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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폰, 스마트 타블렛과 같은 모바일 장치가 대중화됨에 따라, 다양한 모바일 앱으로부
터 WiFi/3G/4G 등의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되는 모바일 트래픽 양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
다. 응용 레벨 모바일 트래픽 분류 작업은 분류 결과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 수립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및
사용자 입장에서 모바일 트래픽 특성에 알맞게 효율적으로 모바일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 사설망 구성 및 모바일 TMA (Traffic Measurement
Agents)를 활용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및 모바일 플랫폼을 지원 가능한 모바일 트래픽 수집 구
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구조를 통해 선행 연구에서 모바일 단말의 제약된 성능 및 NAT
(Network Address Translator) 환경에서도 손실없는 트래픽 수집 및 모바일 단말 별 트래픽 수집
이 가능해진다. 제안한 수집 구조가 실제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VPN 서버를 구성하고
Android 및 iOS 장비에 대해 WiFi/3G 트래픽이 올바르게 수집되는지 확인하였으며, 제안하는
모바일 TMA 에서 사용할 기능이 구현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1.

서론

최근 스마트 혁명이라 일컫는 스마트 폰, 스마트
타블렛과 같은 모바일 장치의 급속한 확산을 통해
모바일 트래픽 양이 급증하였으며, 향후 모바일 트
래픽은 더욱 증가량 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모바일 트래픽 분석은 모
바일 네트워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품질
의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과도한 네트워크 자원을
점유하는 모바일 트래픽 관리 및 모바일 네트워크
를 통한 악의적인 공격을 방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분석된 모바일 트래픽 패턴 정보를
기반으로 모바일 앱 개발자들은 모바일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앱 개발이 가능해지고,
모바일 단말 사용자들에게 여러 모바일 네트워크를
트래픽 패턴에 따라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트래픽을 응용 레벨에서 분석하기 위해
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분류
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1] 모바일 TMA (Traffic Measurement
Agents)를 활용하여 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별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래픽을 모아 놓은
Ground-Truth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
구에서는 모바일 장치 성능의 한계로 인하여 모바

일 장치에서 100% 수집하지 못하던 트래픽을 인터
넷 Junction 에서 수집한 트래픽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해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최대한 많
은 트래픽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Junction 에서 수집된 트래픽은 다른 장치들에서 발
생된 트래픽과 섞여있어 해당 모바일 장치의 100%
트래픽을 수집하였다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수행하였던 방법은 WiFi
에만 적용 가능하고 3G/4G 등 타 네트워크에는 적
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의 단점을 극복하
기 위해 가상 사설망 구성 및 모바일 TMA 를 활용
한 모바일 트래픽 수집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
안하는 수집 구조는 가상 사설망을 활용하여 모바
일 단말에서 생성된 모든 트래픽을 가상 사설망 서
버로 우회 (redirect)시켜 해당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
법을 활용하여 손실없이 트래픽 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TMA 를 활용하여 모바일 장치에서 실
행되는 모바일 앱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해당 모바
일 장치에서 실행 중인 모바일 앱들이 생성한 트래
픽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를
통해 모바일 앱이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시킨
모든 트래픽들을 모바일 단말 별로 수집이 가능하
여 모바일 트래픽 분류 정보를 생성할 때, 그리고
모바일 트래픽 분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한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WCU)으로 부터의 지원 (R31-2010-000-10100-0) 및
2011 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의 지원 (No. 2011-0020518)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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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Truth 데이터 활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모바
일 트래픽 분류 및 분석에 대한 관련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3 장에서는 제안하는 모바일 트래픽 수집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4 장에서는 제안한 수집 구조
에 대한 환경 구성 및 트래픽 수집, 기능 확인을 통
해 실제 적용 가능한지 살펴본 결과를 설명한다. 마
지막으로 5 장에서는 요약 및 향후 연구에 대해 기
술한다.

