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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의 보 으로 인하여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 

사용자를 한 VoIP 앱은 거의 없는 것이 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업 사용자들을 한 SIP 기
반의 VoIP 구내교환망 시스템과 이를 근하기 한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앱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

스템에서는 기존 화 앱에서 비즈니스 사용자를 한 기능의 부재를 보완하기 해 Push 기능을 활

용한 자동 주소록 싱크 기능과 Push형 컨퍼런스 콜을 기능이 제공된다. 본 시스템을 통하여 회사의 직

원들이 보다 사내 환경에 맞는 실용 이고 편리한 음성 커뮤니 이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1. 서론

   2009년 쉬운 UI와 풀 라우징 지원 등의 기능을 가진 

애 사의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된 이후로 스마트폰 시장

은 속한 성장을 하 다.

   스마트폰의 확산과 발달은 사람들의 커뮤니 이션 수

단을 바꾸었다. 이동통신사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SMS에

서 벗어나,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무료로 메

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카오톡, 마이피 , 라인 등 다양한 

MIM[1] 앱 등이 출시되었고, 곧 SMS 시장을 잠식시키고 

이동통신사가 SMS 가격을 낮추거나, 무료로 제공하게 하

는 역할을 하 다. 

   이후 한 단계 더 발 하여 인터넷 망에서 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VoIP[2] 라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스카이 , 카카오톡의 보이스톡과 같이 일

반 화 비 렴한 가격 는 무료로 화 통화 는 화

상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앱이 출시되었다.

   하지만 일반 인 통화기능을 제공하는 VoIP 앱들은 꾸

히 출시되고 있는 반면에, 기업 내 구내교환망과 연동이 

되어 내선번호로 화통화를 하거나, 기업 주소록과 자동

으로 연동이 되는 등의 기능을 가진 기업 사용자를 한 

VoIP 앱은 거의 없는 것이 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규모 기업 사용자들을 한 VoIP 기반의 구내교환망 시

스템과 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일반 인 구내교환망 기능과 더불어 

기업 주소록 자동 싱크 기능, Push 방식의 컨퍼런스 콜 

참여 기능을 제공한다. VoIP 기술은 특정 스마트폰 운

체제에 종속 인 기능이 아니므로 운 체제에 계없이 

구 이 가능하나, 이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운 체제만을 

기반으로 하여 설명한다.

2. 련연구

   본 장에서는 인터넷 망에서 음성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VoIP 기술과 구내교환망 서버를 구축하기 

해서 사용되는 IP-PBX 서버와 자동 주소록 싱크 기능, 

그리고 Push방식 컨퍼런스 콜 참여 기능의 핵심이 되는 

Google Cloud Messaging[3] 기술에 해서 설명한다.

2.1 VoIP 

   VoIP는 Voice over IP의 약자로 기존 화망을 통하여 

제공이 되던 음성 서비스를 인터넷 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규약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망이 구축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화 통화가 가능하게 되

었고,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 망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유선 화망보다 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의 VoIP 시스템은 LAN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통

신을 지원하기 해 개발되었던 H.323[4] 로토콜을 활용

하 으나, 서비스 구 이 복잡하고, 호환성을 보장받지 못

한다는 단 이 있었다. 이를 보안하기 하여 새로운 로

토콜인 SIP[5] 가 개발되었다. SIP 에 한 설명은 다음 

섹션에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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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ession Initiation Protocol (SIP)

   SIP 는 IETF에서 정의한 음성과 화상 통화 같은 멀티

미디어 세션을 제어하기 해 사용되는 로토콜이다. 

SIP는 1999년 3월 처음 IETF에서 표 화되었으며, 2002

년 7월 RFC 3261 SIP로 개정되었다. 개발 기부터 인터

넷 망 에서 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만들

어졌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다른 많은 로토콜

과 쉽게 연동이 가능하며 유연성과 확장성이 높고 HTTP 

로토콜과 유사한 텍스트 기반으로 디버깅이 쉽다는 장

이 있다.

2.3 IP-PBX 서버

   재 IP-PBX 서버는 다양한 제품이 존재하는데 오  

소스 진 에서는 Asterisk 로젝트, 유료 제품에서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 유명하다. 

