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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음성통화를 위해 CDMA 네트워크와 데이터 통신을 위해 와이브로 네트워크를 

동시에 사용하는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 듀얼모드 응용 서비스인 개인 오디오 레코더의 구현에 대해

서 기술한다. 개인 오디오 레코더는 듀얼모드 지원 단말에 탑재된 클라이언트에서 음성 녹음을 시

작하면, 송신자와 수신자의 CDMA 음성 데이터가 와이브로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상의 개인 오

디오 레코더 서버로 전달된다. 개인 오디오 레코더 서버는 통화 번호 및 통화 시간에 따라 음성 데

이터를 저장하게 된다. 구현된 개인 오디오 레코더는 단말의 저장공간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음성 

통화 내용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1. 서론 

최근 국내에서는 기존의 CDMA, 무선랜 망 이외에 

새로운 무선 데이터 망인 와이브로(WiBro, Wireless 

Broadband)가 서비스되고 있다[1-3]. 와이브로는 중저

속 이동 환경에서 CDMA 와 같은 넓은 서비스 영역

과 무선랜과 같은 고속의 데이터 전송과 같은 특징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하나의 단말로 두 개의 이종 

무선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듀얼모드 지원 단말들

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듀얼모드 지원 단말의 특

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통

신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응용 서비

스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4-6]. 

본 논문에서는 듀얼모드(CDMA/WiBro) 통신을 지

원하는 개인 휴대 단말에서 와이브로의 무선 데이터 

망과 CDMA 의 음성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임

베디드 리눅스 기반의 듀얼모드 음성 저장 서비스인, 

개인 음성 저장 레코더(Personal Audio Recorder, PAR)의 

설계와 구현에 대해서 다룬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

이 구성되어 있다. 2 장에서는 개인 음성 저장 레코더

의 구성에 대해 다루고, 3 장에서는 개인 음성 저장 

레코더의 구현에 대해서 다룬다. 4 장에서는 개인 음

성 저장 레코더의 특징 및 수행 예를 간략히 보여주

고, 5장에서는 결론에 대해서 다룬다. 

 

2. 개인 오디오 레코더 구조 및 기능 

(그림 1)은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의 듀얼모드 응용 

서비스인 개인 오디오 레코더의 흐름도를 보여준다. 

(그림 1) 개인 오디오 레코더 서비스 흐름도  

 

(그림 1)에서 보듯이 개인 오디오 레코더는 듀얼모

드 지원 단말에서 CDMA 음성 데이터를 와이브로를 

통해 인터넷 상의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된다. 

음성 저장 서버는 단말로부터 전송 받은 통화 번호,  

통화 시간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통화 내용을 저장한

다. 개인 오디오 레코더는 추후 와이브로 망을 통해 

서버에 접속하여, 저장된 음성 데이터를 검색하고, 특

정 통화 내용을 선택하여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한다. 

 

3. 개인 오디오 레코더 구현 

개인 오디오 레코더는 크게 PAR 클라이언트와 

PAR 서버로 구성된다. 

 

PAR 클라이언트  

(그림 2)는 PAR 클라이언트의 실행 흐름을 보여준

다. PAR 클라이언트는 처음 수행 시, PAR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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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GTK 를 초기화하고, 클라이언트 GUI 화면을 생성

하고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게 된다.  

 
(그림 2) PAR 클라이언트 실행 과정 

 

사용자가 PAR 클라이언트 내의 특정 기능을 선택

하게 되면 해당 콜백(Callback) 함수를 수행하게 된다. 

PAR 클라이언트는 전화 걸기 및 받기, 서버 연결, 재

생 목록 표시 및 재생, 음성 녹음 시작 및 중지, 그리

고 환경 설정 등의 기능들을 제공하게 된다. 

 

PAR 서버 

PAR 서버는 수행 시 서버 기능을 초기화 한 다음, 

TCP 서버 소켓을 생성하여 PAR 클라이언트의 접속 

요청 시마다 쓰레드를 생성하여 클라이언트의 접속 

요청을 처리하게 된다. (그림 3)은 PAR 서버의 동작을 

간략히 보여준다. 

 
(그림 3) PAR 서버 처리 흐름도 

 

 

4. 개인 오디오 레코더 서비스 특징 및 수행 예 

개인 오디오 레코더는 와이브로 망의 고속 데이터 

통신과 CDMA 망의 음성 통신을 동시에 사용하는 임

베디드 리눅스 기반의 듀얼모드 지원 응용 서비스이

다. 개인 오디오 레코더는 CDMA 음성 통화 내용을 

저장 공간의 제약이 있는 단말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

라, 와이브로를 통해 인터넷 상의 서버에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단말의 저장 공간 크기에 

상관없이, 통화 내용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는 개인 오디오 레코더의 시스템 구성을 

보여준다. (그림 4)에서 보듯이, CDMA 모뎀과 듀얼모

드 지원 단말은 믹서(Mixer)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그림 4) 모바일 이야기꾼 수행 화면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듀얼모드(CDMA/WiBro) 통신을 지

원하는 개인 휴대 단말에서 와이브로의 무선 데이터 

망과 CDMA 의 음성 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임

베디드 리눅스 기반의 듀얼모드 응용 서비스인, 개인 

오디오 레코더의 설계와 구현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개인 오디오 레코더는 크게 PAR 클라이언트와 

PAR 서버로 구성되며,  PAR 클라이언트는 CDMA 음

성 통화 내용을 와이브로 망을 통해 PAR 서버로 전

달하고, PAR 서버는 전송된 음성 내용을 통화 시간 

및 전화 번호를 기반으로 저장하게 된다. PAR 클라이

언트는 서버에 저장된 통화 내역을 검색하여, 특정 

통화 내용을 와이브로 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오디오 레코더는 CDMA 음성 통

화 내용을 저장 공간의 제약이 있는 단말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 데이터를 와이브로를 통해 인터넷 

상의 서버에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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