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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home network is generally separated from the Internet, as it is made up of a 

private network due to security issues and the lack of IPv4 addresses space. Also, a user may 

want to move from a terminal to another terminal connected in the home network during 

communicating with people outside the home. In this case, people connected in the Internet, or 

another home network could not communicate the user at the home. These limitations prevent a 

SIP-capable device connected in the home network from communicating with another SIP-capable 

device connected in the Internet or the outside of the home network.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his paper proposes the Adaptive SIP Application Server System as a software 

architecture that a user inside of the home can communicate with people outside of the home 

when the home is composed of a private IP-based network. Moreover, the proposed architecture 

provides the session mobility that allows the user to maintain a media session even if changing 

the terminal inside of the home during the session established. The proposed system was 

implemented over a home server device which acts functionality as a connection point for 

transmitting IP packets between a home network and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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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홈네트워크 기술은 가정 내의 모든 정보가전 

기기가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기기, 시간, 

장소의 제약없이 다양한 고품질의 홈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가정환경을 제

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홈네트워

크를 이용한 서비스의 종류로는 크게 IPTV, VoD 

등의 홈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콘텐츠, 데이터 공

유, VoIP, 영상전화 등의 데이터통신 서비스[1,2], 

가전기기의 원격제어[3,4], 원격검침, 방범, 방재 

등의 홈오토메이션 서비스[5,6] 등이 있다. 그 중

에서도, 특히 SIP를 기반으로 한 VoIP, 영상전화 

등의 양방향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들이 각광받

고 있다[6-9]. 

한편,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홈에 제공하기 위해

서는, 여러 정보가전 기기나 PC 장치들이 주로 

TCP/IP기반으로 홈네트워크 내에 연결되어 동작한다. 

이 때 홈네트워크는 IPv4주소의 부족 및 시큐리티의 

측면을 고려해 주로 사설망으로 구성되며[3,4], 홈서버

나 홈게이트웨이와 같은 장치를 통해, 홈네트워크에 연

결된 단말들과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0].

그리고, 만일 홈네트워크가 사설망으로 구성된 

경우, 인터넷을 통한 여러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홈네트워크와 인터넷을 연결해 줄 수 있

는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기능이 

홈게이트웨이나 홈서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

데, NAT는 IP 계층에서의 주소변환 기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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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FTP 및 Web 과 같은 IP계층 기반 

응용들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몇몇 응용계층 프로토콜 중에 자신의 페이로드 부

분에 IP주소를 포함하는 SIP, UPnP 등을 이용한 

응용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각 응용 단말들간의 통

신을 위해 추가적으로 해당 응용 프로토콜을 고려

한 주소변환 기능이 요구된다[3,11].

한편, 최근 홈네트워크 기반의 몇몇 서비스들은 

유비쿼터스 홈 환경을 지향하면서 댁내에서 사용

자가 특정의 장치 혹은 자신의 위치에 제약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장소, 시간, 단말장치에서 자

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

는 추세에 있다. 특히, 댁내의 사용자가, 어떤 서비

스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위치로 옮기더

라도 해당 서비스를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제공하

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설IP기반의 홈네트워

크와 공인IP기반의 외부네트워크에 존재하는 SIP

단말들 간의 서비스 세션 연결을 끊김없이 제공하

고자, SIP기반의 Adaptive SIP Application 

Server System (A-SAS)을 제안한다. 본 제안된 

방법은, 댁내의 사용자가 하나의 SIP단말을 사용하

여 외부망의 다른 사용자와 통화 도중에, 다른 새

로운 SIP단말로 이동하더라도 그 통화를 지속적으

로 유지하도록 하는 세션 이동성을 제공한다. 

다음의 제 2절에서는 멀티미디어 세션의 시그

날링을  위한 표준으로 널리 이용되는 SIP 프로토

콜 및 사설IP망과 공인IP망에 존재하는 SIP단말간

의 연결을 위한 관련 연구들, 그리고 SIP 세션이동

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제 3절에서는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 및 방법, 그리고 이를 

이용한 동작 절차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한 후, 마

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IETF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프로토

콜 [8]은 IETF SIP WG에서 2002년 6월에 

RFC3261로 제정되었다. SIP는 통신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찾아 단말간의 호 설정, 수정, 해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응용계층의 호제어 프로토콜로서, 

종단의 단말간에 협상해야할 미디어 세션정보에 

대한 기술은 SDP(Session Description Protocol)

을 사용하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호설정을 하게 

된다. 호설정이후 단말간의 협상한 세션 정보 변경

이나 종료시에도 SIP를 이용한다. 

