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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XMPP(Extensible Massaging and Presence Protocol) 기반 프레즌스(Presence) 정보와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기반 프레즌스 정보를 모두 처리 할 수 있는 XMPP/SIP 프레즌스 서비스 시스템에서 서버의 부하

를 줄이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 제어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XMPP 프레즌

스 스탠자(stanza)와 IQ 스탠자에 필요한 요소들이 추가된 새로운 XMPP 스탠자 구조가 설계되었고, SIP 통지 메시

지와 PUBLISH 메시지 크기를 모두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 처리 방식이 제안되었다. 아울러  

XMPP 도메인과 SIP 도메인 사이에서 서로 프레즌스 정보를 전송 할 수 있는  메시지 교환 절차가 제시되었다. 제안

된 시스템의 성능은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a new message control method that can reduce server load and network traffic in XMPP/SIP presence 
service system has been proposed. This presence service system can process both XMPP(Extensible Massaging and 
Presence Protocol) based presence information and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based presence information. A 
new XMPP stanza architecture with added elements for presence stanza and IQ stanza has been designed, and a new 
presence information data processing method which can reduce size of SIP notification message and SIP PUBLISH 
message has been suggested. Furthermore a messages exchanging procedure that can transfer presence information 
between XMPP domain and SIP domain has been also suggeste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ystem has been 
analysed by simulation.

키워드 :  프레즌스 서비스, XMPP, SIP,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 포맷

Key word : Presence Service, XMPP, SIP, Presence Information Data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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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프레즌스 서비스는 사용자의 온라인 상태, 현재 위

치, 네트워크 접속 방식 및 접속 주소 등 사용자에 관

한 다양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네트워크 응용 분

야에 널리 사용된다. 현재 SIP 기반의 프레즌스 서비

스[1, 2]와 XMPP 기반의 프레즌스 서비스[3, 4]가 모

두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프레즌스 정보를 얻

기 원하는 다수의 프레즌스 리소스에 대한 등록 요청 

메시지를 프레즌스 서버에게 보내고 이후 등록된 프

레즌스 리소스에서 프레즌스 정보의 상태 변화가 발

생할 때마다 프레즌스 서버는 각 사용자들에게 프레

즌스 통지 메시지를 보내며 따라서 사용자 수가 증가 

할수록 프레즌스 서버의 부하와 네트워크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프레즌스 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 

수 증가에 따른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프레즌스 서버와 사용자 사이에 교환되는 XMPP 메시

지 양을 줄이고 서버의 부하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스

탠자 요소들이 추가된 새로운 XMPP 프레즌스와 IQ 스
탠자 구조를 제안하였다. 또 본 연구에서는 서버가 사

용자에게 보내는 SIP 프레즌스 통지 메시지의 크기와 

사용자가 자신의 프레즌스 정보의 변화 시에 전송하는 

SIP PUBLISH 메시지의 크기를 모두 줄일 수 있는 확장

된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는 데이터 처리 

방식이 제안되었다. 아울러 XMPP 도메인과 SIP 도메

인 사이에 프레즌스 정보를 전송 할 수 있는 메시지 교

환 절차를 새롭게 설계하여 SIP 기반의 프레즌스 서비

스와 XMPP 기반의 프레즌스 서비스를 하나의 서버에

서 모두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관련 연

구로서 XMPP 구성과 SIP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 포맷 

및 기존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Ⅲ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XMPP/SIP 프레즌스 서버의 설계 및 

구조를 설명하고 이어서 필요한 스탠자 요소들이 추가

된 XMPP 프레즌스와 IQ 스탠자 구조 및 SIP 통지 메시

지 크기를 줄일 수 있는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 처리 방

식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 Ⅳ장에서는 구현된 시스템의 

성능 분석을 한 후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연구

2.1. XMPP

XMPP[5-7]는 XML 형태의 메시지나 프레즌스 정보

를 실시간에 근접한 속도로 교환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

콜이다. XML 스트림은 네트워크를 통해 XML 요소를 

서로 교환하기 위한 컨테이너이며  <stream> 태그로 시

작한다. 그림 1에 XML 스트림 내에 위치하는 XML 스
탠자들을 보였다.

그림 1. XML 스트림 예

Fig. 1 Example of XML Stream

XMPP 스탠자는 XML 스트림 내에서 전송되는 

XML 요소들이며 메시지 스탠자(<message>), 프레즌

스 스탠자(<presence>) 및 IQ 스탠자(<iq>)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현재 XMPP를 이용한 기능 구현에 초점을 맞춘 여러 

종류의 프레즌스 및 인스턴트 메시징 시스템 관련 연구

[3, 4]가 있으나 이들 연구들은 사용자 수 증가에 따른 

XMPP 시스템 부하의 최적화에 관련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달리 XML 스트림 내

에서 교환되는 XMPP 메시지 양을 효율적으로 줄여 서

버의 부하와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

운 XMPP 스탠자 구조를 연구하였다.

