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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웹 트래픽 이상탐지는 웹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정상 

동작을 따르지 않는 웹 트래픽 구간을 빠르고 정확
하게 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터넷 트
래픽은 서비스의 종류와 사용자의 접속 패턴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패턴의 분포가 매우 

불규칙하여 정상 트래픽과 비정상 트래픽을 판단하
기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컨볼루션 신경망 

(CNN)과 Long Short-Term Memory (LSTM)를 하나의 통
합 구조로 결합한 C-LSTM 신경망을 적용하는 웹 트
래픽 이상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웹 트래픽은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이러한 

웹 트래픽 데이터의 시간정보와 공간 정보를 보다 

잘 모델링 하기 위해 CNNs과 LSTM을 사용하였다. 

제안하는 웹 트래픽 이상탐지 시스템은 다른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 이상탐지 시스템의 분류 성능과 비교
하여 0.89의 Recall 성능을 달성하였다. 

 

핵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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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컴퓨터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복잡하게 연결된 네

트워크를 바탕으로 형성된 거대한 인프라는 우리 사

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대한 양의 

정보 교환이 인터넷 웹 서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1].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의 증가와 함께 네트워크

를 통한 공격도 점차 고도화되고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다양한 네트워크 공격은 웹 서비스 운영

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2]. 따라서 네트워크 인프라를 위협하는 여

러 공격에 대한 사전 관리와 예방이 필수적이다. 

최근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공격과 위협으로부

터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웹 트래픽 이상탐지는 

웹 서버 보호를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

한 구성요소로서 정상 동작을 따르지 않는 웹 트래

픽 구간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웹 트래픽 이상탐지는 이상 트래픽 영역

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실제 발생 패턴이 매

우 복잡하여 예측이 어렵다[3]. 또한 트래픽의 비정

상 상태가 정상 상태에 비해 매우 적어 패턴을 분류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CNN과 LSTM을 하나의 통합 구조

로 결합한 C-LSTM 신경망 기반 웹 트래픽 이상탐

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웹 트래픽은 제공되는 서비

스의 종류와 사용자의 접속 패턴에 따라 상이한 특

성을 가지고 있으며 패턴의 분포가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통계적 접근 방법으로 비정상 패턴을 탐지하

기 어렵다[4]. 따라서 불규칙한 패턴을 가진 트래픽 

데이터를 보다 잘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데이

터의 특성인 시간정보와 공간정보를 함께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정보의 특성을 모

델링할 수 있는 신경망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CNN은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공간 변화를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간정보를 모델링하기에 적합하다. 

LSTM은 3개의 게이트와 재귀적 모형을 이용하여 

시간순서로 발생한 데이터에 대한 장기기억을 수행

하기 때문에 시간정보를 모델링하기 적합하다. 신경

망 알고리즘을 통해 변형된 데이터의 특성은 트래픽 

데이터의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를 분류하는 과정에

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한다[5].  

 

2. 관련 연구 

 

웹 트래픽 이상탐지 분야에서 웹 트래픽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여 패턴을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한 다

양한 시도가 있었다. 첫번째는 웹 트래픽 데이터 간

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데이

터를 분류하는 것이다. Fuzzy C-means clustering과 

Gaussian mixture model 등이 실제 군집화를 수행하는 

통계적 알고리즘으로 사용되었다[6, 7, 8, 9]. 이 방법

은 웹 트래픽 데이터에서 발생한 통계적 이상치에  



표 1. 웹 트래픽 데이터 분류 방법 및 특징 추출 

저자 분류 방법 특징 추출 

W. Wang 2D CNN 2D 이미지 매핑 

M. L. Martin 2D CNN 타임스탬프, 속성 매핑 

W. Wang 1D CNN 1D 시퀀스 윈도우 

M. Cheng LSTM 시간단위 벡터 

Q. Ding LSTM 분단위 특징벡터 

T. Guo LSTM 정상 시퀀스 시간정보 

H. Alizadeh Gaussian 통계기반 군집 

D. Liu K-Means 차원축소 군집 

Y. Wang K-Means 차원축소 군집 

J. Zhang Bayesian 이산화 통계함수 

 

대해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상 트래픽 데이터와 같은 분포를 갖는 비정상 트

래픽 데이터에 대해서는 분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는 단점이 있다.  

두번째는 웹 트래픽 데이터의 시간적 특성을 모델

링하여 예측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분류하는 것이다.  