2.3.1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Cisco 에서 개발한 소 트웨어 기반의 IP-PBX 통합 

솔루션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로그램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호환성이 뛰어나며 안

정 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일반 인 IP-PBX 기능 외에도 인스턴트 메시지(IM)와 

화상 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 시 에 사용자가 

화를 사용 인지 는 화상 회의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용자의 상태와 통신 능력에 한 정보를 실시

간으로 수집하는 즌스(Presence) 기능으로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와 기술력으로 유명한 Cisco 제

품답게 높은 확장성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높

은 가격과 복잡함으로 인해 소규모 기업에 사용하기에

는 어려움이 따른다. 

2.3.2 Asterisk

   Asterisk[6]는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에서 구내교환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오 소스 IP-PBX 로젝트로, 

1999년 마크 스펜서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다.

   이 에는 PBX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서 고가의 특수

한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로 하 고 만약 ARS, 녹취 등의 

부가 기능이 필요하다면 각 기능 별로 별도의 하드웨어 

장비가 요구되었다. 

   하지만 Asterisk 가 나옴으로써 추가 인 장비 없이 

일반 인 PC만으로도 IP-PBX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가의 장비에서만 제공되던 다양한 부가 기능

들조차 기본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모듈 방식으로 기

능을 추가할 수 있어서 뛰어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한 FreePBX 라는 오 소스 로젝트를 활용하면 

Asterisk를 웹상에서 GUI 방식으로 운   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 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IP-PBX 서버로 Asterisk를 선택하 다.

2.4 Google Cloud Messaging (GCM)

   사용자가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으로 Push 방식과 Pull 

방식이 존재한다. Pull 방식은 사용자가 능동 으로 정보 

제공자를 찾아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Push 방

식은 정보 제공자가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내고 사용자는 

이 정보를 수동 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 사

용자가 쿠폰을 얻기 해 검색을 통해 직  쿠폰 사이트

에 속하여 쿠폰을 내려 받는 것은 Pull 방식이며, 사용

자가 쿠폰 정보 앱을 설치하고 쿠폰 정보를 알림으로 제

공받는 것이 Push 방식이다.

   안드로이드에서는 Push 방식의 정보 제공 방식을 구

하기 하여 GCM 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CM 

기능이 포함된 앱을 사용자가 설치하게 되면, 해당 단말에 

한 고유한 ID 가 앱 개발자에게 송이 되고, 앱 개발

자는 이 고유한 ID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Push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송할 수 있게 된다. 기에는 C2DM 이

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었고 일일 푸시 송량에도 제한

이 있었으나, GCM 으로 변경이 되면서부터 송량 제한

이 없어지고 사용법 한 조  편리해졌다.

3. 설계  구

3.1 설계

   본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구성

   서버 측은 크게 화 기능을 담당하는 Asterisk 와 자

동 주소록 싱크와 Push형 컨퍼런스 콜 기능을 담당하는 

App Server 그리고 사용자 정보를 담고 있는 DB 서버로 

구성이 된다. 서버를 담당하는 각각의 3개의 모듈은 논리

으로 분리가 되어있지만 물리 으로는 하나의 리 스 

서버에 같이 실행이 된다.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안드로이드 앱은 App Server 

와 HTTP 방식으로 통신을 하고, IP-PBX 서버와는 SIP 

로토콜 방식으로 통신을 한다. IP-PBX 서버와 App 

Server 는 재 컨퍼런스 콜 참여자 수를 확인하기 해

서 통신을 한다. 해당 내용은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클라이언트 앱에서 SIP 기능을 구 하는 방법으로는 

SIP 오 소스 라이 러리를 활용하거나, 안드로이드 운

체제 자체에서 제공하는 SIP 패키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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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SIP 오 소스 라이 러리는 최 화된 코덱으로 깨

