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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이 크게 활성화됨과 동시에 요 이 렴하고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인터넷 화가 부

상하고 있다. 개방형 랫폼인 안드로이드기반의 스마트폰에서는 응용 로그램의 사용이 자유로움에 

따라 인터넷 화 응용 로그램을 탑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기반의 모바일 

인터넷 화 시스템의 구 을 한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에 한 심이 부상함에 따라 일반 

휴 폰 신에 스마트폰의 사용이 크게 증가될 망이다. 

스마트폰 에서도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은 

구나 제약 없이 모바일용 어 리 이션을 설치하여 사

용할 수 있다. 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요 이 렴한 

인터넷 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모바일용 인터넷 화 어

리 이션에 많은 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

에서는 안드로이드기반 인터넷 화 시스템을 개발하기 

한 요구사항을 분석하 다. 

2. 련연구

2.1 안드로이드

   구 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최근 속도로 확산되

고 있다. 아직 시장 력은 크지 않지만 노키아의 심비

안처럼 OS 랫폼과 소스코드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통신사업자들에 의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

다. 한 개방형인 리 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서비스 개발 폭에 넓은 장 이 있다[1].

  

2.2 인터넷 화(VoIP)*

   인터넷 화는 기존 회선교환방식의 일반 화와 달리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을 패킷 형태로 송한다. 인터넷

화는 음성과 데이터를 하나의 망으로 송함으로써 망 효

율을 높일 수 있고 인터넷과 연계된 다양한 지능망 서비

스도 제공할 수 있다[2][3].

3. 시스템 요구분석 

3.1 시스템 개요

   안드로이드기반 스마트폰에 탑재된 인터넷 화 시스템

은 기존의 인터넷 화와 마찬가지로 인터넷망을 사용한다. 

(그림 1)은 모바일 인터넷 화의 시스템 개요도이다.

(그림 1) 모바일 인터넷 화 시스템 개요도

3.2 기능  요구분석

3.2.1 수신자 주소받기 기능

   화를 거는 모바일 단말 측에서는 상  단말의 일반 

화번호 신 상  단말의 IP주소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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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Redirect Server에 자신의 ID와 IP를 송하여 로그인

하고, 상  단말의 IP주소를 송받는다. (그림 2)는 로그

인  상  단말의 IP주소를 얻기 한 메시지 구조이다. 

(그림 2) 로그인  상  단말 IP주소를 얻기 한 메시

지 구조

   Head, myID, myPW, myIP에는 각각 패킷의 헤더번

호, 로그인하는 ID와 Password, IP 주소가 들어가며, toID

에는 화를 걸고자 하는 상 의 ID가 입력된다. 로그인 

기능만 할 때는 Head, myID, myPW, myIP 정보만 

Redirect Server에 송되며, 화를 걸기 해 상 의 ID

를 입력할 경우, toID가 채워져 송된다.  메시지를 받

은 Redirect Server가 상  ID에 한 IP주소를 찾으면 

toIP가 채워져서 주소를 요청했던 사용자에게 다시 송

한다.

3.2.2 화 호 처리 기능

   음성통화를 하기 해 화를 거는 단말은 상  단말

과 연결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 때 SIP를 이용하여 연

결 수락을 신청하고, 상 가 이를 수락하면 음성통화를 

한 RTP Session이 생성되어 음성통화를 시작할 수 있다. 

SIP 메시지는 첫 연결 수락 신청을 한 INVITE와, 이에 

한 연결 수락을 허락하는 OK, 이에 연결을 시작하는 

ACK, 그리고 상 가 연결을 받지 못하는 등의 상태는 

BUSY가 있다. (그림 3)은 SIP를 이용한 간단한 사용 

이다.

(그림 3) 단말간의 연결 설정 과정

3.2.3 음성데이터 인코딩 기능

   모바일 단말의 마이크를 통해 음성이 달되면, 음성 

데이터는 코덱을 통해 인코딩되어 디지털신호로 변환된다. 

한, 상  수신자가 보낸 디지털신호는 아날로그신호로 

변환되어 음성으로 듣게 된다. 인터넷 화에 용할 수 있

는 음성 코덱의 종류에는 <표 3>과 같이 여러 코덱이 있

다. 

코덱 종류 G.711 G.726 G.729

알고리즘 PCM ADPCM CS-ACELP

Bit Rate 64k 16, 24, 32k 8k

인코딩 시간 10ms 10ms 10ms

비고 PSTN음질 BW높은품질 VoIP 보편

<표 3> ITU-T 표  음성 코덱

   본 시스템에서는 음성 인코딩에 G.711 코덱을 사용한

다. G.711은 역폭이 높아 데이터 용량이 다소 크지만, 

통화품질이 뛰어나고 재의 인터넷이 고속 통신망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시스템에서 G.711 코덱이 합

하다.

3.3 비기능  요구분석

3.3.1 운   성능

   제안하는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랫폼 SDK 2.1기반에

서 개발한다. 음성데이터 처리를 한 코덱은 통화품질이 

뛰어나며 인터넷 화에 보편 으로 사용되는 G.711을 사

용한다. G.711은 64k의 B/W를 지원하며, 인코딩 시간이 

10ms 이내로 인터넷 화에 합하다. 

3.3.2 정책

   본 인터넷 화 시스템은 1:1방식의 통화이며, 송신자와 

수신자 양쪽 모두 동시에 음성을 송/수신 할 수 있다.

   Redirect Server는 항시 동작 으로 모바일 단말의 연

결  IP 주소 정보 송을 항상 기하고 있다.

4. 결론

   최근 스마트폰이 활성화됨에 따라 향후 스마트폰 사용

자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드로이드기반 모바

일 인터넷 화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면 

구나 사용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반에 인터넷

화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 다. 기능  요구사항 분

석은 음성통화를 해 연결되는 과정을 SIP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화 호 처리 기능, 달하려는 음성에 G.711 코

덱을 이용하여 디지털신호로 변환하는 음성데이터 인코딩 

기능이 있다. 이러한 요구 분석을 통해 향후 스마트폰기반 

인터넷 화 시스템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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