주로 LSTM과 같은 재귀 신경망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정상 트래픽에 대해서만 학습을 진행한 후 예측

한 트래픽 데이터와 실제 트래픽 데이터간 차이를 

비교하여 임계값을 기준으로 분류를 수행하였다[10, 

11, 12]. 이 방법은 주기성을 갖는 웹 트래픽 데이터

를 잘 예측하여 높은 분류 성능을 기록한다는 장점

이 있다. 하지만 웹 트래픽 데이터의 패턴이 일정한 

주기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예측 트래픽 데이터가 

실제 트래픽 데이터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다. 

  세번째는 복잡하고 다양한 웹 트래픽 패턴을 이미

지로 매핑하여 공간적 특징을 모델링하는 것이다. 

주로 컨볼루션 신경망 알고리즘이 공간적 특징을 추

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13, 14]. 이 방법은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웹 트래픽 데이터의 공간정보를 

학습에 잘 반영하여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얻었다. 하지만 시계열 특성을 가

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할 때 컨볼루션, 

풀링 연산에 의해 기존의 시간정보에 대한 손실이 

일어난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시간정보를 모델링 하려는 

시도와 공간 정보를 모델링 하려는 시도의 장점을 

결합하여 트래픽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에 대한 분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방법 
 

3.1. 제안하는 웹 트래픽 이상 탐지 시스템 구조 

그림 1은 제안하는 C-LSTM 신경망 구조이다. 제

안하는 시스템은 End-to-End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실제 이상탐지 분야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시스템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

의 웹 트래픽 데이터 샘플이 필요하다. 많은 양의  

 
그림 1. 제안하는 C-LSTM 신경망 구조 

 

웹 트래픽 샘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로 실제 발생한 웹 트래픽 

데이터의 값을 식 (1)을 이용하여 0과 1사이의 값으

로 변환하여 정규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두번째로 

슬라이딩 윈도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설정된 윈도

우 사이즈 구간만큼의 트래픽 샘플을 추출한다. 마

지막으로 이상값을 포함한 트래픽 샘플에 대해 레이

블을 설정한다. 

 

               X′ =  
𝑋− 𝑋𝑚𝑖𝑛

𝑋𝑚𝑎𝑥− 𝑋𝑚𝑖𝑛
                (1) 

 

전처리 과정을 통해 추출된 많은 양의 트래픽 샘

플은 컨볼루션 층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CNN은 컨볼

루션 필터가 입력 데이터를 슬라이딩 하면서 지역적 

특징을 추출하고 이후 이 특징을 최대값으로 압축하

는 과정을 통해 출력을 다음 층으로 전달한다. 입력

된 트래픽 샘플은 컨볼루션 층과 풀링 층을 통과하

면서 트래픽 진동수 변화가 줄어든다. 제안하는 시

스템 구조에서는 1개의 컨볼루션 층과 1개의 풀링 

층을 사용하였다. 컨볼루션 층에서는 1x5 크기를 가

지고 있는 64개의 필터가 사용되었다. 풀링은 1x5 

크기를 가진 최댓값을 추출하는 풀링을 사용하였다.  

LSTM 층에서는 컨볼루션 층을 통과하여 출력된 

공간 정보가 감소된 트래픽 샘플이 입력으로 사용된

다. LSTM은 학습 데이터를 기억하는 특성을 갖기에 

장기 의존성을 갖는 시계열 데이터를 모델링하기에 

적합하다. 제안하는 구조에서 LSTM은 64개의 출력

을 갖는 층으로 구성하였다. LSTM의 입력으로 사용

된 트래픽 샘플은 LSTM을 통과하면서 시간변화의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완전 연결 층에서는 시간정보와 공간 정보가 모델

링 된 트래픽 샘플을 기본적인 신경망으로 분류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식 (2)와 같은 소프트맥스 함

수를 통해 출력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하

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𝑃(𝑐|𝑝)  = max
𝑐∈𝐶

𝑝𝐿−1𝑤𝐿+ 𝑏𝐿

∑ exp(𝑝𝐿−1𝑤𝑘)
𝑁𝑐
𝑘=1

         (2)



 
       그림 2. 웹 트래픽 데이터 윈도우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 출력된 값은 실제 출력값

과 식 (3)의 손실 함수를 이용하여 손실을 계산한다. 

이 때 경사 하강 방법을 이용하여 손실이 최소화 되

는 최적점을 선택하고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파 단계를 수행한다. 

