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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음성통화를 해 CDMA 네트워크와 데이터 통신을 해 와이 로 네트워크를 동시에 사용하는 최 의 임베디드 리 스 기

반 듀얼모드 응용 서비스인 모바일 이야기꾼의 구 에 해서 기술한다. 재 와이 로 상용 서비스와 함께 두 개의 이종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단말이 출시되었지만, 이들 네트워크를 효과 으로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응용 서비스의 개발은 미비한 실

정이다. 모바일 이야기꾼은 사용자가 듀얼모드 지원 단말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와이 로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상의 TTS 서버로 달한

다. TTS 서버는 달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음성 데이터를 듀얼모드 지원 단말로 다시 달한다. 듀얼모드 지원 단말은 수신

된 음성 데이터를 CDMA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자에게 송하게 된다. 구 된 모바일 이야기꾼은 주 가 시끄러운 환경이나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도 CDMA를 통한 음성 통화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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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mbedded Linux-based Mobile Teller which 

supports CDMA and WiBro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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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implementations of the first application service based on embedded Linux; Mobile Teller which uses WiBro 

network for data communications and CDMA network for voice communications. Currently, with the appearance of WiBro service, 

dual-mode terminals which support two heterogeneous networks are available. But,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s which effectively use 

these networks for providing better service to user is rarely prepared. At Mobile Teller, when a sender on a dual-mode terminal types 

texts, the texts are transmitted to a TTS server located in the Internet through WiBro network. Subsequently, the TTS server converts 

the texts into voices and transmits the voice data to the dual-mode terminal. At last the dual-mode terminal sends the voice to the 

receiver through the CDMA network. In case of noisy environment or when a user has difficulty in speaking, Mobile Teller makes voice 

communication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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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국내에서는 기존의 CDMA 이외에 새로운 무선 데

이터 서비스인 WiBro(Wireless Broadband)가 2006년 6월부

터 상용 서비스 되고 있다. 와이 로(WiBro)는 IEEE 802.16 

규격을 기반으로 삼성 자와 한국 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신성장동력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 음. [2006-S-038-02, 모바일 컨버 스 컴퓨 을 
한 단말 응형 임베디드 운 체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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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수: 2007년 6월 11일, 심사완료：2007년 10월 31일

통신 기술로써, 2005년 12월에 역 무선 속 기술인 모바

일 와이맥스(802.16e) 표 으로 채택되었다. 와이 로는 (그

림 1)과 같이 셀룰러(Celluar)와 무선랜(WLAN)의 간 

역에 존재하는 무선 서비스이다[1-4].

(그림 1)에서 보듯이, IEEE 802.11기반의 무선랜은 일반

으로 최  54Mbps의 고속 송 속도를 제공하지만, 송

거리가 짧고 서비스 지역간 이동 시 데이터 속이 끊어지

는 이동성의 제약이 있다. 셀룰러는 넓은 서비스 지역과 이

동성의 제약이 없지만, 송속도가 낮고 데이터 서비스 요

이 높다는 문제 이 존재한다. 하지만, 와이 로는 이동 

에도 고속의 데이터 패킷을 렴한 비용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무선 데이터 서비스 망으로, 셀룰러와 같은 넓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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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네트워크 서비스 역 비교

<표 1> 무선랜, CDMA, 와이 로 서비스 특징

구분 무선랜 CDMA 1xEv‐Do 와이 로

송속도 11 ～ 54Mbps 2Mbps 1～ 3 Mbps

요 가 고가 가

이동성 정지/ 정지 고속이동 속 (～ 120km)