2.2. SIP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 포맷

SIP 기반 프레즌스 서비스에서 프레즌스 서버와 사

용자 사이의 프레즌스 정보를 교환하기위한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의 기본 포맷은 PIDF(Presenc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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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Format)이고 XML 형태의 문서이다. 이 포맷은 최

상위 요소(root element)로 <presence>를 가지며 각 프

레즌스 정보를 구분하기 위한 하위 요소(child element)
인 하나 이상의 <tuple>을 가진다. 이 <tuple>은 다시 하

위 요소로 <status>를 가지며 이는 각 프레즌스 리소스

의 현재 상태 정보를 나타낸다. 이들 외에도 프레즌스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여러 개의 하위 요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들 요소들은 필요한 경우 속성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에 이와 같은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의 예를 보였다.

그림 2.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 예

Fig. 2 Example of Presence Information Data

이와 같은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는  프레즌스 서버와 

사용자 사이에서 통지 메시지나 SIP PUBLISH 메시지

를 통해 서로 교환된다. 이때 프레즌스 서비스 사용자 

수가 증가 할수록 등록되는 프레즌스 리소스 수 및 각 

프레즌스 리소스에서 발생되는 프레즌스 정보의 양도 

크게 증가하여 프레즌스 서버의 부하를 높이게 된다.  
SIP 프레즌스 서버의 부하를 줄이기 위한 연구로는 

기존에 보낸 프레즌스 정보 문서에서 변경된 부분만 전

송하는 부분 통지(partial notification) 방식이나[8, 9] 리
소스 리스트 방식을 사용하여 다량의 프레즌스 리소스

를 등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10] 등이 제

안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달리 프레즌스 정

보 데이터 포맷을 확장하여 자주 사용되는 문서 태그 

부분을 압축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SIP 프레

즌스 통지 메시지의 크기 및 SIP PUBLISH 메시지의 크

기를 모두 줄일 수 있는 SIP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 처리 

방식을 제안하였다.

Ⅲ.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1. XMPP/SIP 프레즌스 서버 구조 설계

본 논문에서 설계한 새로운 XMPP/SIP 프레즌스 서

버의 구조를 그림 3에 보였다. 여기서 서버는 XMPP 프
레즌스 제어모듈, XMPP 스트림 제어모듈, SIP 메시지 

제어모듈, SIP 등록 제어모듈, SIP 통지 제어모듈, 
XMPP/SIP 변환 제어모듈 및 XMPP/SIP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그림 3. XMPP/SIP 프레즌스 서버 구조

Fig. 3 Architecture of XMPP/SIP Presence Server

XMPP 스트림 제어모듈은 스트림 헤더를 처리하고 

스트림 인증 및 리소스 바인딩을 한다. 이와 함께  

XMPP 사용자와 프레즌스 서버사이의 스트림 생성 및 

유지 기능도 처리한다. 
XMPP 프레즌스 제어모듈은 각 사용자들의 프레즌

스 리소스 목록을 XMPP/SIP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베

이스에 생성, 수정 및 관리하고 XMPP 스트림 내의 프

레즌스 및 IQ 스탠자를 처리하여 프레즌스 정보의 등록

과 통지기능을 제어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자신

의 프레즌스 리소스 목록에 있는 상대방의 현재 프레즌

스 정보 데이터를 얻으려 할 때와 상대방의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가 변경되어 서버가 이를 등록된 사용자에

게 알리는 프레즌스 정보 통지 동작 시 사용자와 프레

즌스 서버 사이에 전송되는 메시지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이 모듈을 구현하였다. 
상대방의 각 리소스 별로 프레즌스 스탠자가 발생하

도록 동작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프레즌

스 스탠자를 확장하여 새로운 프레즌스 스탠자 타입인 

‘new_probe’와 ‘new_notify’를 설계하여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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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new_probe' from='jabber_id_1'  to='jabber_id_2'>
와 <presence type='new_notify' from='jabber_id_2'  
to='jabber_id_1'>처럼 사용하고 이러한 프레즌스 스탠

자 타입을 수신 한 경우 각 리소스 대신 해당 사용자 주

소로 1회만 전송하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를 사용하여 서버의 

부하와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두 감소시킬 수  있게 된

다. 아울러 사용자가 XMPP/SIP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하여 프레즌스 리소스 목록을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동작에서도 메시지 양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사용자가 IQ 스탠자를 사용하여 프레즌스 정보 데이