끗한 통화품질을 제공하나 코드의 일부분이 C 는 C++ 

로 구 이 되어있어 안드로이드 NDK를 사용해야 하는 

등 사용하기 쉽지 않은 단 이 있고, 안드로이드 SIP 패

키지는 운 체제에서 API 벨로 지원하는 만큼 사용하기 

쉬우며 문서 한 잘 지원이 되고 있지만, 오  소스 라이

러리만큼 최 화가 되어 있지 않아 품질이 깨끗하지 않

은 단 이 있다. 하지만 운 체제가 계속 업그 이드 되면

서 이 부분은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는 SIP 패키지를 활용하여 클라이언트 앱을 만

들도록 한다. 한 Service 컴포 트를 사용하여 앱이 

Background 에 있거나 혹은 사용자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화를 수신할 수 있도록 처리하 다.

3.2 구

   본 시스템의 랫폼은 다음과 같다. 서버쪽은 Cent OS 

6(OS), Tomcat 6(WAS), MySql 5.1(DB)를 사용하 고, 

클라이언트 쪽은 Android SDK 4.1을 사용하 다.

3.2.1 내선번호 는 주소록을 통한 화

   내선번호를 통하여 구내에 있는 사용자에게 화를 거

는 것은 기본 인 IP-PBX 의 기능으로 Asterisk에서 제

공을 해주고 있다. 이를 하여 Asterisk 에서는 각 사용

자 별 내선번호를 등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 클라이

언트 앱과 내선번호를 매칭 시켜주기 하여 SIP 아이디

와 패스워드 정보도 함께 등록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단순히 내선 번호로 화를 거는 것

뿐만 아니라, 주소록을 통하여 내선번호를 모르는 직원과

도 통화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Asterisk 등록 정보는 

사용자 정보와 함께 DB 서버에 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

서 사용자 테이블의 스키마는 표 1과 같다.

<표 1> 사용자 정보 테이블 스키마

사용자 고유 번호 INT

사용자 이름 VARCHAR(20)

소속부서 VARCHAR(20)

내선번호 VARCHAR(8)

SIP 아이디 VARCHAR(20)

SIP 비 번호 VARCHAR(64)

GCM Push Token VARCHAR(2048)

사용자가 앱을 설치 후 실행하여 발 받은 SIP 아이디와 

비 번호를 입력한다. 이 정보는 App Server 에 먼  

달이 되어 인증 차가 실행이 되고, 성공한 경우 App 

Server는 DB 에 등록된 주소록 정보화 함께 Asterisk 서

버의 IP를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달해 다. 클라이언트는 

이 정보를 통하여 주소록 정보를 구성하고, 다시 Asterisk 

에 속하여 연결을 완료한다.

   사용자와 Asterisk 서버는 옵션에 따라서 TCP 는 

UDP 방식으로 연결이 지속되며, 클라이언트의 연결 상태

를 확인하기 하여 지속 으로 Ping 이 보내진다. 하지

만 App Server 의 경우 클라이언트 앱과 연결을 유지하

지 않고 필요시에만 클라이언트가 App Server에 정보를 

요청하거나,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GCM을 통하여 정보

를 달한다.

   사용자는 앱을 실행하여 내선번호를 직  입력하거나, 

주소록에서 화를 걸 상을 선택한다. 선택된 사용자의 

내선번호가 Asterisk 로 달이 되어 화 발신 로세스

가 실행이 된다.

   화 수신의 경우 Asterisk 가 요청된 내선번호에 해

당 되는 클라이언트 정보를 찾고,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화 수신 요청을 보낸다. 안드로이드 SIP 패키지에서는 이 

요청을 Broadcast 로 변환을 하고, 등록된 Receiver 에게 

달을 한다. 

   일단 화 통화가 연결이 되면, 이후의 음성 처리 과정

은 운 체제가 자체 으로 통신을 하므로, 개발자는 이 부

분에 하여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음 그림 2와 그림 3은 안드로이드 앱에서 화 발신

/수식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 화 발신 과정

(그림 3) 화 수신 과정

3.2.2 자동 주소록 싱크

   자동으로 주소록 싱크를 하기 해서는 서버상의 주소

록 정보가 변경이 되었을 때 이를 즉각 으로 클라이언트 

앱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GCM을 활용

하여 구 하 다.

