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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를 이용하여 원격의 장치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IP-PBX(private 

branch exchange)기반 서비스 랫폼을 응용서비스를 실제 구 하여 화응용서비스 개발의 필수 인 

몇 가지 요소로써 IP-PBX, 서비스 서버, TTS(Text to Speech) 서버 등을 선정하며 IVR(Interactive 

Voice Response)시스템을 설정하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에 ZigBee 디바이스 모니터링  제어

를 한 IP-PBX 트리 구조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1. 서론

  1)최근의 네트워크 기술은 부분 IP를 기반으로 통합되

고 있다. 화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 추세로 기존의 IP망

에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하여 화망으로 사용하는 기술인 

VoIP(Voice over IP)와 구내 통신 서비스의 기본 장비인 

PBX를 IP화 시킨 IP-PBX가 개발되어 련 제품과 서비

스가 지속 으로 확산․보 되고 있다. 화를 발명한 

Alexander Graham Bell의 시 부터 오늘날까지 일반 으

로 가장 많이 쓰이는 공 화망은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이라 불리는 회선 교환방식 

화망이다. 이러한 VoIP망과 IP-PBX를 활용하면 IP 패

킷을 통해 음성 뿐 아니라 각종 데이터의 송이 용이하

여 기존의 PSTN에서는 구 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차별

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IP-PBX를 

활용하여 화를 통해 원격으로 디바이스들을 모니터링하

고 제어하는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 실제 구 에 있어 

화망과 장치 사이를 연결하는 핵심 모듈로써 게이트웨

이 인터페이스의 개발에 하여 ZigBee 디바이스 모니터

  본 연구는 서울시 산학연 력사업(SS100020)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지식경제부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번호 : 10041725)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링  제어를 한 IP-PBX IVR 트리 구조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일반 으로 IVR시스템을 설정하기에는 많은 시

간과 비용이 들기에 단계 으로 효율 인 IVR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트리 구조를 연구하 다[1][5].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IP-PBX기반 

서비스 랫폼 설계를 해 Asterisk IP-PBX의 구조 특

징을 화 원격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로토콜,  IVR트리 구조, AGI(Asterisk 

Gateway Interface) 스크립트를 제안하고 3장에서는 결론

을 맺는다.

2. 본론

2.1 IP-PBX를 활용한 원격장치 모니터  제어시스템

  본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1]과 같이 크게 세 트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각종 화망과 화단말기를 

포함하는 화통화 시스템 트이고 둘째는 가정용 게이

트웨이 서버와 Zigbee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Zigbee 트

(그림 1) IP-PBX를 활용한 원격 장치 모니터  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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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고 셋째로 앞의 두 부분을 연결해 주는 부분으

로 IP-PBX와 그 내부의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로그램

이 존재한다. 화통신 시스템 트에서는 인터넷이나 지

역 IP 네트워크에 연결된 SIP 화기, PSTN망에 연결된 

아날로그 화기 등 존하는 부분의 화망과 화 단

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각종 화망의 통신 회사 간에 네

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최종 으로는 인터넷 화 회사

(VoIP Provider)와 IP-PBX 사이에 인터넷을 통한 연결이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화망과 IP-PBX간 연결이 이루어

진다[2].

  IP-PBX는 기본 으로 Dialplan에 따라 착신호  발신

호와 내선을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다. 한 IVR 기능을 

제공하여 화 음성안내와 단말기로부터의 입력을 받아들

일 수 있다. Asterisk IP-PBX는 그 내부에서 로그래  

할 수 있는 Asterisk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AGI 로그래 을 통해 Dialplan  IVR을 더욱 능동

이고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등 외부 자원  시스템과 연동(interoperation)함으로써 

다양한 추가 기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ZigBee는 IEEE 

802.15.4(PHY, MAC)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 기술 스펙으

로, 무선 헤드폰 등 무선 개인 통신망(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 WPAN)을 해 IEEE 802.15.4 

low-power digital radio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본 시

스템에서는 Zigbee 디바이스들을 모니터  제어하기 

하여 가정용 게이트웨이 서버를 이용한다. 가정용 게이트

웨이 서버에는 ZCM(Zigbee Coordinate Module)이라 명명

한 AP(Access Point)가 부착되어 있다. ZCM과 Zigbee 디

바이스 간에 무선 통신이 이루어짐으로써 모니터링으로 

센서의 디바이스들을 조회하거나 제어 작동기에 명령 신

호를 보낼 수 있다.

  Asterisk IP-PBX는 1999년 미국 Digium사의 Mark 

Spence가 개발하여 지 까지  세계 으로 리 쓰이고 

있는 오  소스 IP-PBX이다. IP-PBX가 기존의 PSTN망

에서 사용하는 일반 인 PBX를 IP기반의 화망인 VoIP

망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특히 Asterisk 

IP-PBX는 여타 제품과는 차별화된 막강한 기능과 호환성

을 제공함으로써 련 기술  제품 개발자들로부터 호평

을 얻고 있다. Dialplan은 IP-PBX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화번호 마다 착신호  발신호 처리와 내선 연결에 

한 기본 인 설정을 해 놓은 일종의 배열 일이다. 기본

인 수 의 IVR 구동과 AGI 스크립트 실행을 지원한다. 