단말기 PDA, 노트북 휴 폰 PDA, 노트북, 스마트폰

장 높은 송속도  범용성 넓은 서비스 역  이동성 제공 렴한 이용요   비교  넓은 서비스 역

단 좁은 서비스 역  이동성 제약 높은 이용요   낮은 송속도  속의 이동성

<표 2> 국내 듀얼모드 단말 황 

제품명 사진 운 체제 통신 인터페이스

SPH P9000 Deluxe MITS Windows XP Home Edition
- WiBro

- CDMA2000 1x EV-DO 

SPH M8100 Windows Mobile 2005 
- WiBro

- CDMA2000 1x EV-DO 

POZ X301 Microsoft Pocket PC 2003
- CDMA 2000 1x/EV-DO

- IEEE 802.11B

iPAQ rw6100 MS Window Mobile 2003
- CDMA 2000 1x/EV-DO

- IEEE 802.11B

SPH-M4300 Windows Mobile 2003 
- CDMA 2000 1x/EV-DO

- IEEE 802.11B

스 역과 무선랜과 같은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표 1>는 무선랜, CDMA, 와이 로 서

비스들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무선랜과 CDMA의 특징을 가진 와이 로의 등장으로 무

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상되지만, 서비

스 망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용자가 무선랜, CDMA, 와이

로를 이용하기 해서는 각기 다른 별도의 통신 인터페이스

를 가진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

제 을 해결하기 해서 삼성 자, LG 자와 같은 단말 제

조사들은 기존의 단일 통신 인터페이스를 가진 단말이 아닌, 

두 개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가진 듀얼모드 단말을 출시하고 

있다. <표 2>는 국내에서 출시된 듀얼모드 지원 단말을 보

여 다.

재 국내 시장에서는 주로 CDMA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휴 폰과 같은 단일모드 지원 단말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용자가 하나의 휴  단말을 가지고 

CDMA/무선랜, CDMA/와이 로, 와이 로/무선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듀얼모드 지원 단말이 많이 출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듀얼모드 지원 단말의 출 과 함께 국내외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단말 서비스

를 향상시키기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

한 연구들에는 사용자가 하나의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망에

서 데이터 서비스 , 다른 무선 서비스 망으로 이동 시에

도 끊김없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종망간 서

비스 연동 지원 기술도 포함된다[4]. 

듀얼모드 지원 단말은 단말 응용 서비스 측면에서도 다양

한 장 을 제공할 수 있다. 를 들어, 응용 서비스의 특징

에 따라 CDMA 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음성 통화를 하거나, 

혹은 와이 로 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렴하게 데이터 서비

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재 휴  단말에 탑재된 응용 서비스들은 부분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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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바일 이야기꾼 서비스 흐름도 (그림 3) 모바일 이야기꾼 체 시스템 구성도

통신 기능만을 사용하고 있고, 두 개의 통신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는 응용 서비스에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

다. 하지만, 앞으로 출시될 듀얼모드 지원 단말의 특성을 보

다 효과 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두 개의 통신 기능을 동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응용 서비스에 한 연구가 필수 으

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CDMA와 와이 로 네트워크를 동시에 사

용하는 최 의 임베디드 리 스 기반 응용 서비스인 모바일 

이야기꾼(Mobile Teller)의 구 에 해서 기술한다. 본 논

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에서는 구 된 모바일 

이야기꾼의 구조  기능에 해 기술하고, 3 에서는 모바

일 이야기꾼의 구 에 해서 다룬다. 4 에서는 모바일 이

야기꾼의 특징과 실행 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5 에서

는 결론  향후 과제에 해서 기술한다.

2. 모바일 이야기꾼의 구조  기능

(그림 2)는 임베디드 리 스 기반의 듀얼모드 응용 서비

스인 모바일 이야기꾼의 서비스 흐름도를 보여 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모바일 이야기꾼은 데이터 서비스로 

와이 로 망을, 그리고 음성 서비스로 CDMA 망을 사용하

게 된다. 즉, 사용자가 듀얼모드 지원 단말에서 텍스트를 입

력하면, 입력된 텍스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와이 로 망을 

통해 인터넷에 치한 TTS(Text-To-Speech) 서버에 달

되고, TTS 서버에서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다시 

와이 로 망을 통해 단말에 다시 달하게 된다. 단말에서

는 변환된 음성 데이터를 CDMA 모뎀의 음성 입력으로 

달하여, 상 방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은 모

바일 이야기꾼의 체 시스템 구성도를 보여 다.