2. 관련 연구
모바일 트래픽 양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앞으
로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2].
많은 기존 연구들에서는 해당 모바일 트래픽에 대
해 측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모바일 트래
픽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3, 4,
5]. 해당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HTTP 트래픽이
모바일 트래픽의 대부분에 해당하였으며, 웹 브라우
징 및 비디오 재생과 관련된 트래픽이 상위 비율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에서 사용한 Port 매
칭 및 HTTP User-agent 문자열 매칭 방식은 기존 트
래픽 분류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정확한 트래픽 분
류 결과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6]에서는
수집된 트래픽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측정하는 데 목표를 두어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어
플리케이션에 따른 특성,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에
따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용 패턴 측정 결과
를 설명하였다.
선행 연구 [1]에서 제안하였던 시스템 구조는
모바일 트래픽 분류를 위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모바일
단말에서 수집한 패킷에 대해 어떤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으로부터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고, 인터넷 Junction 에서 수집된 트래픽과 비교하
는 작업을 통해 모바일 단말의 성능 제약으로 인한
패킷 손실을 보완하여 모바일 트래픽을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 별로 수집하였다. 그러나 실험에 사용된
모바일 TMA 프로그램은 모바일 단말에서 제약된
성능에 비해 패킷 수집 및 어플리케이션 비교와 같
은 다소 무거운 작업을 실행하여 패킷 손실뿐 아니
라 모바일 단말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또한 제
안하였던 시스템 구조는 WiFi 에만 적용 가능하여
3G/4G 등 타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발생된 트래픽
정보 수집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구성
된 모바일 단말들이 여러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
하여 발생하는 모든 응용 레벨 트래픽을 수집하여
모바일 트래픽 분류에 사용 가능한 Ground Truth 데
이터를 생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 모바일 트래픽 수
집 시스템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
를 통해 단말별 각 모바일 앱에 대한 모바일 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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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을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트래픽 분류
가 가능한 분류자를 생성한다면 [7], 보다 다양하고
자세한 모바일 트래픽 사용 패턴 분석이 가능할 것
이다.

3. 제안 트래픽 수집 구조
3 장에서는 제안하는 트래픽 수집 구조를 설명
한다. 3.1 절에서는 해당 수집 구조를 적용할 교내
네트워크 환경을 소개하고, 3.2 절에서는 가상 사설
망에 따른 수집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3.3 절에서는
수집 구조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TMA 의 내부 구조
를 설명한다.

3.1. 교내 네트워크 망 구성

그림 1. 교내 인터넷 연결 구조 (IP 주소는 예시)
트래픽 수집은 사용되는 네트워크 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수집 위치 및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림 1 은 교내 (POSTECH) 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장치들이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
종류 및 인터넷 연결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교내
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장치들은 네트워크 종류에
따라 크게 (a) 유선 네트워크 및 공인 (Public) IP 주
소를 사용하는 장치들, (b) 무선 AP 에 접속하여 사
설 (Private) IP 주소를 사용하는 장치들, (c) 이동통신
사 네트워크를 직접 접근하는 장치들 (주로 모바일
장비)의 3 가지로 구분된다. 현재 교내에서 트래픽
분류 실험을 위해 사용되는 패킷 수집 장치는 대학
네트워크와 인터넷 사이에 해당하는 Junction 에 설
치되어 있어 무선 AP 를 통해 발생되는 트래픽은
NAT [8]설정으로 인해 사설 IP 주소 (모바일 단말에
서 사용하는 IP 주소)가 아닌 공용 IP 주소 (무선
AP 의 IP 주소)를 기반으로 트래픽 수집만 가능하였
다. 따라서 특정 모바일 장치에서 생성된 트래픽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트래픽을 찾기 위한 부가
적인 방법을 필요로 하였고,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으로는 100%의 트래픽을 찾아내지 못하는 어려
움이 있었다.

3.2. 가상 사설망을 활용한 단말별 트래픽
수집

및 4G 와 같은 타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되
는 트래픽 수집은 불가능하였다. 3G 및 4G 네트워크
의 경우 패킷 송수신 프로토콜이 WiFi 등과 같은
IP 네트워크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직접적인 패
킷 수집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안하는 수집 구조
는 가상 사설망을 통해 다른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
용하는 모바일 트래픽도 VPN 서버를 거치도록 설
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트래픽에 대한 수집이 가능
해진다.