IVR은 Interactive Voice Response의 약자로 화 음성안

내와 사용자의 화 단말기 입력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한

다. 특정 경로(Asterisk의 경우 일반 으로 

/var/lib/asterisk/sounds)에 필요한 음성 일을 장해두

고 Dialplan이나 AGI에서 련 명령어를 통해 음성을 재

생시킨다. 단말기 입력의 자릿수, 음성 재생  입력을 받

을 것인지 재생이 끝난 후에만 입력을 받을 것인지 등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AGI는 Dialplan에서 불러다 사

용할 수 있는 특별한 로그래  인터페이스이다. AGI는 

Dialplan의 기능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개발자로 하여  복잡한 IVR 구조 개발을 쉽게 할 수 있

도록 해 다. PHP, PERL, Python, C/C++, .NET, JAVA

등 다양한 언어로 로그래 이 가능하여 이종의 외부 자

원  시스템과 연동하기에 수월한 장 이 있다. AGI 동

작 흐름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AGI 동작 흐름 

  유 가 Asterisk IP-PBX에 연결된 특정 번호로 화 

발신을 한다. Asterisk에 연결이 되면 가장 먼  Dialplan

을 열어 그 내부에 설정해 놓은 실행 순서 로 착신호에 

한 처리를 한다. Dialplan 실행 에 AGI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스크립트를 불러와 실행시

킨다. AGI 스크립트의 실행이 끝나면 Dialplan의 나머지 

부분이 처리 된다[6][7].

2.2 IP-PBX를 활용한 원격장치 모니터  제어시스템 

로토콜

  본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은 로토콜에 따라 동작한

다. 시스템의 IP-PBX에 연결된 화번호로 발신을 하면 

Dialplan에 의해 착신호에 한 처리가 이루어진다. 본 시

스템에서는 수신 직후 곧바로 자가 개발한 AGI 스크립

트를 호출하여 동작시키도록 되어있다. 이제부터는 이 

AGI 스크립트에 따라 시스템이 운 된다. 사용자는 인사

말을 들은 후 사용자 인증을 요구 받는다. 합한 패스워

드 4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인증을 통과하고, 입력한 패스

워드가 3회 이상 틀리면 서비스가 종료된다. 인증을 통과

하면 서비스 가능한 장치에 한 안내를 받는다. 장치들 

 하나를 선택하면 AGI 스크립트는 그 장치에 한 상

태를 물어보는 값을 소켓 통신으로 가정용 게이트웨이 서

버에 송한다. 가정용 게이트웨이 서버는 장치에 한 상

태를 조사하여 그 값을 AGI 스크립트로 넘겨 다. AGI 

스크립트는 사용자에게 음성으로 장치의 상태(on/off or 

open/closed)를 알려주고 제어를 할 것인지, 다른 장치를 

선택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를 물어본다. 제어하기를 선

택하면 재 상태의 반 (on⇄off or open⇄closed)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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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하는 값을 가정용 게이트웨이 서버에 송한다.

(그림 3) IVR 시스템 로토콜

  가정용 게이트웨이 서버는 장치에 한 제어를 수행하고, 

제어 결과 확인을 해 장치의 상태 값을 송해 다. AGI 

스크립트는 장치의 제어가 성공 으로 수행되었음을 사용자

에게 음성으로 알려주고 장치 선택 단계로 돌아간다[3]. 

 2.3 Asterisk IP-PBX 구성  IVR 트리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실제 구 하기 하여 

먼  리 스 기반의 PC에 Asterisk IP-PBX를 설치하

다. 그리고 VoIP 서비스에 가입하여 본 IP-PBX에 회선을 

연결함으로써 화망을 사용할 비를 마쳤다. VoIP 서비

스 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화번호(0708234304)로 외부

에서 군가 화를 걸면 VoIP 서비스 사업자의 IP-PBX

를 거쳐 본 시스템의 IP-PBX로 연결된다. 아래의 

Dialplan에 따라 자동으로 수신(answer)한 뒤 mcl.agi 라

는 AGI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도록 구 하 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IVR 트리 구조를 [그림 4]와 

같이 구성하 다. 디바이스1 은 light bulb, 디바이스 2 

gas valve 그리고 디바이스3 은 magnetic sensor 그리고 

트리의 각 노드마다 재생할 음성 일(.wav or .gsm), 사용

자 단말입력 기 여부, 소켓 통신으로 Zigbee 가정용 게

이트웨이 서버에 송할 데이터 등을 정의한다. .최 에 

화가 걸려오면 인사말과 사용자 인증 후에 노드“0”이 

된다. 노드 “0”에서는 ‘choice.wav' 일을 재생함으로써 

서비스 가능한 장치에 한 안내를 해 주고 사용자 단말

입력을 기다린다[4][8]. 