(그림 3)에서 보듯이 모바일 이야기꾼은 TTS 클라이언트, 

TTS 서버, 그리고 TTS 리자로 구성된다. TTS 클라이언

트는 리 스 기반의 듀얼모드 지원 단말에 탑재되고, TTS 

서버와 TTS 리자는 인터넷 상의 서버에서 동작한다.

듀얼모드 지원 단말에는 Qplus-P 리 스 커 , TinyX /

GTK+2 기반의 그래픽 라이 러리, 셀룰러 망을 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TAPI(Telephony API), 그리고 웨이  재

생기가 탑재된다. Qplus-P는 PDA와 같은 정보가 을 해 

한국 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임베디드 리 스 솔루션이다

[8-10]. Tiny-X 그래픽 서버는 기존의 X 서버를 PDA와 같

은 단말에 탑재될 수 있도록 크기를 인 것으로, 한  입력 

처리 기능과 터치 스크린 기능을 제공한다. GTK+2그래픽 툴

킷은 TTS 클라이언트 화면 구성을 한 그래픽 짓들을 

제공하고, TAPI는 응용 로그램에서 CDMA 네트워크를 

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는 Qplus-P 리 스 

커 과 TinyX/GTK+2 기반의 그래픽 라이 러리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TTS 서버는 TTS 클라이언트 속 요청을 수신하고 응

답하기 한 TTS 서버 데몬(daemon)과 TTS 엔진으로 구

성된다. TTS 엔진은 상용의 CoreVoice㈜ TTS 엔진을 라

이센스로 구입하여 사용하 다. TTS 리자는 웹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과 같은 TTS 서버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한다. 

3. 모바일 이야기꾼 구

이 에서는 모바일 이야기꾼의 개발 환경에 해 소개하

고, 모바일 이야기꾼의 구 에 해 다룬다.  

3.1 모바일 이야기꾼 개발 환경

모바일 이야기꾼은 와이 로 상용 서비스 에 개발되었

으므로, 듀얼모드 지원 단말로 CDMA와 WLAN을 지원하는 

리 스 노트북을 사용하 다. 노트북에서는CDMA 모듈과 시

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AT 명령어(Command)를 달하게 된

다. CDMA 모듈은 벨웨이 ㈜의 BCM-850E[6]이고, 이 모뎀

은 AT 명령어 셋을 이용하여 SKT의 011 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4)는 개발에 사용된 CDMA 모뎀을 보여 다. 

TTS 서버에는 드햇 9이 설치되었으며, CoreVoice㈜ 

TTS 엔진[7]이 동작한다. 그리고, TTS 리자가 설정한 서

버 정보를 장하고 클라이언트의 속 정보를 검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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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TTS 클라이언트의 실행 과정

(그림 7) TAPI 구성도

(그림 4) CDMA 모뎀

(그림 5) TTS 클라이언트 내부 모듈 구성도

있도록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었다.

3.2 모바일 이야기꾼 구

이 에서는 모바일 이야기꾼 에서 TTS 클라이언트와 

TTS서버의 구 에 해서 다룬다.

3.2.1 TTS 클라이언트

(그림 5)은 TTS 클라이언트의 내부 모듈 구성도를 보여

다. TTS 클라이언트는 X 도우 시스템에서 GTK+2를 

기반으로 GUI를 구성하며, TAPI, TTS 서버 속 모듈, 그

리고 웨이  재생기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6)은 TTS 클라이언트의 실행 과정을 간략히 보여

다. (그림 6)에서 보듯이, TTS 클라이언트가 처음 수행되

면, TTS 클라이언트와 TAPI 모듈의 기화가 이루어 진 

다음, TTS 클라이언트의 GUI 화면이 생성되어, 사용자 입

력을 기다리게 된다.