 

   − ∑ [𝑡𝑖 log (
𝑒𝑥𝑖

∑ 𝑒𝑥𝑗𝑑
𝑗=1

)  + (1 − 𝑡𝑖) log (1 −
𝑒𝑥𝑖

∑ 𝑒𝑥𝑗𝑑
𝑗=1

)]𝑑
𝑖=1   (3) 

 

역전파 알고리즘은 신경망의 각 층을 거치며 가중

치를 갱신한다. 가중치 갱신 과정에서는 Chain Rule

을 사용하며 분류 손실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가충치

로 갱신한다. 

 

3.2. 웹 트래픽 데이터 전처리: 슬라이딩 윈도우 

웹 트래픽 데이터에서 비정상 데이터는 매우 낮은 

빈도로 발생하기에 트래픽의 탐지 범위를 넓히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비정상 패턴을 탐지할 수 있다.  

그림 2는 슬라이딩 윈도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추출한 웹 트래픽 윈도우를 나타낸다. 위에 표시한 

윈도우는 주기성을 띄는 정상 윈도우이고 아래 표시

된 윈도우는 비정상 값을 포함하는 비정상 윈도우 

이다. 윈도우 범위 내에 비정상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정상 윈도우로 레이블을 설정하였다. 

 

3.3. 공간정보 추출을 위한 컨볼루션-풀링 연산 

 

웹 트래픽 데이터는 서비스의 종류와 사용자의 접

속에 따라 상이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잡

한 패턴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공간적 특

징을 추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제안하

는 웹 트래픽 이상탐지 시스템은 컨볼루션-풀링 연

산을 사용하여 트래픽 데이터에서 공간 정보를 추출

하였다. 컨볼루션 필터가 입력 데이터를 슬라이딩 

하면서 지역적 특징을 추출하고 이후 추출된 특징에 

대해 최대값으로 압축하는 과정을 거쳐 출력을 다음 

층으로 전달한다. 컨볼루션 연산의 일반적인 성능은 

1차원 시퀀스로 구성된 트래픽 데이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제안하는 웹 트래픽 이상탐지 시스템은 

컨볼루션 층과 풀링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𝑙 번째 

컨볼루션 층의 커널 연산을 통해 출력되는 값 𝑐𝑖𝑗
𝑙 와 

 
 

    Timestamp 
 

        그림 3. Yahoo A1Benckmark 데이터셋 

 

𝑚 × 𝑚  크기를 갖는 가중치 𝑤그리고 이전 층의 출

력인 𝑦𝑙−1을 사용한 수식 (4)의 계산 식을 이용하여 

입력으로 사용된 웹 트래픽 윈도우에 필터 연산을 

적용하여 공간적 특징을 강조한 후 다음 층에 데이

터를 전달한다. 

𝑙 번째 풀링 층에서 풀링 연산을 통해 출력되는 값 

𝑝𝑖𝑗
𝑙  , 𝑛 × 𝑛  입력에 대한 풀링 거리 𝜏를 갖는 특정 영

역에 대해 수식 (5)의 계산을 바탕으로 공간 영역의 

대푯값을 추출한다 

 

 

𝑐𝑖𝑗
𝑙 =  ∑ ∑ 𝑤𝑎𝑏𝑦(𝑖+𝑎)(𝑗+𝑏)

𝑙−1

𝑚−1

𝑏=0

𝑚−1

𝑎=0

      (4) 

 

 

          𝑝𝑖𝑗
𝑙 =  max

𝛾∈𝑅
𝐶𝑖𝑗×𝜏

𝑙−1       (5) 

3.4. 시간정보를 저장하는 Long-Short Term Memory 

 

웹 트래픽 데이터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이며 시계열의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시계열 특징을 잘 모델링 하기 위해 재귀 

신경망 구조를 갖는 LSTM을 사용하였다. LSTM은 

학습 데이터를 기억하는 특성을 갖기에 장기 의존성

을 갖는 시계열 데이터를 모델링하기에 적합하다. 

식 (6)은 LSTM 게이트 입출력을 식으로 표현한 것

이다. 메모리 셀인 𝑐𝑡 은 상태 정보를 저장한다. 이 

셀은 통제 게이트의 매개변수에 의해 입출력이 제어

된다. 시계열 데이터에서 시간순서에 따라 입력 값

이 LSTM에 들어오면 입력 게이트는 이 값들을 내

부에 메모리 셀에 축적한다. 이전 셀인 𝑐𝑡−1은 망각 

게이트에 의해 이전 정보를 기억할지 잊을지를 결정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𝑐𝑡의 출력을 최종 상태인 ℎ𝑡

로 전달할지 최종 결정을 수행한 후 출력 게이트 𝑜𝑡

에 의해 출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를  

장기 기억할 수 있는 LSTM의 일반화 성능 웹 트래

픽 이상탐지를 위한 모델링에도 적절하다. 