SIP의 특징으로는 특정의 사용자가 여러 다른 

단말이나 위치를 접촉연결 주소로 등록하게 함으

로써 동일한 SIP 주소를 이용하여 세션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이동성(personal mobility)을 

제공하며, SIP 단말간의 미디어 세션 정보를 동적

으로 변경할 수 있는 능력 협상 기능도 제공된다. 

SIP의 구성요소로는, 사용자 응용 단말에 탑재

되어 호 설립/해제/취소 등의 호 제어를 담당하는 

SIP UserAgent(SIP UA), SIP 네트워크 상에 두 

SIP UA간의 SIP메시지 전달을 수행하는 SIP 

Proxy Server, 사용자의 위치 등록 요청/삭제를 

위한 SIP Registrar Server, 그리고, 사용자의 등

록 및 위치 정보들을 저장/관리하는 Location 

Server가 있다.

표 1. 사설망과 공인망간의 SIP통신을 위한 

방안들

TABLE.1 Methods for supporting SIP-based 

communications between Private and Public IP 

networks

SIP-ALG [RFC3235] STUN [RFC3489]
SIP-extension

[RFC 3561]  

요구 

장치

-NAT장치 혹은

SIP Proxy 서버

-SIP단말

-STUN서버
-SIP단말

장

점

-비교적 간단한 메커

니즘으로 소형 네트

워크에 적용 가능

-SIP단말들의 추가

기능 불필요 

-SIP이외의 다른 

서비스에도 적용

가능

-SIP서버들의 추가

기능 불필요

-공인 IP주소 

획득을 위한 

추가적 정보 

교환 절차가 

필요 없음

단

점

-사설망의 SIP단말로 

송수신되는 모든 

SIP메시지에 대해 

변환처리필요

-SIP단말이 증가함에 

따라, 기능 운용 장

치의 오버헤드 증가 

-주소정보 할당을 

위한 사전 정보 

교환절차 필요

-Symmetric NAT 

환경에서 불가

-SIP단말에 STUN 

기능 추가 필요

-SIP 메시지 

통신만을 고

려함

-SIP단말/서버

모두 파싱기능 

추가 필요 

NAT는 네트워크와 전송계층에서 IP주소와 포

트넘버를 변환한다. 이 NAT 의 종류로는 Full 

Cone NAT, Restricted-Cone NAT, Symmetric 

NAT가 있다[12]. 그런데, SIP, H.323과 같은 응

용계층 프로토콜은 자신의 페이로드에 IP주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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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정보를 포함하고, 이것은 NAT에 의해 변환

되지 않는다. 또한, 사설IP 네트워크 내에 있는 단

말들은 외부 공인 네트워크로부터 패킷들

(incoming packet)을 수신하기 위해, NAT 내에 

하나의 적용 규칙(a mapping rule)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이 먼저 하나의 패킷(outgoing 

packet)을 외부로 보내야 한다. 이러한 제약점은 

홈네트워크가 사설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외부 인

터넷망에 연결될 때, 동일하게 적용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및 표

준들이 최근에 발표되었다[12-16]. 그 대표적인 

방안들로서, SIP-ALG(Application Level Gate- 

way)[12], STUN(Simple Traversal of User 

Datagram Protocol Through NATs)[13], SIP- 

extension for Symmetric Response Routing 

[14]이 있다. 표 1은 NAT기반의 사설망에서 SIP

기반의 세션 연결을 위해 제시된 대표적 몇몇 방

안들에 대해 비교한 것이다.

 

위의 2.2절에서 설명한 방안들 중에서, 가장 단

순한 메커니즘의 형태로, Application Level 

Gateway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NAT기능이 탑

재된 라우터나 게이트웨이 장치에서 주로 동작하

며, 비교적 SIP단말들의 숫자가 적은 홈네트워크와 

같은 작은 규모의 사설망에 적합하다. 그리고 이 

기능은 STUN [13]에서와 같이 주소정보획득을 

위한 부가적인 메시지 교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NAT의 설정 종류에 따른 제약성도 

없다. 