TTS 클라이언트가 사용자의 특정 입력을 받게 되면. 그 

입력에 해당되는 함수가 호출된다. TTS 클라이언트는 화 

걸기  받기, TTS 서버 연결, 입력  읽기, 배경 음악 연

주, 화 번호부  서버 주소 등과 같은 환경 변수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TTS 클라이언트에게 CDMA 네트워크 속을 지원하기 

한 TAPI는 (그림 7)과 같이 하나의 TAPI 라이 러리와 

폰 데몬으로 구성된다[5]. 

폰 데몬은 CDMA 네트워크 상태를 체크하는 것뿐만 아

니라, 화 걸기, SMS(Short Massage Service) 송수신의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7)에서 보듯이 오직 폰 데몬 만이 

CDMA 모듈과 시리얼 포트를 통해 직  통신할 수 있고, 

폰(Call) 응용 로그램, SMS 응용 로그램은 리 스 메시

지 큐를 통해 폰 데몬과 통신하여 CDMA 네트워크 서비스

를 이용하게 된다 

TAPI 라이 러리는 응용 로그램에게 화 걸기, SMS 

메시지 송수신 기능과 네트워크 상태와 같은 추가 인 정보

를 제공한다. TAPI라이 러리는 폰 데몬과 화 응용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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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TTS 서버의 실행 과정

(그림 9) TTS 클라이언트의 속 요청 처리 차

그램 사이에 하나의 메시지 큐를 사용하여 통신하게 되는데, 

CDMA 모듈을 제어하기 한 모든 명령어들은 폰 데몬에 

의해서 달된다

3.2.2 TTS 서버

TTS 서버는 TTS 서버 데몬과 TTS 엔진으로 구성되는

데, (그림 8)은 TTS 서버의 실행 과정을 보여 다.

(그림 8)에서 보듯이 TTS 서버는 처음 수행 시, 서버 설

정 일을 로드(load)하여 서버 환경을 설정하게 된다. 그런 

다음, TTS 엔진의 동작 상태를 체크하여 TTS 엔진을 동작

시키고, TTS 클라이언트의 속 요청을 기다리게 된다. TTS 

서버는 매 10 마다 TTS 엔진의 상태를 검사하고, TTS 엔

진에서 생성된 임시 일을 제거한다. 그리고, TTS 서버는 

TTS엔진으로부터 변환된 음성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로 달

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그림 9)는 TTS 클라이언트의 속 요청을 수신한 후에, 

TTS 서버에서 TTS 클라이언트의 속 요청을 처리하기 

한 차를 보여 다. 

TTS 서버는 TTS 클라이언트 속 요청 수신 시, 이를 

처리하기 한 쓰 드(thread)를 생성한다. 그런 다음, 속 

요청 사용자가 서버에 등록된 사용자 인지를 검사하여, 등

록된 사용자인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로 세션 키를 달하여 

통신하게 된다. TTS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텍스트 데이터를 

송하면, 세션 키가 맞는지 검사한다. 만약, 세션 키가 유용

하다면,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달된 텍스트를 TTS엔

진에 송하고, TTS엔진에서 변환된 음성 정보를 wave 형

태로 달받은 후, 이를 TTS 클라이언트로 달하게 된다. 

TTS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로그 아웃 요청을 받게 되

면, 속을 종료 된다.

4. 모바일 이야기꾼의 특징과 수행 

이 에서는 모바일 이야기꾼의 특징과 수행 를 보여 다.

4.1 모바일 이야기꾼의 특징

임베디드 리 스 기반으로 구 된 모바일 이야기꾼은 다

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 네트워크인 와이 로와 음성 네

트워크인 CDMA를 동시에 사용하는 최 의 임베디드 

리 스 기반 듀얼모드 응용 서비스이다.

•정상 인 음성 통화가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모바일 이

야기꾼은 음성 통화를 가능하게 한다. 를 들면, 시끄

러운 환경이나 회의 에도 상 방과의 음성 통화가 가

능하다.

