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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는 휴대 전화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이 된다. 사람은 휴대 전화를 이용해서 서로 통신할 수 있다. 그리고 안드로

이드가 빠르게 발전하고 다양한 지능 전자 상품에서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기반으로 스마트폰의 

SMS 관리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및 구현하였으면 기본 메시징 기능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및 모바일 그룹 채팅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룹 채팅 기능은 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설정될 수 있다. 모바일 네트워크가 켜져있을 때, 네트워크 트래픽 

그룹 채팅을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 네트워크가 꺼져있을 때, SMS 기능 그룹 채팅을 사용할 수 있다.

키워드: 그룹 채팅(group chatting), SMS, 안드로이드(Android), 블랙리스트(blacklist)

I. 서 론

SMS는 사용하기 쉽고, 저렴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젊은 객체 

간의 인기있는 대상이다. 모바일 네트워크의 발달에 따라, 휴대 전화

는 지능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급속하게 발전하며, 그의 성능은 

소비자의 삶의 모든 측면을 다룬다[1].
SMS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SMS 관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SMS 수신/발신, 간단한 

블랙리스트 등 성능만 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개방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SMS 관리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했다. 
SMS 관리 소프트웨어에서 일부 특변한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 Anti 
SMS Spam & Private Box는 사용자 지정한 키워드를 위해 발신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다. Auto SMS어프리케이션은 일정관리 기능

을 있다[9].
본 논문 개반하는 SMS 관리 응용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인 

SMS 관리 소프트웨어 기능의 특성이 있고 그룹 채팅 기능을 추가했

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한 소프트웨어가 수/발신 성능이 있기뿐만 

아니라,사용자 정의 SMS 블랙리스트도 있고, 실수로 삭제한 블랙리

스트 SMS를  복원할 수 있다. 특히, 그룹 채팅 기능이 가지고 있다. 
이제 구글 스토어에서 SMS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그룹 채팅 기능은 

웹 기반의 Instant Messaging 기능을 구현했다[4][5].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설계한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G/wfi 환경에서는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그룹 

채팅을 실행할 수 있고, 2G 환경에서는 대량SMS 방법을 사용해서 

그룹 채팅도 실행할 수 있다. 인터넷기반 그룹 채팅의 사용한 기술은 

소켓통신 기술이다. 그 방법은 클라이언트/서버를 설계하여 클라이

언트측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설치하고 서버측이 PC컴퓨터에

서 설치하였다. 스마트폰들은 서버에 연결해서 서로 통신하고 그룹 

채팅을 수행할 수 있다. 대량 SMS기반 그룹 채팅의 사용한 기술은 

SMS 내용에서 유일한 키 코드를 부착하여 상대방 애플리케이션이 

키 코드를 탐색하면 그룹 채팅을 수행한다. 이 기능은 사용자에게 

다른 상황에서 그룹 채팅의 요구를 만족한다.
다음 내용은 2장이 SMS 원리 및 안드로이드의 발전과정을 설명

하고 소켓 통신 기술을 설명한다. 3장은 본 논문 설계한 애플리케이

션의 시스템 구조이다. 4장은 구현결과 및 분석이다. 5장은 결론 

및 참고문서 순으로 것이다.  

II. 관련 연구

SMS 의미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이다. 휴대 전화가 제어 채널을 

통해서 전화 기지국과 통신한다. 친구가 SMS 문자 메시지를 보내

면, 그 메시지는 제어 채널을 통해서 작은 패킷으로 SMS 서비스 

센터(SMSC)에 전송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휴대 전화 기지국을 통

해 휴대 전화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기반의 오픈 소스 모바일 운영 체제 이름이

다. 그것은 구글이 2007년에 개발했다. 안드로이드는 모바일 기기에 

사용된다. 안드로이드는 심비안보다 세계 시장 점유율을 추월했다.  
2012년 11월의 데이터를 보면, 안드로이드는 이미 글로벌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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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스템 시장 점유율의 76%를 차지했다[3].
안드로이드는 소프트웨어 스택 아키텍처를 사용한다. 그게 주로 