그런데, RFC3489[12]에서는 이 기능을 구현할 

때 고려해야 할 지침을 제시할 뿐, 실제 구현과 관

련된 구조 및 동작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설 홈네트워크와 공

인 외부네트워크간의 SIP 기반 통신 연결을 제공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Application Level 

Gateway 기능을 Adaptive SIP Application 

Server System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구조 및 방법

을 제시한다. 

SIP는 멀티미디어 통신을 위한 세션 제어 절차 

뿐만 아니라, SIP Naming 메커니즘에 기반한 사

용자의 개인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

한다[8]. 그리고 최근 몇몇 연구에서는, SIP를 이

용한 단말이동성, 세션이동성, 서비스이동성과 같

은 이동성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17-21]. 

그 중에서도 세션이동성은, 사용자가 멀티미디

어 세션이 연결되어있는 도중에 단말을 변경하더

라도, 해당 세션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의미한

다. 이 기능은 디지털홈 서비스의 목표 중의 하나

인 사용자의 위치제약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댁내

의 사용자가 SIP기반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때 특히 요구되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세션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으로 

SIP REFER 메커니즘과 Third-party call control 

등도 제안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은 현재 

설립되어 있는 세션 정보(CallID, To, From, Via 

태그)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연결된 단말 

및 세션 참가를 위한 새로운 단말과 상대편 단말

들 간에 추가적인 정보교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SIP단말들과 새로 참여한 

SIP단말 간에 모두 세션이동을 위한 메카니즘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해당 세션 정보를 사용하여 

세션을 설립해야하므로 세션 이동 처리를 위한 지

연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션이동 

처리를 위한 지연 시간 및 SIP단말들의 추가적인 

기능 요구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지원되

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댁내의 세션이동과 관련

된 SIP단말들(즉, 세션이동 이전에 사용된 SIP단말

에서 세션이동 이후에 사용될 새로운 SIP단말)들

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처리 절차를 수행하게 함으

로써, 세션 이동을 위한 처리 지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제안된 방법은 SIP 

MESSAGE 메소드[22]를 확장하여 사용하며, 자

세한 동작절차 및 방법은 아래 3절에서 설명할 것

이다.

 

Ⅲ. 제안된 방법의 시스템개요 및 구성

본 절에서는 사설IP기반의 홈네트워크와 공인

IP기반의 외부네트워크간의 SIP 통신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댁내의 사용자가 세션이 연결되어 

있는 도중에 다른 SIP단말로 이동했을 때, 해당 세

션이 댁내의 새로운 SIP단말과 투명성있게 유지되

도록 하기 위한 Adaptive SIP Application Server 

System (A-SAS)을 제안한다. 

본 제안된 시스템은 댁내의 사용자가 현재 연



76  사설IP 기반 홈네트워크에서 세션이동성 지원의 적응적인 SIP 응용서버 시스템 구조 설계

결된 세션을 새로운 단말로 변경할 때, 세션이동 

이전에 연결되었던 댁내의 SIP단말과 세션이동이 

이루어질 새로운 SIP단말에 대해서만 처리 절차를 

필요로 한다. 즉, 세션이동 처리를 위해 외부 네트

워크에 있는 SIP단말들과 추가적인 상호 동작 절

차나 기능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림1. A-SAS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Fig.1 Adaptive SIP Application Server system 

architecture

그림 1은 Adaptive SIP Application Server 

System을 이용하여 SIP 통신 및 댁내 세션이동성

을 제공하기위한 시스템 및 망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홈네트워크는 사설IP

를 가진 여러 SIP단말들로 이루어지고, 홈서버를 

통해외부 공인네트워크(인터넷)에  연결된다. 

본 제안된 방법에서 홈서버는 외부 인터넷과 

홈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하나의 접속장치 및 SIP 

Proxy 서버로서 동작한다. 그리고 제안된 A-SAS 

시스템은 홈서버 장치와 댁내의 SIP단말들에 탑재

되어 운용된다.