   GCM을 통하여 클라이언트 앱으로 데이터를 달하기 

해서는 각 클라이언트를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Push 

Token을 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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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CM Push Token 발  과정

의 코드는 앱 실행 시 Push Token 발  여부를 조사하

여 발 받지 않은 경우 발  요청을 한다. 발  완료 후 

Push Token 은 App Server 로 달이 되고, 사용자 정보 

테이블의 GCM Push Token 필드에 장이 된다. 이 과정

을 완료하면 App Server 가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보

낼 수 있는 비가 완료된 것이다.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

를 송하는 일만 남았는데 GCM 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최 의 크기는 4Kb 정도이기 때문에 주소록 데이터

를 보내기에는 부족한 크기이다. 따라서 GCM 으로는 주

소록의 변경 여부만 달하고, 다시 클라이언트 앱이 App 

Server 와 HTTP 통신을 하여 주소록 데이터를 내려 받

을 수 있도록 하 다. 체 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주소록 자동 싱크 과정

3.2.3 Push형 컨퍼런스 콜

   Asterisk에서는 MeetMe 라는 확장 모듈을 설치하면 

컨퍼런스 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장 큰 단 은 참

여 상자를 직   할 수 없는 이다. 즉 진행자는 

참여 상자에게 미리 컨퍼런스 콜 방 번호와 시간을 알

려주고, 참여 상자들이 참여 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진행자는 미리 참여 상자에게 컨퍼런스 콜 정보

를 알려주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참여 상자는 컨퍼런스 

콜 시간과 방 번호를 계속 기억해두고 있어야하는 불편함

이 있다. 따라서 이 시스템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하여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 다. 진행자는 앱에서 컨퍼

런스 콜에 참여할 상자와 이미 만들어져있는 여러 개의 

컨퍼런스 콜 방 에서 입장할 방을 선택을 하고 컨퍼런

스 콜을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선택한 참여 상자 목록

은 App Server 에 달이 되고 다시 참여 상자에게 컨

퍼런스 콜 메시지를 보낸다.  메시지를 받은 클라

이언트 앱은 사용자에게 를 알리고, 사용자는 수락을 

하여 컨퍼런스 콜에 참여하거나 거 을 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방식을 “Push형 컨퍼런스 콜“이라고 이름 지

었다. 이를 구 하기 해서는 먼  Asterisk에서 컨퍼런

스 콜을 한 방을 생성해야 한다. 컨퍼런스 콜을 시작할 

때 동 으로 컨퍼런스 콜 방을 생성하는 것이 좋으나 

재 이 시스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합이 발생

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을 생성해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클

라이언트 앱은 생성된 방 목록과 참여자 황을 알 수 있

어야 한다. 이를 해서 생성된 방 목록은 DB서버에 장

을 하고 컨퍼런스 콜 참여자 목록은 App Server 가 

Asterisk 의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통하여 주기

으로 수집을 하여 GCM 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달을 

한다. 진행자는 이 정보를 가지고 사용할 방과 참여자를 

선택하여 컨퍼런스 콜을 시작할 수 있다. App Server 에 

달된 참여자 정보는 다시 DB서버의 데이터와 매칭이 

되어 각 참여자의 GCM Push Token을 획득하고 Push를 

보내게 된다. Push를 받은 클라이언트 앱은 Notification 

컴포 트를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컨퍼런스 콜 요청을 알

린다. 사용자가 수락을 하면 Push 에 포함된 내선번호로 

화가 걸리게 되고, 컨퍼런스 콜에 참여하게 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재 기업들을 한 VoIP 앱의 부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하여 Asterisk를 활용한 구내

교환망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이를 통하여 기업들은 인터

넷 망 기반의 PBX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무실 외부에서도 

구내 망 화를 통하여 화비용을 일 수 있고, Push형 

컨퍼런스 콜 기능을 통하여 보다 편리하게 컨퍼런스 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연구를 통하여 미리 컨퍼런

스 콜 방을 만들어 놓을 필요 없이 컨퍼런스 콜 시작 시

에 자동으로 방을 생성하도록 한다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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