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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단말기 원격관리 및 제어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Remote Management and Control System 

for VoIP Terminal 

송한춘*, 반규익**

Han-chun Song, Ku-Ik Ban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공유기 내부의 사설IP주소가 설정된 인터넷 전화단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한 인터넷 전화단말 원격관리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였다. 개발시스템의 동작은 관리시스템에서 원격에 있는 공유
기내부의 인터넷 전화단말로 SMS메시지를 보내서 그것으로 인하여 전화단말에서 망 관리 프로토콜인 SNMP Trap 

메세지를 발생토록 하여 UDP세션을 생성시키고, 이 생성된 UDP hole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단말의 각종 관리정보를 
수집하게 하였다. 개발시스템의 성능을 실험실 환경의 시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험한 결과, 관리시스템에서 인터넷 
전화단말로 관리정보 수집을 위한 접속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인터넷 전화단말의 각종 관리정보가 정상적으로 수집되
고 관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시스템은 향후 인터넷 전화단말의 효율적인 관리와 서비스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ffective remote management system for VoIP(Voice 
over IP) terminal. Ordinary VoIP terminal is connected inside of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assigned 
private IP address. NAT provides address mapping between outside public IP address and inside private IP 
address,  for outside system telephone call is connected to inside VoIP terminal. In this paper, we also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UDP hole punching function that the outside calls pass through the NAT, for outside 
management system call is connected to internal VoIP terminal, and gathered to management information of the 
VoIP terminal. Also, we evaluated and analysed of developed system in the test environment. As a result of 
test, It showed that it was well performed without any data error and data loss in the connectivity, and It 
showed that it was well gathered management information of the VoIP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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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 화서비스의 통화품질이 일반 화의 서비스품

질과 비슷한데 요 은 일반 화에 비하여 훨씬 렴하고, 

인터넷 화를 가입하여 사용할 때에도 기존 일반 화 

번호를 그 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이 

가능함에 따라 인터넷 화 가입자가 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화서비스의 통화품질을 지속 으

로 리하고 유지하기 해서는 인터넷 화단말에 내장

된 로그램   하드웨어에 한 지속 인 성능 리, 장

애 리, 통화품질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 으로 

인터넷 화단말은 가정이나 회사의 인터넷 공유기 내부

에 사설 IP주소를 설정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공인 IP주

소가 아닌 사설 IP주소를 설정하여 사용함에 따라, 외부

의 인터넷 화서비스 공 업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인

터넷 화단말로 속하여 원격으로 리하기에는 기술

으로 속과정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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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가 인터넷을 통

하여 원격에서 가정에 있는 인터넷 화단말을 효율 으

로 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

다. 원격에 있는 제어  리 시스템에서 인터넷 공유

기 내부의 사설 IP주소를 사용하는 인터넷 화단말로 

속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송 로토콜 UDP 홀 펀칭 

기능을 수행하는 STUN(Simple Traversal of UDP 

through NAT)을 구 하 다. 한  구 한 원격 제어  

리시스템의 기능들을 시험실 환경에서 성능평가를 실

시하 다.

Ⅱ. 인터넷 전화단말 원격관리 관련기술

1. 인터넷 전화서비스 품질관리 

인터넷 화는 기존의 회선교환 망을 이용한 일반

화를 신하여 인터넷망을 통하여 음성을 송하여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는 화이다[1]. 재 다수의 인터넷 화

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인터넷 

화의 서비스품질은 매우 요하다. 따라서  인터넷 

화의 서비스품질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한 많은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다[2][3][4[11]]. 인터넷 화에서의 서비스

품질 요소는 기존 화교환망에서의 서비스 품질요소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인터넷 화의 주요 서비스품질 요

소로는 호 설정단계에서의 속품질로 호 설정시간, 다

이얼 후 지연시간(PDD)과 송단계에서의 송품질인 

지연시간, 호 손실률, 지터가 있다. 