그림2. Adaptive Application Level Gateway의 

모듈 구성

Fig.2 Modules of the Adaptive Application 

Level Gateway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daptive SIP 

Application Server System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Adaptive Application Level 

Gateway 엔티티 (A-ALG)와 하나 이상의 SIP 

mobile-User Agent 엔티티(SIPmUA)로 구성된다. 

먼저, SIPmUA 엔티티는 SIP단말에 탑재되어 동작

하며, SIP UserAgent 기능 및 SIP 세션이동의 이

벤트가 발생하였을 때, A-ALG 엔티티와의 정보 

교환을 통해 SIP 응용을 시작시키거나 종료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A-ALG 엔티티는 

ALG Manager, SIP Forwarder, Session 

Mobility Control, 그리고 Media Forwarder의 4

개의 모듈로 구성되며, 각각의 모듈들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1  ALG Manager Module

ALG Manager 모듈은 A-ALG 엔티티의 메인 

모듈로서, 다른 3개의 모듈들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서비스매핑테이블과 세

션이동정보관리테이블로 명명된 2개의 DB 테이블 

정보를 관리한다. 먼저, 서비스매핑테이블은 {댁내 

SIP단말의 수신 IP주소, 수신 포트, 매핑된 자신의 

IP주소와 수신 포트}를 하나의 집합으로 구성하여 

저장한다. 이 정보는 댁내의 사용자가 SIP단말

(UserAgent를 포함하는 SIP 응용이 탑재된 장치)

을 이용하여 SIP Registrar 서버에게 자신의 접촉

연결주소 등록을 요청할 때 받은 메시지 정보로써 

생성된다. 그리고, 자신의 접촉연결주소 해제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에 서비스매핑테이블에 저

장된 해당 정보도 삭제된다. 

다음으로, 세션이동정보관리테이블은 사용자가 

새로운 단말로 이동하였을 때, 해당 세션 정보 및 

기존 단말과 새로운 단말 각각의 IP주소 및 포트 

정보를 관리한다. 이 정보들은 사용자가 이동하고

자 한다는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 생성되며, 해당 

세션의 상태가 종료되었을 때 삭제된다.  

2.2 SIP Forwarder Module

SIP Forwarder 모듈은 SIP UA 혹은 SIPmUA

로부터 사용자 등록에 관한 요청/해제 메시지 및 

SIP Proxy, SIP UA, 혹은 SIPmUA로부터 세션 

설립과 해제를 위한 SIP 메시지들을 수신하여 파

싱하고 변환한 후, 해당 목적지 주소 단말에게 전

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수신된 메시지 

정보와 변환된 메시지 정보를 ALG Manager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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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알린다. 

만일, 홈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메시지가 SIP 

REGISTER 메시지이면, A-ALG 자신의 IP주소 및 

포트로 사용자의 접촉연결주소 정보를 변경한 후 

SIP Registrar 서버에게 전달하고, 이와 동시에 해

당 메시지의 내용이 등록요청인지 해제요청인지에 

관한 정보들을 ALG Manager 모듈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SIP REGISTER이외의 메시지를 수신한 경

우에는, 해당 메시지내의 헤더정보와 바디정보를 

ALG Manager로부터 전달받은 매핑정보를 이용해 

변환한 후 다음 목적지로 송신한다. 

2.3 Session Mobility Control Module

Session Mobility Control 모듈은 세션이동과 

관련된 이벤트를 처리하는 모듈로, 댁내의 

SIPmUA와 SIP MESSAGE 메시지를 송수신하고 

해당 메시지를 생성, 파싱, 그리고 해석 처리하기 

위한 SIP MESSAGE 메소드 처리 기능을 수행한

다. 

예를 들어, SIP MESSAGE 메시지를 수신하면, 

해당 메시지의 바디(body) 정보를 파싱한 후, 그 

결과를 ALG Manager 모듈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ALG Manager로부터 세션 이동 알림의 요청을 받

으면, 세션을 이동시켜야 할 타겟 SIP단말에게 

SIP MESSAGE 메시지를 생성하여 해당 이벤트를 

알린 후 응답을 기다린다. 이후에 SIP 200 OK 메

시지를 수신하면 ALG Manager 모듈에게 해당 세

션이동의 처리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린다. 