 
  그림 4. Yahoo A1Benckmark Q-Q 플롯 

 

𝑖𝑡 =  𝜎(𝑊𝑥𝑖𝑥𝑡 + 𝑊ℎ𝑖ℎ𝑡−1 + 𝑊𝑐𝑖 ∘ 𝑐𝑡−1 +  𝑏𝑖) 

𝑓𝑡 =  𝜎(𝑊𝑥𝑓𝑥𝑡 + 𝑊ℎ𝑓ℎ𝑡−1 + 𝑊𝑐𝑓 ∘ 𝑐𝑡−1 +  𝑏𝑓) 

 𝑐𝑡 = 𝑓𝑡 ∘ 𝑐𝑡−1 + 𝑖𝑡 ∘ tanh(𝑊𝑥𝑐𝑥𝑡 +  𝑊ℎ𝑐ℎ𝑡−1 +  𝑏𝑐) (6) 

𝑜𝑡 =  𝜎(𝑊𝑥𝑜𝑥𝑡 + 𝑊ℎ𝑜ℎ𝑡−1 + 𝑊𝑐𝑜 ∘ 𝑐𝑡 +  𝑏𝑜) 

ℎ𝑡 =  𝑜𝑡 ∘ 𝑡𝑎𝑛ℎ(𝑐𝑡) 

 

4. 실험 및 결과 
 

4.1. Yahoo Webscope S5 Anomaly 데이터셋 

 

제안하는 웹 트래픽 이상탐지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총 67개의 파일로 구성된 Yahoo Webscope S5 

Anomaly benchmark 데이터셋의 A1Benchmark를 사용

하였다[15]. 이 데이터는 Yahoo에서 제공하는 오픈소

스 데이터로 다른 데이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트

래픽 의 변형을 가지고 있다[16]. 데이터 수집은 한

시간 단위로 발생한 실제 Yahoo 서비스의 트래픽 측

정값을 시계열로 표현하였으며 비정상 값이 수동 레

이블 되었다. 그림 3에서 Yahoo 데이터셋의 예를 표

시하였다. 그림 4의 Q-Q 플롯을 통해 실제 데이터셋

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데이

터셋의 전체 트래픽 측정값은 총 94,866개로 이루어

져 있고 이 중에 1,669개의 값이 이상값이다. 실제 

제안하는 시스템을 실험 하기 위해 트래픽 데이터에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적용하여 90,910개의 윈도

우를 생성하였고 그 중 8,470개의 비정상 윈도우에 

레이블을 설정하였다.  

 

4.2. 윈도우 크기 별 성능 비교 

 

그림 5에서 윈도우 크기에 따른 웹 트래픽 이상탐

지 시스템의 Precision, Recall, F1 Score 성능을 나타내

었다. 웹 트래픽의 비정상 값은 매우 낮은 빈도로 

발생하는 만큼 이상탐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

한 윈도우 크기를 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윈도

우 크기는 경험적 평가가 필요한 만큼 크기를 10씩 

증가시켜가며 성능을 측정하였다. 윈도우 크기는 60     

 
   그림 5. 윈도우 크기에 따른 이상탐지 성능 

 

 
    그림 6. 다른 딥러닝 알고리즘과 성능 비교 

 

과 90에서 수렴성을 보였으며 90 이후에서는 발산하

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윈도우 크기 90이 60에 비해 

더 높은 성능을 나타냈지만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작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이상탐지에 유리하

기에 적절한 윈도우 사이즈를 60으로 설정하여 전체 

실험을 진행하였다.  

 

4.3. 다른 딥러닝 알고리즘과 비교 

 

그림 6은 제안하는 웹 트래픽 이상 탐지 시스템과 

다른 딥러닝 알고리즘의 Recall 분류 성능을 측정하

여 비교한 박스플롯을 나타낸다. 실험 데이터는 학

습 80%, 검증 10%, 테스트 10%로 분할하였으며 검증

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 10겹 교차검증을 수행하였다. 

