이 될 수 있다[1].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네트워크 분야에서 

적용된 트래픽 분류 기법에 대한 관련 연구에 대해 서술하며 3절에서는 

트래픽 분류 기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소개된 분류 

기법들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은 각 장치에서 수행되는 

네트워크 작업을 특정 계획에서 분리하여 기존 IP 네트워크의 한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DN은 네트워크를 제어계층(Control 

Layer)에 중앙 집중화함으로써, 네트워크의 구성 설정, 관리, 보안 

등에 있어 관리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며 응용프로그램과 네트워크 

서비스를 논리적 또는 가상적인 개체로서 네트워크를 관리 및 제어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트래픽 분류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이 부족하다.[2]

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는 트래픽 분류를 위해 적용된 기법들을 조사하여 

향후 연구를 위해 소개한다. 주요 목적으로는 분석과 분류가 가능한 

다양한 네트워크 흐름의 특징을 제공하고 다양한 유형의 트래픽 

흐름을 분류하는 최적의 기능을 가진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조사를 

위해 사용되어진 기법들은 대표적으로 MLP(Multi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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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ron), RBF(Radial Base Function) Network, SVM(Supprot 

Vector Machine), RFC(Recursive Flow Classification), C4.5, 

Naive Bayes 등이 있으며 C4.5가 가장 우수한 분류 성능을 보였다. 

MLP는 입력 노드, 출력 노드 및 숨겨진 노드와 같은 관계로 구성되며 

데이터 패턴을 감지한다. SVM은 트래픽 분류에 적용되어 모든 매개 

변수에 대해 쉬운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사용된다. RFC는 다양한 

차원의 실제 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또한 트래픽 

분류 방법으로 Portnumber를 기반으로 분류하고 DPI(Deep Packet 

Inspection)를 사용해 payload 기반의 패킷을 분류한다. Fig. 1은 

전체적인 흐름 분류의 실험 순서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1. 실험의 순서도

상단에서 볼 수 있듯이 Tcpdump tool은 패킷 캡처용으로 사용되었

고 Extraction과 Selection의 기능에서는 통계 기능을 추출하여 각 

흐름을 나타낸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를 통해 조사한 트래픽 분류 기법을 향후 연구인 최대 

엔트로피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할 것이다. 또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C4.5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연구의 성능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사전 연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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