2.4 Media Forwarder Module: 

Media Forwarder 모듈은 외부 공인망에 있는 

SIP단말과 댁내 사설망에 연결된 SIP단말 간에 멀

티미디어 세션이 설립되었을 때, 두 SIP단말들 사

이에 RTP[23] 패킷을 전달하기 위한 RTP 패킷 

포워딩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세션이동의 이벤

트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세션의 RTP 패킷을 새로

운 단말의 IP주소 및 수신 포트로 전달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ALG Manager 모듈을 

통해 새로운 SIP 단말로부터 세션이동 이벤트의 

응답을 받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외부로부터 수신

된 RTP 패킷들을 버퍼링하였다가 전달하는 패킷 

버퍼링 기능도 수행한다. 

양방향 멀티미디어 통신에서, 통신 단말 응용들

이 허용할 수 있는 재생 품질 지연 시간 값은 대

략 150~600 msec 이하의 범위를 갖는다[5]. 따

라서 본 제안된 방법에서는 실시간성 응용의 특성

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션이동의 절차

가 끝난 후 새로운 단말로 RTP 패킷을 처음으로 

전송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600 msec 이전에 

수신되었던 RTP 패킷은 전송하지 않고 버린다.

IV. 동작 시나리오

본 절에서는, 위의 2절에서 설명한 A-SAS 시

스템을 이용하여, 사설IP 기반의 홈네트워크와 공

인IP기반의 외부네트워크간의 SIP 세션연결, 세션

종료, 그리고 세션이동의 제어 및 처리 수행절차를 

동작 시나리오로써 설명한다. 그림 3은 각 단계별 

시나리오 절차 설명을 위한 시스템 및 장치들의 

구성 및 설정을 보여준다. 

그림3. 서비스 시나리오를 위한 시스템 구성

Fig.3 System and network configurations for 

enabling SIP-based communications between 

private IP-based home and public IP-based 

external network

본 제안된 방법은 A-ALG와 댁내 SIP 단말들

간의 세션이동성 처리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해 

SIP MESSAGE 메소드[22]를 이용한다. 이 때, 

SIP MESSAGE 메시지의 바디 부분에는 현재 설

립된 SIP 세션정보, 새로운 단말의 멀티미디어 수

신을 위한 미디어 포맷, 주소/포트 정보 등 세션이

동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다. 이 세션이동에 관련

된 정보 생성 및 파싱, 그리고 해석 처리는 

A-ALG와 SIP mUA 엔티티에서 각각 수행된다.

사용자는 홈내에서 SIP UA 혹은 SIPmUA를 

이용하여 자신이 수신받고자 하는 SIP단말들의 주

소(접촉연결주소)를 SIP Registrar서버에게 등록하

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하나 이상

의 접촉연결주소를 등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시나리오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접촉연결을 위한 

단말로서, 홈내 PC와 홈내 VoIP폰을 등록한 것으



78  사설IP 기반 홈네트워크에서 세션이동성 지원의 적응적인 SIP 응용서버 시스템 구조 설계

로 가정한다. 이 때, SIP UA 혹은 SIPmUA에서는 

해당 단말의 호스트이름 혹은 실제 사설IP주소를 

접촉연결주소로서 SIP REGISTER 메시지에 넣어 

전송한다. 

이 SIP REGISTER 메시지를 수신한 A-ALG는 

해당 SIP 메시지내의 접촉연결주소 및 Via 헤더 

정보를 자신의 IP  주소/포트 정보로 매핑하고, 그 

매핑된 정보로써 원래의 SIP 메시지를 변환한 후, 

SIP Registrar 서버에게 전달한다. 이 때 서비스매

핑테이블 내에 원래의 접촉연결주소 및 매핑된 접

촉연결주소 헤더 정보, 사용자의 SIPURI와 표시이

름(Display name) 정보들을 저장한다. 이 서비스

매핑테이블에 저장된 정보들은 접촉연결주소 등록

해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에 삭제

된다. 그림 4는 댁내의 사용자가 홈내 PC의 SIP 

mUA를 이용하여 A-ALG를 통해 자신의 접촉연결

주소를 SIP Registrar서버에게 등록하기 위한 동

작 절차를 보여준다.

