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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성 통화와 데이터 통신을 결합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통신 환경이 제공됨에 따라, 사
용자의 온라인 여부를 알려주는 Presence 시스템이 새로운 통신 서비스 요구를 충족하는 기반
서비스로 등장하였다. Presence는 사용자의 온라인 여부와 접속 방법을 알려 줌으로써 통화 성
공률을 증가시킨다. 본 고에서는 Presence 시스템의 구현을 위하여 기반 프로토콜로서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를 채택하고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SIP 는
음성 통신을 데이터 패킷망에서 구현하는 VoIP(Voice over IP)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
되었다 . 응용 레벨의 프로토콜인 SIP는 사용자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지점을 변경하거나 다른
단말기를 사용하여도 동일한 구별자(identifier)에 의하여 세션을 연결함으로써 사용자 이동성을
지원한다. 그러므로 SIP를 기반으로 하여, 온라인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Presence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발한 Presence 시스템은 송신자에게 수신자
의 상태 정보를 알려 줌으로써 통화 성공률을 증가시키며 , 수신자가 때에 따라 수신 환경을 지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화 편리를 제공한다. 또한 이동 통신에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
는 응용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반 서비스로 적용 가능하다..

1. 서 론
인터넷이 보편화 됨에 따라서 , 기존에 회선망을 통하
여 서비스되던 음성 통신을 패킷망(Packet network)에서
서비스하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패킷망을 이
용한 음성 통신이 갖는 장점으로는 먼저 데이터와 결합
하여 통신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음성
과 데이터가 모두 같은 패킷망을 사용하므로 통신망 운
영자의 입장에서는 통신망 장비 설치 및 관리비를 절감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패킷망에서의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통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침묵(silence)하는 동안에는 패킷을 보내지 않음으로
써 대역폭을 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Leroy01]. 패킷망을
통한 음성 통신 서비스에는 전화 대 전화, 전화 대 PC,
PC 대 PC, PC대 전화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런데
실시간성을 중시하는 음성 통신에서 상대방의 부재는
사용자로 하여금 여러 번 재발신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준다. 그러므로 통화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상대방
의 온라인 존재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는 서비스의 필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패킷망을 통하여 음성을 전달하는 VoIP
*

본 논문은 2000년도 두뇌한국21과 국가지정연구실 프로젝트 지원
을 받아 수행되었음.

(Voice over IP) 시스템 상에서 사용자의 온라인 여부와
위치를 알려 주는 Presence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에 관
하여 논한다. 본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VoIP 시스템은
텍스트 기반의 응용 레벨 프로토콜인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를
기반으로
한다[Handley99]
[Schulzrinne00]. SIP는 기존에 사용되던 H.323에 비하여
구조가 단순하고 확장성이 뛰어나 최근 많은 시스템에
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Nortel00].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장에서 관련
연구로서 SIP와 Presence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3장에서
는 SIP를 이용한 Presence 시스템의 구성과 개발 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Presence를 이용한
위치 기반의 통신 서비스 응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향후
과제와 함께 글을 맺는다.

2. SIP와 Presence
본 장에서는 관련 연구로서 시스템 개발의 기본 프
로토콜로 사용하는 SIP를 설명하고, 구현하려는 Presence
의 기본 구조에 대하여 설명한다.
2.1 SIP
SIP는 VoIP 시스템에서의 시그널링(signaling)을 위한

응용 레벨의 프로토콜이다. SIP는 멀티미디어 세션 설정
에 사용되며,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구성된다. 클라이언
트는 호(call)의 세션 연결 요청을 보내는지 받는지에 따
라 사용자 에이전트 클라이언트(User-Agent Client, UAC)
또는 사용자 에이전트 서버(User-Agent Server, UAS)의 역
할을 한다. 서버에는 동작 방식이 서로 다른 프록시
(Proxy ) 서버와 리다이렉트(redirect) 서버가 있다. SIP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UAC : 호출자(caller)의 응용 프로그램.
?? UAS : 호출받은 사용자(callee)의 응용 프로그램 .
호를 허용(accept), 또는 리다이렉트 하거나 거부
(refuse).
?? 프록시 서버 : SIP 요청/응답을 전달(forward)하는
응용 단계(layer)의 라우터.
?? 리다이렉트 서버 : 요청(request)을 받으면 해당
사용자가 존재하는 다른 SIP 서버나 UA(User
Agent)의 위치를 알려줌.
?? Registrar : 사용자 위치를 추적(Track).
그림 1은 SIP에 의한 호 세션 연결의 예이다. 화살표
로 연결된 선 상의 번호는 요청과 응답이 순서대로 이
루어짐을 나타낸다.
그림 1에서 보듯이, SIP를 채용하면 다수의 프록시
서버와 리다이렉트 서버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확장성
있게 구성할 수 있다. SIP는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여
사용자 이동성을 제공한다. 즉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항
상 위치 서버에 등록하고 있다가 프록시 서버나 리다이
렉트 서버에게 호 요청이 들어오면 현재 사용자가 있는
위치로 요청을 전달하거나(프록시 서버), 그 위치를 알
려 준다 (리다이렉트 서버). 리다이렉트 서버는 시스템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프록
시 서버는 통신망 서비스 구현시의 유연성과 복사
(replication)에 의한 신뢰성 , 그리고 분할(partition)에 의한
확장성 등을 제공한다.
요청
응답
미디어

SIP 리다이렉트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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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서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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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프록시 서버

11

12

informational RFC가 나와 있다.
Presence 서버는 온라인 상태인 사용자의 현재 위치
를 등록/유지하여 이 정보를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즉각적인 통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2는 Presence 시스템의 구성 예이다. 그림 2에서 한 사용
자(watcher)가 다른 사용자(presentity)의 온라인 접속 가
능성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Presence 시스템이
그 사용자(presentity)의 온라인 접속 가능 상태를 변동이
있을 때마다 알려 준다.