•언어 장애가 있는 장애우도 모바일 이야기꾼을 사용함

으로써 CDMA를 통한 음성 통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모바일 이야기꾼은 미리 입력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

환하고, 배경 음악과 함께 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이러한 기능은, 사용자가 인터넷 웹 페이지 혹은 

유명한 시들 텍스트로 읽어 들여 음성으로 변환한 다음, 

상 방에게 배경 음악과 함께 달할 수 있도록 한다.

• 화 걸기, SMS 송수신을 지원할 수 있는 임베디드 리

스 기반의 TAPI를 제공한다.

TTS기능은 재 모바일 단말에 일부 탑재되어, 주로 발

신자, 문자 메시지, 일정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제

공하지만, 모바일 이야기꾼처럼 두 개의 이종 네트워크를 연

계한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표 3>은 구 된 모바일 이

야기꾼과 모바일 단말에 탑재된 TTS 기능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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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바일 이야기꾼과 모바일 단말의 TTS 특징 비교

ETRI 모바일 이야기꾼 SCH M600 TTS 기능 SCH-M450 TTS 기능 SGH-i858 TTS 기능

운 체제 Linux Windows Mobile 2003 SE Windows Mobile 2005 Linux

도우 시스템 X/GTK+2 Win32 Win32 Prism 2.5

TTS 엔진 치 인터넷 서버 단말 단말 단말

TTS 음성 변환 효과 다양한 변환 기능 지원 일부 기능 지원 일부 기능 지원 일부 기능 지원

문자 읽기 기능 지원 지원 지원 지원

TTS 음성을CDMA로 달 지원 지원 안함 지원 안함 지원 안함

이종 통신 동시 사용 사용 사용 안함 사용 안함 사용 안함

(그림 10) TTS 클라이언트 수행 화면 (그림 11) 모바일 이야기꾼 시스템 화면

(그림 12) TTS 리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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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바일 이야기꾼의 수행 

(그림 10)은 듀얼모드 단말에 탑재되는 TTS 클라이언트

의 수행 화면을 보여 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TTS 클라이언트는 TAPI를 이용한 

화 연결  문자 송 기능, TTS서버 연결 기능, 환경 설

정 기능, 그리고 사용자 인증을 한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

하기 한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1)는 모바일 이야기꾼의 체 시스템 화면을 보여

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CDMA 모뎀은 듀얼모드 지원 

단말인 노트북과 시리얼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와이 로 

신에 무선랜을 통해 서버와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된다. 

(그림 12)은 TTS 리자 수행 화면을 보여 다. TTS 

리자는 재 등록된 사용자 정보를 표시하고, 신규 사용자 

등록  비  번호 변경, TTS 엔진 설정 등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통신을 해 와이 로 네트워크를, 

음성 통신을 해 CDMA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최 의 임베

디드 리 스 기반의 듀얼모드 응용 서비스인 모바일 이야기

꾼의 구 에 해서 기술하 다. 

모바일 이야기꾼은 TTS 클라이언트와 TTS 서버로 구성

된다. TTS 클라이언트는 CDMA 와 와이 로 통신을 지원

하는 듀얼모드 지원 단말에 탑재되며, TTS 서버는 인터넷 

상의 리 스 서버에서 동작하게 된다. TTS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입력된 텍스트를 와이

로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상의 TTS 서버로 실시간으로 

달하게 된다. TTS 서버는 달된 텍스트를 TTS 엔진에 

달하여 음성 데이터로 변환한 후, TTS 클라이언트로 다

시 송하게 된다. TTS 클라이언트는 수신된 음성 데이터

를 CDMA 네트워크를 통해 상  수신자에게 송하여 음성

통화가 가능하게 한다. 구 된 모바일 이야기꾼은 듀얼모드 

지원 단말을 효과 으로 활용하여 주변이 시끄러운 환경이

나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도 CDMA를 통한 음성 통화를 가

능하게 해주는 특징이 있다. 

앞으로, 모바일 이야기꾼은 실제 CDMA와 와이 로를 지

원하는 듀얼모드 지원 단말에 탑재되어야 하고, 사용자에게 

좀더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GUI 기능이 

추가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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