그림4. 사용자의 홈내 접촉연결주소 등록 요청 

처리

Fig.4 Procedure for registering of user's 

in-home contact addresses

그림 5는 외부 공인네트워크에 있는 SIP단말과 

댁내의 SIP단말과의 세션 설립을 위한 메시지 흐

름을 보여준다. 외부 공인 네트워크에 있는 외부인

이 외부 VoIP폰을 통해 홈서버로 세션 연결 요청

을 위한 SIP INVITE 메시지를 송신한다. 홈서버 

내의 SIP Proxy 서버에서는 해당 메시지에 적힌 

수신자의 SIPURI를 이용하여, 실제 연결할 수 있

는 접촉연결주소를 검색한다. 이 때 검색된 

A-ALG의 접촉연결주소 정보로써 해당 SIP 

INVITE 메시지 내에 관련 헤더 정보들

(RequestURI, Max-Forwards, Via, 

Record-Route)을 변경한 후, A-ALG의 접촉연결

주소로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 

A-ALG에서는 자신의 서비스매핑테이블에서 

매핑된 주소에 대한 원래의 접촉연결주소 정보를 

찾는다. 그리고, SIP Proxy 서버로부터 수신한 

SIP INVITE 메시지를 원래의 접촉연결주소 정보

에 기반하여 변환한 후, 원래의 접촉연결주소 단말

인 홈내 PC에게 전달한다. 

이 메시지를 수신한 홈내 PC에서는 세션 연결

요청이 왔음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허락 

응답을 하였을 때, SIP 200 OK 메시지로써 응답

한다. 이 때, 응답 메시지들(SIP 180 Ringing, SIP 

200 OK)은 A-ALG를 통해 수신자의 주소정보가 

매핑된 주소 정보로 변환되어 SIP Proxy 서버에

게 전달된다. SIP Proxy 서버를 통해 SIP 200 

OK 메시지를 수신한 외부 VoIP폰에서는 그 응답

에 대한 확인 메시지(SIP ACK)를 전송한다. 이 

SIP ACK 메시지는 A-ALG를 통해 다시 변환되어 

홈내 PC로 전달된다.

그림5. 외부 SIP단말과의 세션 설립시 절차 

흐름도

Fig.5 Session establishment procedure 

between the SIP terminal inside the home and 

the SIP terminal outside the home.

댁내에서 사용자가 통화 도중에 단말을 변경하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PDA로 통

화를 하는 도중 전원이 거의 닳아 서재에 있는  

PC로 옮겨 통화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PDA와 PC간에 해당 세션

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

서는 SIPmUA와 A-ALG간의 세션이동 이벤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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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교환을 통해 세션 이동 처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 때,  SIPmUA와 A-ALG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방법으로 SIP MESSAGE 메소드를 이용한다.

그림 6은 하나의 SIP단말에서 통화를 하던 댁

내의 사용자가, 다른 SIP단말로 옮겨서 계속 통화

를 할 경우에 대한 절차를 보여준다. 홈내 PC와 

외부 VoIP폰과의 세션이 연결되어 멀티미디어 데

이터가  전달되는 도중에, 댁내의 사용자는 현재 

연결되어있는 세션을 홈내 VoIP폰으로 이동할 것

을 요구한다. 이를 감지한 홈내 PC의 SIPmUA에

서는 세션이동 이벤트를 알리는 SIP MESSAGE 

메시지를 생성해 A-ALG에게 전송한다. 이 메시지

를 수신한 A-ALG에서는 세션을 이동시킬 SIP단

말인 홈내 VoIP폰에 대한 주소 및 수신포트 정보

를 검색한다. 검색된 정보와 현재 이동될 세션 정

보를 SIP MESSAGE 메시지에 실어서 홈내 VoIP

폰으로 전송하는 한편, 자신의 세션이동정보관리테

이블에 저장한다. 