2. NAT 내부 인터넷 전화단말 접속

인터넷 화단말은 공유기를 통하여 내부의 사설 IP

주소가 설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외부  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인터넷 화단말 리서버에서 원격

으로 속하여 리하기 해서는 가입자 공유기 (NAT 

: Network Address Translation)를 통과하여 내부 인터

넷 단말로 속해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NAT는 외부의 

인터넷과 내부의 사설망 사이에 치하여 외부 인터넷으

로부터 내부 통신망을 보호하는 장비이다.

그림1을 보면, 인터넷 화 사업자는 공인 IP를 사용 

이며 인터넷 화단말의 경우에는 공유기를 사용하여 

공유기 내부의 사설IP를 사용하는 환경이다. 외부 인터

넷 화사업자는 원격의 인터넷 화단말을 리하기 

하여 단말 리시스템의 단말 리서버에서 인터넷 화

의 단말에 장애  품질정보를 SNMP 로토콜을 이용

하여 단말의 장애  성능 리를 한 명령을 내리고

(①), 명령을 수신한 공유기는 NAT를 이용 인터넷 화 

단말에 해당 정보를 요청을 하려고 하나 패킷 내의 페이

로드에는 NAT 내에서 사용되는 IP 주소가 포함되어 있

으므로 공인 IP의 데이터는 NAT 내부로 송될 수 없다

(②). 반면 단말 리 서버에서 인터넷 화의 장애  품

질정보를 알기 해 단말에 요청한 데이터가 성공 으로 

단말에 도달했다면 인터넷 화 단말은 그에 하여 해

당 정보를 공유기에 보내고(③), 단말 리시스템의 서버

로 패킷을 송할 수 있다(③, ④). 그러나 결국 원활한 

양방향 통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 으로 공인 IP상

에서 사설 IP를 지닌 인터넷 화 단말의 리가 어렵게 

된다.

그림 1. NAT 내부 사설IP 전화단말로 접속의 문제점 
Fig. 1. Connection problem to NAT inside te rm inal

3. 인터넷 공유기(NAT) 종류 및 특징

인터넷 공유기(NAT) 내부의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

는 단말들을 외부의 공인 IP주소를 사용하는 인터넷 망

으로 속시켜주는 장비인 공유기(NAT)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1].

1) Full cone NAT 

특정 내부의 사설IP주소와 송포트를 특정 외부 IP주

소와 송포트로 매핑을 한다.  외부 호스트는 매핑 된 외

부 IP주소를 통하여 내부 호스트에 패킷을 보낼 수 있다.

2) Restricted cone NAT 

특정 내부 사설IP주소와 송포트가 특정 외부 IP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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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송포트에 매핑이 되지만, 외부 호스트(IP주소 X를 

가진)는 만약에 내부 호스트에서 사 에 IP주소 X를 가

진 외부 호스트에 패킷을 보냈을 경우에만 매핑 된 외부 

IP주소를 통하여 내부호스트에 패킷을 보낼 수 있다.   

3) Port Restricted cone NAT

Restricted cone NAT와 같지만, 포트번호에 제한을 

받는다. 외부호스트(IP주소 X와 포트 P를 가진)는 만약

에 내부호스트가 사 에 패킷을 IP주소X와 포트번호P를 

가진 호스트로 패킷을 보냈을 경우에만 해당 내부호스트

로 패킷을 보낼 수 있다.

4) Symmetric NAT 

특정 내부 사설IP주소와 포트로부터 특정 외부 IP주소

와 포트번호로 매핑이 되어 특정 목 지 IP주소와 포트

로 패킷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목 지로는  다

른 매핑이 사용된다. 한 단지 패킷을 받은 외부호스트

로만이 내부 호스트로 UDP패킷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4. NAT내부 단말접속을 위한 STUN

STUN(Simple Traversal of UDP through NAT)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NAT의 존재와 종류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로토콜이다.  STUN 로토콜을 지원하는 단

말기는 인터넷 상에 있는 STUN 서버에게 여러 차례의 

질문을 통해 NAT의해 사용된 공인 IP 주소와 포트번호

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메시지 내의 사설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바꾸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NAT 설정 

값의 변경 없이 SIP 신호 메시지와 음성  상 트래픽

이 NAT에서 송수신 하는 것이 가능하다[1].