세 부분을 포함한다. 하층 부분은 리눅스 커널 작업을 기반으로 C 
언어로 개발하며 기본 기능을 제공한다. 중간 계층 부분은 C++로 

개발하며 라이브러리와 가상 머신 라이브러리를 포함한다. 상층 부

분은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층, 예를 들면 SMS 프로그램 등은 

자바로 작성되며 각 회사에서 개발하였다[10].
현재 구글에서 대표적인 IM애플리케이션은What’s App, Kakao 

Talk, Skype, QQ 등. 그 애플리케이션 들은 다양한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XMPP, SIMPLE, XML-RPC, SOAP, 등이 

있다[7][8].
소켓은 추상화 계층이다.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은 소켓을 통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다. 소켓은 포트 및 전송 채널

을 제공하며 클라이언트와 서버 측간의 통신을 실행할 수 있다[2]. 
먼저, 서버측에서는 ServerSocket 대상과 포트 번호를 생성하고,  
ServerSocket 대상의 메서드accept()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측의 

데이터를 접수한다. 다음은 InputStream 대상으로 데이터를 읽는다

[6]. 다음은 클라이언트측에서 Socket 대상을 생성하고 지정 서버의 

ip주소와 포트 번호를 설치된다. 그리고 InputStream대상을 이용해

서 서버 측의 보냈된 데이터를 읽는다. 그 다음은 OutputStream대

상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TC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

송한다.

III. 안드로이드 기반 SMS 관리 애플리케이션

본 논문에서는 설계한 SMS 관리 애플리케이션이 주요 모듈을 

두개로 구성되어 있다 : 블랙리스트/휴지통; 그룹 채팅. 
본 응용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서버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클라

이언트가 스마트폰안의 시스템에서 실행 하여 SMS를 관리한다, 
서버가 사용자의 그룹 채팅정보를 수신하고 전송한다. 시스템 구성

은 아래와 같다. 먼저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 메시지를 판단한다. 
SMS 번호가 블랙리스트에 없는 경우는 스팸이 아닌 메시지로 판단

되며, 그룹 채팅 키 코드가 포함되면 그룹 채팅SMS 메시지로 판단

한다, 그 반면에는 일반적인 메시지로 판단하고 편지함에 저장된다. 
그림 1은  SMS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시스템 운행 메커니즘이다.

그림 1. 시스템운행 메커니즘

수신/발신 성능은 SMS 원래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문자 메시지를 수신와 발신된다.
블랙리스트는SQLite 데이터베이스기반 작성하여 블랙리스트과 

휴지통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든다. 사용자가 블랙리스트 번호를 편집, 
추가, 삭제 또 수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휴지통에 정보를 편집할 

수 있다, 실수로 삭제 한 블랙리스트 번호 정보를 복원할 수 있다.
그룹 채팅 기능은 대량 SMS 기반 그룹 채팅 및 웹 기반 그룹 

채팅으로 나누어 져 있다. 웹 기반 그룹 채팅은 애플리케이션 클라이

언트가 서버측에 연결하여, 사용자가 서버에 메시지를 보내고, 서버

는 모든 연결된 클라이언트에 정보를 보낸다. 그 방법은 소켓 기술을 

사용해서 그룹 채팅을 실행할 수 있다. 그림 3에서는 대량 SMS 
기반의 그룹 채팅 기능을 설명하였다.

사용자 A는  사용자  B에게 그룹 채팅 초대정보를 발송한다. 
A는  그룹 채팅을 동의하면, 사용자  A에게  피드백 정보를 발송하

여, A와  B는  그룹 채팅 인터페이스를 들고 그룹 채팅을 시작한다. 
그룹 채팅중에 다른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그룹 채팅을 

종료하면 다른 사용자가 종료 그룹 채팅 알림을 받게된다. 전체 프로

세스는 SMS로 그룹 채팅이다. 그룹 채팅 코드는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생성해서 메시지의 내용에 부착하고 각 사용자에게 전송

된다. 그림 2는 대량 SMS 기반 그룹 채팅 동작과정이다.