3.3. 모바일 TMA 를 활용한 앱별 트래픽 수
집

그림 2. 모바일 트래픽 수집을 위한 제안 구조
그림 2 는 제안하는 모바일 트래픽 수집을 위한
구조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구조에서는 모바일 단말
에서 실행되는 응용프로그램 및 소켓 정보만을 수
집하는 모바일 TMA 를 설치하고, 가상 사설망에 해
당하는 VPN (Virtual Private Network)을 구성하고,
VPN 서버에서 모바일 트래픽을 단말별로 수집한다.
모바일 단말에 VPN 을 설정하였을 경우 모바일 단
말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식은 모바일 단말에서
해당 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단말의 모든 트래픽은 VPN 서버를 통해 우
회하여 VPN 서버에서 해당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된다. 이 때, 모바일 단말 사용자들이 어떤 모바일
네트워크 (예: WiFi, 3G, 4G)를 사용하더라도 송수신
되는 모바일 트래픽이 VPN 서버를 거치므로, VPN
서버에서 모바일 트래픽을 수집하여 모바일 트래픽
을 손실없이 수집이 가능해 진다. 또한, VPN 을 통
해 각 단말당 가상 채널 구축이 가능해 지므로,
VPN 서버에서는 각 가상 채널에 대해 트래픽 수집
을 수행함으로써 모바일 단말별 트래픽 수집이 가
능해진다.
선행 연구에서는 인터넷 Junction 상에서 수집된
모든 트래픽 가운데 특정 모바일 단말로부터 발생
한 트래픽을 찾고자 하였기에, 해당 모바일 트래픽
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100%의 트래픽 추출
정확도를 보증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제안하는 수
집 구조는 모바일 단말별로 가상 채널을 할당하므
로 단말별로 모바일 트래픽 수집이 가능해지기에
단말 별로 모바일 트래픽을 추출하는 과정을 수행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NAT 로 구성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모바일 단말별 트래픽 수집이 가능해진
다는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트래픽을 수집한 위치에
해당하는 인터넷 Junction 은 WiFi 네트워크와 모바
일 응용프로그램 서버 사이에만 위치하고 있어, 3G

12

그림 3. 모바일 TMA 기능 및 앱 별 모바일 트래픽
수집 과정
그림 3 은 제안하는 수집 구조에서 사용되는 모
바일 TMA 구조 및 기능과 함께 모바일 TMA 를 통
해 전달된 데이터 및 VPN 서버에서 수집한 단말별
트래픽을 기반으로 모바일 앱에 따른 단말별 모바
일 트래픽을 수집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제
안하는 구조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TMA 는 모바일
단말에서 트래픽을 수집하지 않고, 모바일 단말에서
실행되는 모바일 앱을 기준으로 생성되는 Flow 정
보를 찾아 해당 정보를 모바일 TMA 서버에 주기적
으로 전송한다. Flow 정보는 5-tuple 로 구성된
<source IP, source Port, destination IP, destination Port,
Protocol type> 데이터를 담고 있으며, 모바일 앱 이
름은 모바일 운영체제에서의 실행되는 모바일 앱에
대한 프로세스 명에 해당한다. 해당 과정은 상대적
으로 짧은 주기마다 실행되어 실행되는 모든 모바
일 앱에 대한 Flow 정보를 보관된 해당 정보는 모
바일 TMA 서버에 주기적으로 전송되어 모바일 트
래픽 응용 레벨 분류를 위한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
게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인터넷 Junction 에서 모바일
트래픽을 수집하더라도 NAT 환경으로 인하여 수집
된 트래픽이 어느 단말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단말에서 패
킷 수집을 수행하였고, 패킷 수집 및 수집된 패킷에

대해 모바일 앱을 찾는 과정을 수행하여 모든 패킷
을 수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제안하
는 구조에서는 VPN 구성을 통해 단말별 모바일 트
래픽 수집이 가능해져, 모바일 TMA 에서 패킷을 수
집하지 않고, 실행 중인 모바일 앱 및 해당 모바일
앱의 Flow 정보만 추출하여 선행 연구에서보다 효
과적으로 모바일 트래픽 수집이 가능해진다.

4. 트래픽 수집 환경 구성
4 장에서는 3 장에서 제안한 수집 구조를 실제
구성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VPN 서버를 구성하
여 WiFi 및 3G 트래픽이 올바르게 수집되는지를 확
인한 결과 및 Android 및 iOS 장비에서 모바일
TMA 개발에 필요한 기능이 구현 가능한지를 살펴
본 결과를 설명한다.

그림 4. 모바일 단말에서의 VPN 구성 화면

4.1. VPN 구성
VPN 을 구성하여 제안한 구조와 같이 모바일
트래픽 수집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내 공
용 IP 가 할당된 리눅스 서버에 VPN 서버를 구성하
고, Android 및 iOS 운영체제가 동작 중인 모바일
장치에 VPN 을 설정한 후, WiFi 및 3G 트래픽을 발
생시켜 VPN 서버에서 수집되는지 확인해 보았다.
VPN 서버 구성을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토
콜로는 PPTP, L2TP, IPSec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PPT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poptop [9]를 활용하여 리
눅스 서버에 VPN 서버를 구성하였다. VPN 구성 및
모바일 트래픽 수집에 사용된 환경은 다음과 같다.
-