그림 2. STUN 환경에서의 NAT 동작 
Fig. 2. NAT Operation in STUN environment

STUN은 기존의 많은 NAT시스템과 특별한 동작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NAT 인 라에 있는 단말기에 다양

한 P2P 응용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STUN은 요청/응답을 기본 동작으로 하며, 클라이언트

가 요청 메시지를 보내면 서버는 응답으로 소스 어드

스(Source address)를 복사해 보내 다. STUN은 기존의 

SIP UA와 SAP 록시, NAT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며, 

종단 간 미디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다. 

하지만 Symmetric NAT와 RTCP는 지원하지 않고, 정

상동작(Binding alive)을 유지하기 해 지속 으로 미디

어를 주고받아야 한다
[5[12]].

5. 인터넷 전화단말을 위한 프로비져닝

인터넷 원격 단말 리시스템은 ITU-T의 표 안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6]에서 제

시된 장애 리, 구성 리, 계정 리, 성능 리, 보안 리 등

의 5  리기능을 수행하여 단말의 사용효율을 극 화시

키고, 서비스품질 에서 가용성(availability), 신뢰성

(reliability)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응답시간(response 

time)을 가능한 한 가장 빠르게 유지하는 것이다. SNMP  

는 TCP/IP 기반의 인터넷 단말을 효율 으로 리를 한 

로토콜로서, 네트워크 리정보를 명시하기 해 

SMI(Structure of Management Information)와 MIB 

(Management Information Base)를 정의하고 있다[6][7].

인터넷 화단말 자동 로비 닝은 원격에서 인터넷 

화단말에 속하여 기능을 설정하고 리 하는 것이다
[8]. 일반 인 인터넷 VoIP 단말은 HTTP 서버나 TFTP 

서버로 부터 자신의 설정 데이터를 내려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HTTP 서버나 TFTP 서버

의 디 토리에 각 VoIP 단말별 설정데이터를 일로 만

들어서 장해 놓으면 VoIP 단말은 부 시에 자동 로

비 닝을 통하여 자동으로 설정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

만 이 게 설정데이터를 일로 리하는 방식은 일반

으로 리에 어려움이 많게 된다. 일의 이름은 VoIP 단

말의 MAC 주소를 사용하여 정해야 하며, VoIP 단말에

는 HTTP서버나 TFTP 서버의 주소를 설정해 놓거나 

DHCP 서버로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만 한다[9].

6. 호 설정을 위한 UDP hole Punching 

UDP hole punching이란 서로 다른 NAT로 막  있는 

두 Peer 들 사이에 UDP 방식으로 P2P 통신을 하기 해

서 고안된 개념으로서, UDP hole punching에 의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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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UDP 세션을 유지하기 해서 사설 네트워크 내부

의 클라이언트가 주기 인 keep alive message를 보내어 

NAT내에서 유지되는 hole 유지 timer를 reset하는 방법

을 말한다
[4][5].

Ⅲ. 개발시스템 설계 및 구현 

1. 시스템 기능구조 설계

본 논문에서는 UDP hole punching의 기법을 이용하

여 NAT를 통과하여 외부의 인터넷 화단말 리시스템

에서 사설망 내부의 인터넷 화단말로 근하여 원격제

어를 하도록 설계하 다. 우선 원격의 인터넷 화단말 

리시스템에서 사설망 내부의 인터넷 화단말로 속

하기 하여 인터넷 화단말로 SMS를 보내 SNMP 

Trap 메세지를 발생토록 하여 UDP 홀을 생성하도록 기

능을 설계하고 개발하 다.

SNMP Trap 정보수집 시, 해당 인터넷 화단말로 

SNMP Set/Get 명령을 실행하는 실시간 처리모듈의 개

발과, 주기 인 성능수집  통계 데이터의 생성 수행하

는 배치처리 모듈, 그리고 개발한 원격 리 시스템을 사

용하기 한 웹 GUI를 포함하는 솔루션을 설계 하고 개

발하 다.

그림 3.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 전체구성도
Fig. 3. Configuration diagram of developed system

그림3에서 웹 GUI 모듈은 운용자가 VoIP 단말 리시

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해 제공하는 화면으

로 인터넷 화단말의 진단  제어, 이력  통계, 시스

템 리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된다. 