이 SIP MESSAGE 메시지를 수신한 홈내 VoIP

폰의 SIPmUA에서는 해당 세션을 연결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수신주소, 포트, 그리고 미디어 타입 

정보를 SIP 200 OK 메시지에 실어 보낸다. 이를 

수신한 A-ALG에서는 세션이동의 이벤트를 감지

한 시점부터 새로운 단말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수

신함에 의해 세션이동 처리가 완료된 시점까지, 외

부 SIP단말로부터 수신되었던 RTP 패킷들을 홈내 

VoIP폰으로 전달한다. 이 때 새로운 단말로 RTP 

패킷을 처음으로 전송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600 msec 이전에 수신되었던 RTP 패킷들은 전송

하지 않고 삭제시키도록 한다. 

그림6. 댁내에서의 세션이동 처리를 위한 절차 

흐름도

Fig.6 Procedure for moving the established 

session into another SIP terminal in the home.

외부 공인망에 있는 SIP단말과의 연결된 세션

을 종료하는 과정은 앞에서 설명한 세션 설립과정

절차와 유사하다. 그림 7은 댁내의 SIP단말과 외

부의 SIP단말과의 세션 종료를 위한 처리 절차를 

보여준다. 외부의 SIP단말로부터 SIP Proxy 서버

를 통해 세션 종료 요청 메시지(SIP BYE)를 수신

한 A-ALG는 메시지 헤더 내의 수신자 정보를 홈

내 VoIP폰의 주소정보로 변환한 뒤 홈내 VoIP폰

으로 전달한다. 

이 SIP BYE 메시지를 수신한 홈내 VoIP폰에

서는 SIP 200 OK 메시지로 응답하고, 비로소 해

당 세션이 정상적으로 종료된다. 이 때, A-ALG에

서는 세션 종료 요청(SIP BYE) 및 응답 메시지의 

전달을 통해 해당 세션이 종료되었음을 인지하고, 

RTP 패킷 포워딩을 중지한 후, 자신의 세션이동정

보관리테이블 내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세션정보

를 삭제한다. 

그림7. 외부 SIP단말과의 세션 종료시 절차 

흐름도

Fig.7 Session termination procedure between 

the SIP terminal inside the home and the SIP 

terminal outside the hom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설IP기반의 홈네트워크와 공

인IP기반의 외부네트워크간의 SIP 통신을 가능하

게 하고, 댁내 사용자가 통화를 하던 중에 다른 

SIP단말로 이동하더라도 해당 멀티미디어 세션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소프트웨어 구조로

서, Adaptive SIP Application Server System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Adaptive SIP Application 

Server System은 Adaptive Application Level 

Gateway와 SIP mobile-UserAgent 엔티티로 구

성되어 사설 홈네트워크와 공인 외부네트워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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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SIP 통신 및 댁내에서의 SIP 세션이동성을 

지원한다. Adaptive SIP Application Server 

System의 엔티티들은 홈네트워크와 외부 인터넷

을 연결하는 장치로서 동작하는 홈서버와 댁내 

SIP단말들에 각각 탑재되어 상호 동작한다. 그리

고, 이들간의 상호 운용에 관한 절차 방법은 위의 

본문에서 동작 시나리오를 통해 제시되었다.

이 때,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 엔티티들과 

기존 SIP단말들과의 통신 메커니즘은 SIP와 RTP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시스템내의 

엔티티들간 통신을 위해 SIP MESSAGE 메소드를 

이용했으며, 세션이동에 관한 정보 전달을 위해 

SIP MESSAGE 메시지 내의 바디 필드 부문을 확

장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시스템의 엔티

티들은 각각 홈서버와 SIP단말들 상에서 구현되었

다.

본 제안된 방법은, 댁내의 사용자가 현재 연결

되어있는 세션을 새로운 단말로 변경할 경우에, 세

션 이동 이전에 연결되었던 댁내의 SIP단말과 세

션 이동이 이루어질 새로운 SIP단말에 대해서만 

처리 절차를 필요로 한다. 즉, 세션에 참여한 상대

방의 SIP단말에게 추가적 기능이나 절차를 요구하

지 않는다. 이것은 세션이 설립된 양쪽 SIP단말간

의 세션이동 처리를 위한 수행절차에 비해, 비교적 

처리 시간 지연이 적고 상대방에게는 세션이동의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향후에는 본 제안된 방법의 성능 검증을 위한 정량

적 분석이 요구되며, 특히, 유비쿼터스 홈 환경에서 서

비스 제공시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인

지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연구 개발을 추

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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