PRESENCE 서비스

PRESENCE 프로토콜

PRESENTITY

WATCHER

PRESENTITY UA

WATCHER UA

사용자

사용자

그 림 2. Presence 시스템의 구성 예.

3. SIP를 기 반 으 로 한 Presence 시 스 템 의 구 현
본 장에서는 Presence 시스템을 구현한 방법에 대하
여 설명한다. 먼저 SIP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용자 정보 관리 방법에 대하
여 설명한 후, 요청한 정보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
한 프로토콜 구성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3.1 SIP 기 반 의 Presence 시 스 템 구 성
SIP를 이용한 VoIP 시스템 상에 Presence를 구현하기
위하여 , 그림 1과 같은 VoIP 시스템에서 SIP 서버의 기
능을 확장한다. 그 결과로 생성된 그림 3의 Presence 서
버는 SIP 서버가 처리하는 SIP 메시지를 모두 처리할 수
있고, 위치 서버와 통신하면서 presence 서비스를 제공한
다. 이 때 SIP 서버는 프록시 서버나 리다이렉트 서버로
구성할 수 있는데 , 본 고에서 개발하는 Presence 시스템
은 유연성 , 확장성, 신뢰성을 제공하는 SIP 프록시 서버
를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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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 SIP에 의한 호 세션 연결의 예.
2.2 Presence
Presence는 서로 통신을 원하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상대방의 온라인 접속 가능 상태를 알려 주는 서비스이
다. 현재 IETF IMPP WG에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현
재
모델[Day00a]과
요구
사항[Day00b]에
대한

SUBSCRIBE

SUBSCRIBE
NOTIFY

NOTIFY
… …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그 림 3. SIP 기반의 Presence 시스템 구성.

Presence를 구현하기 위하여 SIP 상에 구현해야 하는
주요 메쏘드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 SUBSCRIBE : 한 사용자(subscriber)가 다른 사용
자(presentity)의 온라인 접속 가능성 정보를 요청
하는 메쏘드.
?? NOTIFY : Presence 시스템이 SUBSCRIBE한 사용
자(subscriber)에게 요청한 사용자(presentity)의 온
라인 상태 정보를 알려 주는 것.
?? GET_LIST : 이와 같이 서로 SUBSCRIBE를 요청
한 사용자들의 그룹 목록을 가져오는 것.
3.2 Presence 정 보 관 리
온라인 상태 정보를 알려 주기 위해 사용될 Presence
정보의 포맷(format)은 그림 4와 같이 구성한다. 그림 4
의 presence 튜플(tuple) 내의 communication address 필드
에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적재하여 Presence의 위치 서
버에 저장한다. status 필드는 사용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온라인 , 오프라인 등의 기본 상태 뿐 아니라
방해 받고 싶지 않은 경우, 바쁜 업무 중인 경우, 출타
중인 경우 등의 상태를 표현함으로써 통화 연결을 사용
자 지정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송신을 제거하여 통신량을 감소시켰다. 이와 같은 통신
량의 감소는, 사용자가 이동통신 환경에 있는 경우에,
처리 시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반면에 추가로 요
구되는 저장 공간은 텍스트용이므로 무시할 수 있을 만
큼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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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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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용자
(Subs Criber)

시스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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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용자가 정보 허용 권한을
가지고, 승인 메시지를 사용
하는 프로토콜

사용자
(SubsCriber)

시스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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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스템이 정보 허용 권한을
가지고, 승인 메시지를 사용
하지 않는 프로토콜

그림 5. Presence 정보 처리 프로토콜의 종류.

4. 결 론 및 향 후 과 제
?Presence information
?Presence tuple
?Status
?Communication address(optional)
?Contact means
?Contact address

?Other markup (optional)

?Presence tuple
?Status
?Communication address(optional)
?

Other markup (optional)

?Presence tuple
?…

그 림 4. Presence 정보의 포맷.
3.3 Presence 정보 요청에 대한 처리 프로토콜
Presence 정보는 사생활 보호의 측면으로 인하여 정
보 허용 권한 처리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허용하는 주체
를 사용자(presentity)로 할 지, 또는 시스템으로 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다른 사용자로부터 Presence 정보에 대
한 요청이 들어오면 시스템이 이의 공개를 결정한 후
서비스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즉, 사
용자가 자신의 Presence 정보를 등록할 때 선호 사항에
대한 정보를 함께 등록하여, 원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시스템이 방어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구현
함으로써 Presence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해
당 사용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를 질의하는 방법에 비하
여 통신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그림 5). 또한 승인 메시
지의 송신을 요청 정보의 송신으로 대신함으로써 중복

SIP 기반의 Presence 시스템은 PC, 이동 전화, FAX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유선망이나 무선망에 연결된 온
라인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즉시 알려줌으로써, 사용자
가 단말기를 변경하거나 액세스 망을 변경함에 무관하
게 호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송신자의 입장
에서 통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호를 받는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호를 허용,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원하는
다른 통신 수단으로 리다이렉트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
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사용자
가 계속하여 위치를 이동하는 이동 통신에서의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현재 위치한 지
역 도로의 교통 정보 안내, 또는 응급차 출동 안내 등의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앞으로 사생활 보호와 보안을 위하여 Presence 프로
토콜에서의 사용자 인증, 권한 확인 등을 효율적으로 처
리하는 방법의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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