SMS 처리 모듈은 주기  는 실시간으로 사설망의 인

터넷 화단말의 UDP 홀 펀칭을 발생시키기 해 SIP 

로토콜을 이용한 SMS(단문메시지) 처리 로세스이

며, 실시간 처리 모듈은 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화단말의 재 상태정보를 수집하거나 Reset하는 로세

스로 구성된다. 한 배치 처리모듈은 주기  는 약

에 의해 인터넷 화의 성능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

보를 재가공하는 모듈로 각종 통계  보고서 정보를 생

성하는 배치 로세스로 구성된다.

표 1. 개발한 시스템 관리정보수집 및 분석 기능
Table 1. Management information gathering and 

analysis function in the developed system 

본 논문에서 개발한 인터넷 화단말 원격 리  제

어시스템의 단말 리를 한 리정보 수집항목의 설계

규격을 표1에 나타내었다.

2. 개발한 관리시스템의 동작시나리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인터넷 화단말 원격제어  

리시스템은 운용자가 운용자단말을 통하여 원격 리시

스템에 진단스 , 수집정보 이력  통계, 화단말 

리 등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개발한 시스템의 화단

말 원격 리 동작구조는 그림4와 같다.

그림 4. 개발한 인터넷전화단말 관리시스템 동작 알고리즘
Fig. 4. Operation algorism of developed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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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운용자가 특정의 사설 IP가 설정된 인터넷 화

단말에 한 화번호를 입력하여 진단을 요청하면 개발

시스템의 서버는 품질측정 모듈로 SNMP hole punching

을 요청하게 된다. 품질측정 요청을 받은 품질측정 모듈

은 VoIP 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화단말로 

SNMP Trap 메시지 발생을 한 SMS 단문을 송한다. 

이때 SMS 단문을 받은 인터넷 화단말은 SNMP Trap 

메시지를 발생시켜 서버와 단말간의 UDP 세션을 설정하

게 되는데, 결국 인터넷 화단말과 리시스템간의 UDP 

세션을 통한 SNMP hole punching을 생성되어 인터넷 

화단말의 리정보 MIB를 SNMP 기능을 통하여 리시

스템의 MIB로 달하게 된다. 한 개발 시스템의 hole 

punching을 통한 정보수집 흐름도는 그림5와 같다. 

그림 5. 개발한 시스템의 정보수집 흐름도
Fig. 5. Management information gathering flow 

in developed system

인터넷 화단말과 원격의 제어  리시스템 간의 

UDP 세션을 통한 SNMP hole punching을 통하여 원격

에서 공유기 내부에 있는 사설 IP가 설정된 다양한 종류

의 인터넷 화단말에 한 장애정보, 성능정보, 품질정

보 등의 리정보 수집을 한 SNMP MIB 계와  

SNMP MIB 구조를 그림6에 나타내었다. 

(a) 인터넷 화단말과 SNMP MIB 계

(b) 기본 SNMP MIB 구조

(c) SNMP Trap 구조

그림 6. 개발한 시스템의 SNMP MIB 구조 
Fig. 6. SNMP MIB structure in developed system

Ⅳ. 기능시험 및 결과고찰

1. 시스템 개발환경 및 시험 망 구성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공유기(NAT) 내부에 사설 IP주

소가 설정된 인터넷 화단말을 외부의 인터넷서비스 제

공자 사무실의 시스템에서 효율 으로 리하고 제어하

기 한 시스템을 리 스 환경에서 개발하 다. 데이터

베이스로는 오라클 DB를 사용하 으며, 인터넷 화단

말은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단말의 기능을 로그램으로 

구 하 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성능시험을 

한 시험환경 구성은 다음의 그림7과 같다.