그림 2. 대량 SMS 기반 그룹 채팅 동작과정

IV. 구현 및 결과 분석

4.1 구현

SMS 관리 애플리케이션 둘은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 개발 Java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JDK와 SDK사용한다. 또한, IDE환경은 플

러그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Eclipse를 사용한다. 그리고 Eclipse상

의 AVD를 통해 안드로이드 기기가 없어도 안드로이드 환경의 시뮬

레이션을 구현하기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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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어한 애플리케이션의 하드웨어 플랫폼은 Pentium 
4, 1.8GHz PC용 컴퓨터가 서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뮬레이션 

안드로이드2.3 시스템에서 실행한다. 애플리케이션 내부 블랙리스

트와 스팸메시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SQLite 데이터베이스 를 

사용한다. 그림 3은 SMS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시스템 구조이다.

   그림 4(a). 메인 인터페이스         4(b). 블랙리스트

그림4(a)는 시작된 메인 인터페이스이고, 그림4(b)는 사용자가 

그룹 채팅 초대를 수신하고, 그림4(c)는 그룹 채팅의 시작 화면이다. 
이 그룹 채팅은 대량 SMS 기반에서 실행하는 그룹 채팅 방식이다. 
사용자가 SMS만 이용해서 네트워크 관계가 없이 언제 어디서나 

그룹 채팅할 수 있다. 

그림 4(c). 그룹 채팅 시작 화면

그림 5는  네트워크 기반 그룹 채팅 화면이다. 사용자가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연결된다. 서버는 클라이언

트가 보낸 메시지를 모든 연결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한다.

그림 5. 네트워크 기반 그룹 채팅 화면

4.2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설계한 SMS 관리 애플리케이션은 표1과 같다.

표 1. 애플리케이션 성능비교

특성 본 애플리케이션  일반 애플리케이션

수/발신 지원함 지원함

데이터베이스
자체 정의 데이터 

베이스
없음

블랙 리스트 지원함 부분 지원함

스팸 복원 지원함 소부분 지원함

그룹 채팅 IM/대량SMS 기반 IM 기반 

표 1은 제어된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SMS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성능비교이다. 논문[6][7][8]은 IM기반 채팅 환경에서 구현되고, 논
문[3]은 SMS방식만 그룹 채팅 으로 구현된다. 본 논문은 다양한 

환경을 참조하여 그룹 채팅 실행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어한 애플리케이션의 장점은 인터넷과 대량 SMS 

두 가지 방식 으로 그룹 채팅을 설계하여 다른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단점은 대량 SMS기반 그룹 채팅이 SMS를  

많이 사용해서 SMS 비용이 증가하였다.

V. 결 론

현재는 안드로이드가 빠르게 발전하고 다양한 지능 전자상품에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동 통신 분야에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구굴 스토어에서 SMS 관리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개발했는데 성능이 단일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

를 만족시킬 수 없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애플리케이션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첫째, 본 논문은 급속한 발전하는 안드로이드 개발 플랫폼을 선택

한다. SMS는 효율적인 기능에 의해 젊은 사람중에 환영하는 것이

다. 그런데 이제 SMS 관리 애플리케이션들은 성능이 단일하고 간단

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원래 메시지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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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여 블랙리스트 및 스팸을 관리할 

수 있다. 대량 SMS 기반 및 인터넷 기반 그룹 채팅 방법을 설계하여 

사용자가 그룹 채팅 요구를 만족할 수 있다. 향후 연구 방향은 블루

투스 기반 그룹 채팅, 메시지 암호화, GPS 등 성능을 연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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