 사용자 장치를 선택하기 해 화단말기의 버튼을 르

는 것에 따라 노드가 “0_1”, “0_2”, “0_3” or "0_9"로 변경

된다. 소켓 통신으로 Zigbee 가정용게이트웨이 서버에 정

해진 데이터를 보내면 가정용 게이트웨이 서버는 그 장치

에 한 상태를 조회해서 알려 다. 응답받은 상태 값에 

따라 노드가 “0_1_0”, “0_1_1”, “0_2_0” 등으로 변경된다. 

(그림 4) IVR 트리 구조

<표 1> IVR 테이블

이들 노드에서는 장치의 상태를 음성으로 사용자에게 알

려주고 제어 여부를 물어보고 단말입력을 기다린다. 단말

입력에 따라 “0_1_0_1” 등으로 노드가 변경되고 그에 따

라 제어가 이루어지거나 노드 “0”으로 돌아오거나 서비스

가 종료된다. 참고로 사용자 단말입력 값이 '0'일 경우에

는 노드에 상 없이 언제든 서비스가 종료되도록 로그

래  하 다. 소켓 통신 송 데이터는 장치의 상태 조회

의 경우 'S'(for status)로 시작하고 제어의 경우 'C'(for 

control)로 시작한다. 각 자 뒤의 숫자는 장치의 번호와 

제어의 방향(on/off or open/close)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핵심은 AGI 스크립트이다. 로그

래 은 PERL이라는 언어를 사용하 다. PERL은 임의의 

형태를 갖춘 텍스트 일을 읽고, 이 일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이 정보에 근거한 리포트를 출력하는 제

반 작업에 최 화된 해석 언어이다.  이와 같은 PERL의 

특징과 장 을 극 활용하여 AGI 스크립트를 작성한다.

 [그림 5]에 ZigBee Device Test-Bed가 나타나있다. 앞에

서 설명했듯이 이 장치들  등스 치1, 등스 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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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이노드, 가스밸  컨트롤러, 마그네틱 센서까지 5종의 

장치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하 다. 등스 치가 ON

되면 스 치 쪽의 등이 켜진다. 릴 이 노드가 ON되

면 릴 이 노드에 연결된 경 등에 원이 공 되어 사이

 소리와 함께 불빛이 멸된다. 가스밸  컨트롤러의 경

우 OPEN 상태일 때 CLOSE 시키는 제어만 가능하다. 마

그네틱 센서는 창문 모형에 장착되어 창문의 개폐 상태를 

알려 다.

(그림 5) ZigBee 센서  Actuator Test-Bed

(그림 6) IP-PBX를 이용한 화발신

 [그림 6]은 Asterisk IP-PBX 실행과 내선 연결, Service 

Server 로그램의 실행, 사용자 단말 입력 상황 등을 모

니터할 수 있는 화면이다. X-Lite에서 3333번으로 화를 

발신한 여 Dialplan에 따라 수신 후 1 간 기한 후 

mcl_demo.agi라는 Service Server 로그램을 실행시킴을 

알 수 있다. 이제부터 IP-PBX는 mcl_demo.agi의 통제를 

따르게 된다. 인사말과 사용자 인증을 요구하는 

MCL-hello라는 음성 일을 재생한다.

 본 논문은 IP 기반의 통합 화망에서 IP-PBX를 활용한 

원격장치 모니터  제어 시스템의 Gateway Interface의 

구 에 한 것이다. 검증을 해 Open Source IP-PBX

로 리 알려진 Asterisk를 사용하고, 모니터  제어 

상으로 Zigbee Devices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 다. 

화를 통해 원격으로 디바이스들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

는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 실제 구 에 있어 화망과 

장치 사이를 연결하는 핵심 모듈로써 게이트웨이 인터페

이스의 개발에 하여 ZigBee 디바이스 모니터링  제어

를 한 IP-PBX IVR 트리 구조 인터페이스를 제안함으

로 IVR시스템 설정에 단계 으로 효율 인 IVR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트리 구조를 연구하 다.

3. 결론

  화를 이용한 서비스는 기본 으로 사용자에게 음성을 

통해 서비스 사항을 안내해 주고, 사용자의 화 단말기 

키패드 입력을 받아 처리한 후, 다시 음성으로 수행 결과

를 사용자에게 안내해 주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기본 

동작을 구 하기 해서는 최소한 IP-PBX와 서비스 서

버, TTS 서버 DB(database) 등의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연동시켜 IP-PBX기반 서비스 랫폼을 

제안하 다. 추후 VoIP망이 더욱 확산되고 IP-PBX기반 

응용서비스의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옴에 따라 실질 인 

서비스 구 에 있어 쉽고 효율 일 수 있도록 본 랫폼

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한 상기 랫폼과 IEEE 

802.15.4 ZigBee 기술을 용하여 센서  작동기 등의 장

치에 한 화 원격 모니터링  제어시스템을 설계하

다. 본 시스템에서는 IVR 트리를 각 노드마다 필요한 음

성과 입력 기 여부, 가정용 게이트웨이 서버로의 송 

데이터 등을 정의하여 설정 일로 만들어 언제든지 손쉽

게 장치의 추가, 제거,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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