리눅스 서버 OS: CentOS 6.2
VPN 구성 프로그램: pptpd v1.3.4
Android 모바일 장치: Galaxy S (Gingerbread)
iOS 모바일 장치: iPhone 4 (iOS Ver. 5.0.3)
패킷 수집 프로그램: tcpdump v4.1

그림 5. 단말별 VPN 채널에 따른 가상 인터페이스
조회 결과

그림 4 는 iPad 및 Galaxy S 에서 VPN 설정을 구
성하는 화면을 나타낸다. iOS 및 Android 모두 VPN
설정을 지원하여, 제안하는 구조와 같이 VPN 을 구
성하고, VPN 서버를 통한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하
였다. 그림 5 는 iPhone 및 Galaxy S 모두 VPN 설정
을 구성하였을 때, VPN 서버가 설치된 리눅스에서
구성되는 가상 인터페이스를 조회한 결과에 해당한
다. ppp0, ppp1 과 같이 별도의 VPN 채널이 구성되어
tcpdump [10]를 활용해 패킷 수집이 가능하였다. 환
경 구성 후 WiFi 및 3G 트래픽을 생성하여 수집한
결과, 모두 VPN 서버에서 문제없이 수집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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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바일 TMA 기능 지원 확인
모바일 TMA 기능을 모바일 단말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해당 기능들을
지원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안하는 구
조에서 모바일 TMA 에서 수행하는 핵심 기능은 크
게 (1) 전체 모바일 앱 목록 검색 및 (2) 각 모바일
앱에 대한 Flow 정보 조회에 해당한다. Android 및
iOS 운영체제에서 위 2 가지 기능을 모두 지원하는
지 확인해 보았다. 확인 결과, 두 운영체제 모두 해
당 기능을 위해서는 최상위 (root) 권한을 필요로 하
였으며, 따라서 Android 의 경우 루팅을, iOS 의 경우
탈옥 (Jailbreaking)이라는 과정을 필요로 하였다.
Android 운영체제는 Linux 커널을 기반으로 구
현된 운영체제로, 해당 기능들은 Linux 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 검색 및 각 실행 중인 프로세
스에 대한 Flow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과 거의 동일

하게 구현되어 있었다. Linux 와 마찬가지로 /proc 디
렉토리에 실행 중인 모바일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id 목록을 볼 수 있었으며, 각 id 목록은 디렉토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각 id 에 대한 디렉토리 안에는
cmdline 파일을 조회하여 모바일 프로세스 명을 알
수 있었고, net/tcp 및 net/udp 파일을 조회하여 Flow
소켓 정보 조회가 가능하였다. Android NDK 를 활용
하여 native C programming 을 하는 것으로 해당 기능
구현이 가능함을 조사 결과 알 수 있었다.
iOS 운영체제는 BSD 계열 커널 소스를 기반으
로 구현된 운영체제로, Linux 및 Android 와 달리
/proc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아 위에서 사용하였던
방법으로는 해당 기능 구현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iOS 에서 컴파일 가능한 gcc 를 설치하여 C
programming 을 할 경우, BSD 에서 지원하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방
식을 통해 생성된 lsof 바이너리를 다운로드하여 실
행하여 iOS 에서 실행 중인 모바일 앱 목록과 함께
해당 앱이 사용 중인 Flow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모바일 TMA 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두
기능 역시 iOS 에서 구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모바일 트래픽을
수집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상 사설망
구성 및 모바일 TMA 를 활용한 모바일 트래픽 수
집 구조를 제안하고, 제안한 구조가 구현 가능한지
를 확인하였다. 제안하는 구조를 통해 모바일 앱에
대한 단말별 모바일 트래픽 수집이 가능해졌을 뿐
만 아니라, WiFi 및 3G/4G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의
모바일 트래픽 수집 역시 가능해졌다. 또한, 단말별
트래픽을 추출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아 선행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모바일 트래픽 수집 구조보다
더 빠르게 모바일 트래픽 분석에 사용될 데이터 생
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한 구조를 통해 WiFi 및
3G/4G 네트워크에서 발생된 모바일 트래픽을 수집
가능하도록 Android 및 iOS 모바일 TMA 를 개발하
고, VPN 구성을 통해 모바일 트래픽에 대한 Ground
Truth 데이터를 얻고자 한다. 해당 모바일 앱 및 네
트워크 별 모바일 트래픽을 기반으로 모바일 네트
워크 및 플랫폼에 따른 트래픽 차이 분석하고, 선행
연구인 자동화된 분류자를 생성하는 시스템과 연동
하여 모바일 트래픽을 정확하게 분류 가능한 기술
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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