그림 7. 개발한 시스템 시험환경 구성 
Fig. 7. Test environment configuration in developed 

system

2. 개발시스템 기능시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개발한 시스템의 기능시험으로 리시

스템의 웹을 통한 속제어 기능, 외부인터넷에서 내부 

사설망으로 속설정을 한 차인 UDP hole pun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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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하게 하는 SIP를 통한 SMS처리 기능시험, 그리

고 UDP hole punching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hole을 이

용하여 리정보를 수집하는 SNMP를 통한 서비스품질

측정 기능시험, 공유기를 경유한 속제어 기능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시스템의 웹 접속제어 기능시험 결과 

시험환경을 구성하여 운용자 PC에서 리시스템으로 

웹 기능을 통하여 속제어가 원활히 이루어짐을 그림8

과 같이 운 자 속  웹을 통한 제어화면 캡쳐 결과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a) 운 자 pc에서의 속 화면

(b) 웹을 통한 속제어화면

그림 8. 운영자 로그인 및 웹 접속제어 기능시험 결과
Fig. 8. Test result of operator login and Web 

control view function. 

2) SIP를 통한 SMS 처리 기능시험 결과

시험환경의 인터넷 화 원격 리 제어시스템에 특정 

인터넷 화번호를 설정하여 리정보의 수집을 한 시

험 시에 SMS 메시지가 정상 으로 송되어 SNMP 

TRAP 메시지를 발생시킴을 그림9와 같이 SIP Log  

SNMP TRAP Log 캡쳐 결과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9. SIP를 이용한  SMS 처리기능 시험 결과
Fig. 9. Test result of SMS processing function 

using SIP

3) 공유기를 경유한 접속제어 기능시험 결과 

시험환경의 인터넷 화 원격 리 제어시스템에서  공

유기 내부 사설IP조소가 설정된 화단말로 속을 시도

하여 리정보를 수집 시 정상 으로 수집되어 속제어

가 이루어짐 (그림8, 그림9, 그림10. 참조)을 확인 하 다.

4) SNMP로 서비스품질 측정수집 기능시험 결과 

시험환경의 인터넷 화 원격 리 제어시스템에서 특

정 인터넷 화번호를 설정하여 화단말의 리정보 요

청 시 실시간으로 SNMP가 동작하여 Qos 리정보가 수

집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10은 QoS 계측  통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 개발 리시스템을 통한 품질측정 결과

(b) 개발 리시스템의 스 쥴을 통한 품질측정결과

그림 10. 전화단말 서비스품질 측정기능 시험결과
Fig. 10. Test result of QoS mesuremen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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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시스템의 기능시험 결과고찰 

의 시험결과에 나타난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설계

하고 구 한, UDP 세션을 통한 SNMP Hole Punching 

기능을 통하여 공유기 내부의 사설 IP가 설정된 인터넷 

화단말을 원격 리를 한 리시스템의 기능은 정상

으로 기능이 동작함을 확인하 다.

Ⅴ. 결 론 

인터넷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인터넷 TV와 더불어 

인터넷 화 가입자는 수백만 가입자로 증가 하 다. 

속히 늘어난 각 가정의 인터넷 화단말을 원격에서 효

율 으로 리하기 한 리시스템이 요구되었다. 인터

넷 화단말은 가정이나 회사의 인터넷 공유기 내부에 

사설 IP주소를 설정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공인 IP주소가 

아닌 사설 IP주소를 설정하여 사용함에 따라,  외부의 인

터넷 화서비스 공 업체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원격

에서 인터넷 화단말을 리하고 제어하기에는 기술

으로 속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공유기 내부에 사설IP주소가 설

정된 인터넷 화단말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한 인터

넷 화단말 원격제어  리시스템을 설계  개발하

다. 개발시스템은 원격에 있는 인터넷 화단말로 

SMS메시지를 보내서 그것으로 인하여 화단말에서 망 

리 로토콜인 SNMP TRAP 메세지를 발생토록 하여 

UDP 세션을 생성시키고, 이 생성된 UDP hole punching

을 통하여 인터넷 화단말의 각종 리정보를 수집하게 

개발하 다. 개발한 리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

여 실험실 환경에서 시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험을 실

시한 결과,  인터넷 화단말의 장애정보, 성능정보, 품질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정상 으로 수집되고 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시스템은 향후 인터넷 화단말

의 효율 인 리와 서비스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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