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경우 기존의 방식에서는 프레즌

스 서버가 변경된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를 사용자의 등

록된 모든 프레즌스 리소스에게 보내고 각 리소스는 수

신 결과를 다시 프레즌스 서버에게 보내야 했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IQ 스탠자를 확장하여 

새로운 타입인 ‘new_set’와 ‘new_result’를 설계하여 

<iq from='jabber_id' type='new_set' id='roster_id'>와 

<iq to='jabber_id' type='new_result' id='roster_id'>처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IQ 스탠자 타입을 수신 한 

경우 각 리소스 대신 해당 사용자 주소로 1회만 전송하

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와 프레즌스 서버 사이에 전송되

는 메시지 양을 줄일 수 있다. 
SIP 메시지 제어모듈은 SIP 프로토콜 스택을 가지며 

SIP 기반의 프레즌스 서비스 사용자와 프레즌스 서버 

사이의 메시지 교환 및 연결 제어를 담당한다. SIP 등록 

제어모듈은 각 SIP 사용자들의 프레즌스 리소스 목록을 

XMPP/SIP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생성, 수정 

및 관리하고 SIP 통지 제어모듈은 등록된 사용자의 SIP 
프레즌스 정보의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서버와 SIP 사
용자 간의 통지기능을 제어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문서 태

그 부분을 압축하여 전송 할 수 있도록 SIP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 포맷을 확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SIP 
SUBSCRIBE 메시지의 Accept 헤더에 'application/pidf- 
compress+xml' 속성이 추가되었고 이와 같은 SIP 
SUBSCRIBE 메시지를 수신한 서버에서는 응답 메시지

에 앞으로 양단간에 사용 할 압축 목록을 보내도록 하

였다. 이후 해당 사용자에 대한 프레즌스 정보 통지 시 

압축된  SIP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 포맷을 사용함으로

써 통지 메시지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최상위 요소인 <presence>의 하위 요소로 <compress>
가 설계되어 이의 하위요소로 압축된 프레즌스 정보 데

이터의 항목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버로부터 프레즌스 정보 데이

터 압축 목록을 받은 사용자는 이후 자신의 프레즌스 

정보의 변화 시에 생성해야하는 SIP PUBLISH 메시지

에도 동일한 압축 방식을 적용 할 수 있어 SIP 프레즌스 

통지 메시지의 크기 및 SIP PUBLISH 메시지의 크기를 

모두 줄일 수 있게 된다. 

3.2. 프레즌스 서버 동작 및 XMPP/SIP 메시지 교환절차

이상에서 설명한 프레즌스 서버의 동작 과정에 대한 

순서도를 그림 4에 보였다. 여기서 XMPP 스트림 제어

모듈을 통하여 사용자와 프레즌스 서버사이의 스트림 

연결이 되면 먼저 목적지 도메인이 XMPP인지 여부를 

확인 후 XMPP인 경우 XMPP 프레즌스 스탠자와 IQ 스
탠자 처리를 한다. 이때 XMPP 프레즌스 정보는 XMPP/ 
SIP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며 프레즌스 

정보의 처리는 3.1절에서 설명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새

로운 방식을 사용하여 사용자와 프레즌스 서버 사이에 

전송되는 메시지 양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림 4. 서버 동작 과정에 대한 순서도

Fig. 4 Flowchart of Server Oper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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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SIP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 먼저 목적지 

도메인이 SIP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SIP 프레즌스 정보

는 XMPP/SIP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다. SIP 메시지의 Accept 헤더에 'application/pidf- 
compress+xml' 속성이 있으면 확장 PIDF 프레즌스 처

리 모듈에서 양단간에 사용 할 압축 목록을 보내고 이 

후 해당 사용자와의 프레즌스 정보 교환 시 압축된  SIP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 포맷을 사용함으로써 통지 메시

지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림 5. 프레즌스 서버 및 사용자 사이의 메시지 교환 절차

Fig. 5 Message Exchange Procedure between Presence 
Servers and Users

본 논문에서는 XMPP 도메인과 SIP 도메인 사이에 

프레즌스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기능은 

서버의 XMPP/SIP 변환 제어모듈에서 실행된다. 그림 5
에 프레즌스 서버를 통한 SIP 사용자와 XMPP 사용자

와  사이의 메시지 교환 절차를 보였다. 여기서는 SIP 
사용자 A가 동일한 도메인의 SIP 사용자 B에 대해 SIP 
SUBSCRIBE 메시지를 프레즌스 서버에게 보내고 이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압축된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 포맷

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SIP 사용자 B는 자신의 영역이 아닌 XMPP 사용자 

A에 대한  등록 요청을 하면 서버는 XMPP/SIP 변환을 

통해 XMPP 사용자 A에 대한 프레즌스 등록을 한다. 

