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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기술의 발전으로 복잡해진 네트워크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Sofrware Defined
Network(SDN)의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네트워크 관리자는 손쉽게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
게 되었다. 관리 기법 중 트래픽 분류는 폭증하는 인터넷 트래픽들의 Quality of Service(QoS)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eature Selection를 통해 트래픽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분
할 수 있는 특징을 선택 후 이 결과에 따른 Deep Packet Inspection(DPI)와 Machine Learning 기법을
선택 및 적용을 통한 효율적인 트래픽 분류 기법을 제안한다.

1. 서 론1)
오늘날 IT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와, Iot 디바이스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들의 등장에 따라
서 다양한 서비스와 컨텐츠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
라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시스코에 따르면 이러한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이
2019년에는 2014년 대비 3배 이상인 168EB(엑사바이트)
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폭증하는 트래
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관리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Software
Defined Network(SDN)는 앞서 말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이다. SDN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Data Plane과 Control Layer을
분리시켜 네트워크 관리자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네트워
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1]. 이를 이용해서 앞서 언
급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오고 가는 예측 불가능한 트
래픽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Quality of
Service(QoS)에 따른 최적의 경로를 보장할 수 있다. 이
러한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기에 앞서 각 트래픽의 QoS를
분류 할 수 있는 트래픽 분류 기법이 중요하다.
현재 제안된 트래픽 분류기법에는 포트번호를 이용한
기반 트래픽 분류와 패킷의 페이로드를 직접 분석하여
패킷을 분류하는 Deep Packet Inspection(DPI) 기법이 제
안되어 왔고 최근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방법

의 한계를 극복하고 폭증하는 다양한 트래픽을 분류하기
위해 Machine Learning(ML) 기법이 제안되고 있다[2]. [3]
에서는 트래픽의 정확한 분류를 위해 DPI기법과 ML기법
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하지만 인입되는 패킷에 대해 두
기법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ML의 분류 결과 Reliability
Threshold 값을 계산해줘야 하기 때문에 초기 몇 개의
패킷에 대해서 두 가지 기법을 모두 실행하기 때문에 데
이터 트래픽이 많아지게 되면 컨트롤러의 자원을 사용함
에 있어서 오버헤드가 있으며 주어진 데이터 셋을 그대
로 ML알고리즘에 적용시킴에 따라 높은 정확도를 기대
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기법을 이용하되
어떤 기법을 이용하는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먼저
Feature Selection을 통해 분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Feature만을 추출해 낸 후 ML알고리즘을 적용시켜 ML
알고리즘의 계산 오버헤드를 줄이는 동시에 정확도 높은
트래픽 분류기법을 제안한다.
2. 관련연구
2.1 특징선택(Feature Selection)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B0190-16-2013, 유무선 통
합 네트워크에서 접속 방식에 독립적인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 개발)

그림 1 Feature Selection

*Dr. CS Hong is the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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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특징선택(Feature Selection)은 기계학습에서 분류정확도
를 향상시키기 위해 원본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가장 좋
은 분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의 부분집합을 원
본 데이터에서 찾아내는 방법이다[4]. 이러한 과정을 통
해서 첫 번 째로 분류를 위한 정보만을 추출해 내기 때
문에 해당 데이터로 분류 알고리즘에 적용 시켰을 시에
분류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두 번째로 분류에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없앰으로서 원본데이터를 분류
를 했을 때 보다 더욱 빠르게 계산을 끝낼 수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특징선택을 통해 각 트래픽을 구
분 지을 수 있는 특징을 추출해 낸 후 머신러닝 알고리
즘을 적용시켜 빠르고 정확한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며 특징선택으로 도출된 특징에 해당하지 않은 한
패킷에 대해서는 DPI기법을 적용해 분류정확도를 높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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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Matrix Characteristics.
:
Each
row
represents
Each column represents Samples.
Class
Feature
Mean of Each characteristics
Coefficient of Variation
 of each characteristic
 among all classes by the 
Definition of coefficient of importance


표 1 Feature Selection 알고리즘에 사용 된 변수

알고리즘1. Feature Selection
2.2 결정트리(Decision Tree)
결정트리는 계산비용이 적으며 대규모 데이터를 분류
하는데 적합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분류 기술 중 가
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림2 결정트리(Decision Tree) 구조
그림2는 결정트리의 구조로서 회색 원 안에는 데이터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들어가게 된다. 본 논문에서
는 앞서 2.1절에서 언급되었던 Feature Selection을 이용
해 트래픽의 특징을 도출 후 이 결과가 트래픽을 분류하
는 기준으로서 회색 원 안에 Decision Attribute로 들어가
게 되고 이 기준에 따라 이후에 인입되는 트래픽이 분류
가 된다.
3. 제안사항
3.1 Data Feature Selection
본 장은 통계 기반 Feature Selection 기법을 통해 주
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의
Feature를 추출해 낸다. 다음은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통
계를 바탕으로 Feature를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과
정이다.

1: Discretization of each column of Q;

2:
3:
4:
5:
6:

Calculation of coefficient of variation  _
Computation of coefficient of variation  _
_
Computation  = 
 _
Calculation of mean  = for fiexd j
Ordering of 














위 알고리즘에서는 주어진 데이터의 분산의 정도를 나
타내는 Coefficient of variation(  )를 사용하여 Feature
Selection을 진행한다.  가 크면 데이터들은 분산의 정
도가 큼을 의미하고 작으면 데이터들은 분산의 정도가
작음을 의미한다. 위 알고리즘에서는 각각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Feature 값의  인    와 각각의
구한 후 중요도 계수로 정
Feature의  인   
의된  를 값을 구하여 각각의 Feature들을 중요도 순
서대로 추출할 수 있다. [5].

_

를

_

3.2 Feature Selection Based Decision Tree
Feature Selection 과정을 통해 추출된 Feature를 바탕
으로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인 Decision Tree를 생
성한다. 앞서 언급된 알고리즘을 통해 Feature는 여러 개
가 생성될 수 있으며 생성 된 Feature를 가지고 Decision
Tree를 형성 할 때 Feature를 배치하는 순서에 따라 분
류 정확도가 상이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추
출된 Feature들 중에서도 분할하기에 가장 좋은 속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섀넌 엔트로피를 통해 효율적으로
Decision Tree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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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x

  
  
  
  

내용
Feature
x 속성의 엔트로피
x가 나올 확률
log   
전체 엔트로피
정보 이득


information gain

표2 섀넌 엔트로피 계산에 사용되는 변수

   
information gain =         
   

추출된 각 Feature에 대해 Information Gain을 측정한
다. Information Gain이란 어떤 Information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값이며 이
값이 큰 Feature는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Feature이며 이를 바탕으로 트리를 구성하는데 상위에
노드에 배치하는 것이 분류를 함에 있어서 더욱더 정확
한 결과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측정된 Information
Gain을 바탕으로 트리를 구성해 Decision Tree의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4. 성능평가
4.1 모듈의 구조

그림 4 패킷 분류 결과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Feature Selection 기반 Decision Tree와
DPI 모듈을 이용해 정확도 높은 패킷 분류 기법을 제안
하였다. Feature Selection을 통해 데이터가 가장 잘 분류
될 수 있는 Feature를 찾아낸 후 Machine Learning 혹은
DPI 알고리즘을 적용을 통해 Machine Learning 단독으로
적용했을 때 보다 높은 분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DPI와 Machine Learning 기법으로 분
류되지 않는 Unknown Packet에 대한 처리, 분류 된 패
킷을 바탕으로 SDN 환경에서 빠른 전송경로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연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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