C-LSTM 알고리즘은 가장 높은 정확도 98.6%를 

획득하였다. 하지만 Yahoo Webscope S5 데이터셋은 

비정상 윈도우의 비율이 전체 윈도우의 0.1%로 데이

터 불균형이 매우 심한 편에 속한다. 이로 인해 모

든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90% 이상의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므로 Precision, Recall, F1 Score와 같은 이상탐

지 성능 측정 기준이 필요하다. 



 
그림 7. C-LSTM 이상 탐지 혼동행렬 

 

표 2. 딥러닝 알고리즘 이상탐지 성능 

Algorithm Precision Recall F1 Score 

GRU 0.76 0.33 0.46 

LSTM 0.78 0.34 0.47 

CNN 0.94 0.86 0.90 

C-GRU 0.95 0.88 0.91 

C-LSTM 0.95 0.89 0.93 

 

Recall은 이상탐지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척도이다. 

식 (7)과 같이 Recall 수치는 전체 이상개수에 대한 

실제 탐지한 이상개수를 나타낸다. C-LSTM을 적용

한 이상탐지에서 0.89 Recall을 기록하였고 이는 다른 

딥러닝과 비교하여 3% 이상 높은 수치이다. C-LSTM

ㄴ은 식 (8)의 Precision과 식 (9)의 F1 Score에서도 다

른 딥러닝 알고리즘의 성능을 상회하였다. 그림 7은 

C-LSTM으로 분류한 Yahoo 데이터셋의 혼동행렬을 

나타낸다. 약 10% 정도의 오분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표2 는 10겹 교차검증을 수행한 딥러닝 알고

리즘 이상탐지 성능 평균을 나타낸다. 

 

 

 

4.4. 오분류 분석 

 

그림 8은 t-SNE를 사용하여 웹 트래픽 데이터에 

대한 분류 결과를 저차원으로 시각화한 것을 나타낸

다. 초록색 영역은 정상 윈도우가 군집을 이루는 것

을 나타내고 빨간색 영역은 비정상 윈도우가 군집을 

이루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8의 오른쪽에서 발생한 

 
그림 8. t-SNE를 통한 오분류 분석 

 

군집에서는 정상 패턴과 비정상 패턴이 하나의 군집 

을 이루는 모습을 보였다. 오분류 분석을 진행한 결

과 트래픽 윈도우의 끝 지점에 비정상 값이 위치하

는 경우에 대해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

였다. 왼쪽의 비정상 윈도우 군집에 대해 분석을 수 

행한 결과 윈도우 중앙 적절한 위치에 비정상 값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웹 트래픽 데이터의 시간정보와 공

간정보를 모델링하여 정상 트래픽 패턴과 비정상 트

래픽 패턴을 분류하기 위한 C-LSTM 신경망을 사용

한 웹 트래픽 이상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웹 트래

픽 데이터에서 패턴을 추출하기 위하여 슬라이딩 윈

도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전처리를 진행하였고 

CNN과 LSTM을 결합한 구조인 C-LSTM 신경망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슬라이딩 

윈도우 알고리즘의 최적 윈도우 크기를 결정하였고 

여러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웹 트래픽 데이터

에 대한 이상탐지 성능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C-LSTM은 시공간적 특징을 모델링하

여 다른 딥러닝 알고리즘의 이상탐지 성능을 상회하

였고 공간적 특징을 모델링하는 CNN과 비교하여 3% 

이상 높은 Recall 성능을 달성하였다.  

향후 연구의 첫번째로 웹 트래픽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기

존에 제시된 오버샘플링 기법과 본 논문에 적용한 

슬라이딩 윈도우 알고리즘과의 성능 비교가 필요하

다. 두번째로 C-LSTM의 각 층 별 출력값 분석이 필

요하다. 층별 분석을 통해 입력된 웹 트래픽 데이터

에 대해 각각의 층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t-SNE의 오분류 분석을 바탕으

로 윈도우 끝 지점에서 비정상 값이 존재하는 경우

에 대해 학습량을 증가시켜 성능 향상을 시도해 보

는 것이 필요하다. 

 
Recall =  

𝑇𝑃

𝑇𝑃 + 𝐹𝑁
    (7) 

 
Precision =  

𝑇𝑃

𝑇𝑃 + 𝐹𝑃
    (8) 

   

 
F1 Score = 2 ∙

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 𝑅𝑒𝑐𝑎𝑙𝑙

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 𝑅𝑒𝑐𝑎𝑙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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