SIP 사용자 B가 XMPP 사용자 A에 대해 SIP 
SUBSCRIBE 메시지의 Expire 헤더 값이 0인 요청을 보

내면 프레즌스 서버는 내부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presence type=‘new_probe> 스탠자를 생성하여 SIP 
NOTIFY 메시지를 사용해 해당 XMPP 사용자 A의 프

레즌스 정보를 알려준다.

Ⅳ. 성능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XMPP/SIP 프레즌스 서비스 시

스템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본 연구에서 제안

한 새로운 프레즌스 스탠자 타입인 ‘new_probe’와 

‘new_notify’를 적용 시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사용자 수를 증가시켜가며 프레즌스 서버에서의 프레

즌스 정보 처리 시간을 비교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각 사용자는 5개의 리소스를 가지

며 사용자 당 1초에 5회의 프레즌스 요청을 하는 것으

로 설정하였다. 그림 6에 이의 결과를 보였다. 

그림 6. 평균 프레즌스 정보 처리시간(프레즌스 스탠자 사용)
Fig. 6 Average Presence Information Processing Time 
(using presence stanza)

여기서 제안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수가 50
명 일 때는 평균 처리 시간이 7.8% 감소하고, 150명 일 

때는 11.6% 감소하고, 250명 일 때는 13.9%가 감소하

여 사용자가 수가 증가할수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

의 개선 효과가 커짐을 알 수 있다.
다음 본 연구에서 제안한 IQ 스탠자와 프레즌스 스

탠자가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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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모두 적용 시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

해 사용자 수를 증가시켜가며 프레즌스 서버에서의 평

균 처리 시간을 비교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뮬레

이션 환경에서 각 사용자는 5개의 리소스를 가지며 사

용자 당 1초에 5회의 프레즌스 요청과 1회의 프레즌스 

리소스 목록 갱신 요청 동작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7에 이의 결과를 보였다. 

그림 7. 평균 프레즌스 서버 처리 시간

Fig. 7 Average Presence Server Processing Time

여기서 제안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수가 50
명 일 때는 평균 처리 시간이 11.4% 감소하고, 150명 일 

때는 14.0% 감소하고, 250명 일 때는 15.8%가 감소하

여 사용자가 수가 증가할수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

의 개선 효과가 커짐을 알 수 있다.
다음 SIP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 포맷을 확장하여 자

주 사용되는 문서 태그 부분을 압축하여 전송 할 수 있

도록 제안한 방식의 성능을 기존 방식과 비교하기 위하

여 10개의 <tuple>로 구성된 PIDF 포맷의 프레즌스 문

서를 사용자당 1초에 10개씩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때 

압축되는 문서 태그는 <status>,<contact>,<servcaps> 
및 <devcaps>이다. 그림 8에 메시지 전송에 소용되는 

프레즌스 서버에서의 평균 처리 시간을 비교 측정한 결

과를 보였다. 여기서 제안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사

용자 수가 50명 일 때는 평균 처리 시간이 9.5% 감소하

고, 150명 일 때는 11.2% 감소하고, 250명 일 때는 

13.8%가 감소하여 사용자가 수가 증가할수록 본 논문

에서 제안한 방식의 개선 효과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림 8. 평균 프레즌스 서버 처리 시간(압축 태그 사용)
Fig. 8 Average Presence Server Processing Time(using 
compressed tag)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프레즌스 서버와 사용자 사이에 교환

되는 XMPP 메시지 양을 줄이고 서버의 부하를 감소시

키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추가된 새로운 XMPP 프레즌

스 스탠자와 IQ 스탠자 구조를 제안하였다. 또 프레즌

스 정보 데이터 포맷을 확장하여 자주 사용되는 문서 

태그 부분을 압축하여 전송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SIP 
프레즌스 통지 메시지와 SIP PUBLISH 메시지의 크기

를 모두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

템의 성능 분석을 위한 측정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프레즌스 스탠자와 IQ 스탠자를 적용한 경우 서

버에서의 평균 프레즌스 정보 처리 시간이 11.4%에서 

15.8%까지 감소하여 사용자가 수가 증가할수록 제안한 

방식의 개선 효과가 커짐을 보여 주었다. 또 PIDF 포맷

의 프레즌스 문서 태그 부분을 압축하여 전송하는 경우 

측정 결과로 9.5%에서 13.8%까지 감소하여 역시 사용

자가 수가 증가할수록 제안한 방식의 개선 효과가 커짐

을 보여 주었다. 향후 과제로는 확장성을 높이기 위하

여 다중 서버 구조를 가진 XMPP/SIP 프레즌스 서비스 

시스템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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