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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POST SMSC(Short Message Service Center)에서의

향상된 메시지 저장 기법

Advanced Message Storing Method on mobilePOST SMSC

송병권†

Byung-Kwen Song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he preservation method that can effectively process short messages at mobilePOST
SMSC(Short Message Service Center) platform on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There are three tech-
niques for the preservation method. First one is shared memory technique where several processes within the system
share same memory to process transmission of short messages with maximum performance. Second one is to back-up
messages in shared memory to the file system to prevent lost during system initialization or other unstable period.
Third technique is that when transmission of short message was completed, finished message is moved from the shared
memory to relational database for accounting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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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논문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기반의 mobilePOST SMSC(Short Message Service
Center) 플랫폼에서 고성능 단문메시지 처리를 위한 향상된 메시지 저장 기법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메시지 저장 방법은 i)단문 메시지의 전송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내부 프로세스들간에 공유
메모리 방식을 이용하였고, ii)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초기화되었을 때 분실될 가능성이 있는 공유메모리에 존
재하는 단문메시지를 파일 시스템에 복사하고 또한 iii)단문메시지의 전송이 완료된 후 과금처리 및 기타 관리
를 위하여 공유메모리에 존재하는 단문메시지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는 3가지 방식을 사용하였다.

주요어 : 단문 메시지 시스템, CDMA, 공유 메모리, 관계형 메모리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SMSC(Short Message Service Center)는 이동망에서 이

동단말기(Mobile Station)와 이동단말기, 이동단말기와

ESME (External Short Message Entity) 또는 ESME와

ESME 사이에서 한정된 크기로 문자 기반의 텍스트 형식

을 상호교환 및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단문메시지

서비스는 최근 몇 년간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및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네트워크에서 무선 데이터 전송 서비스로 빠른 성

장을 하고 있다.

최근 이동 통신 사업자들이 운용하고 있는 SMSCdml 경

우에는 보통 약 250~300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자체 개발한 주 메모리 저장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저장 시스템들은 동시성 제

어 및 회복 관리를 완벽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

라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장 시스템에서

메시지가 손실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메시지 전송을 위한 필

수 저장 데이터는 i) 전송해야 할 메시지 및 전송받을 단말

기의 식별번호(MIN), ii) 예약 전송을 위한 전송 예약 시

간, iii) 각 단말기의 상태(메시지 전송 가능 여부, 재전송 단

계 등) 등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여러개

의 테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테이블 단위로 잠금을 설

정하여야 한다 만약에 여러 전송자가 동일한 단말기에 대한

메시지를 처리하려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면[17],

†
정회원, 서경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E-mail : bksong@skuniv.ac.kr

TEL : (02)940-7293

 



mobilePOST SMSC(Short Message Service Center)에서의 향상된 메시지 저장 기법

한국철도학회논문지 제11권 제2호 2008년 127

이 경우 사용자가 동일한 메시지를 중복 수신하는 문제

가 발생 할 뿐만아니라, SMSC의 전체적인 성능도 저하되

는 형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DBMS를 사용할 때 나타

나는 기본적인 문제점인 대용량 디스크로의 접근으로 인한

과부하(overload)나 파일의 백업 및 회복(recovery)등이 어

려워 질 수 있다[17]. 또한 응용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필

요 이상으로 복잡해 지기 때문에 향후 시스템의 유지보수

나 확장이 상당히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다.

mobilePOST SMSC[15]는 신뢰성있고 고성능의 메시지

전송 기능을 제공하는 CDMA 기반 SMSC플랫폼이다. 해

당 플랫폼은 단문메시지의 전송 성능과 품질 향상을 극대

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내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들간에

빠른 메시지 전송을 위하여 공유메모리 방식을 이용하였고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초기화되었을 때 분실될 가능성이

있는 공유메모리에 존재하는 단문메시지를 파일 시스템에

복사하고 또한 단문메시지의 전송이 완료된 후 과금처리를

위하여 공유메모리에 있는 단문메시지를 관계형 데이터베

이스로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SUBMIT”

된 단문메시지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변경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아닌 공유메모리에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

법을 채택함으로써 단문메시지의 전송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mobilePOST

SMSC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공유

메모리의 구조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4장에서는 mobilePOST

SMSC의 메시지 저장 기법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마지막

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mobilePOST SMSC 전체 시스템 구조

mobilePOST SMSC는 SMPP(Short Message Peer to

Peer)[4,5], IS-41(Interim Standard-41)[1] 및 IS-637(Interim

Standard-637)[6]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이동망에서 이동

단말기와 이동단말기, 이동단말기와 ESME 또는 ESME

와 ESME 사이에서 한정된 크기로 문자 기반의 텍스트

형식을 SME(Short Message Entity)들간에 상호교환 및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전체 망 구성도는 다음 Fig. 1과

같다.

2.1 mobilePOST SMSC 전체 소프트웨어 구조

mobilePOST SMSC는 크게 SMPP, mobilePOST SMSC

CORE 및 CSNI(Common Signaling Network Interface)

모듈로 구성되며, 각 모듈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SMPP 모듈

SMPP 모듈은 EMS(E-Mail Server), VMS(Voice Mail

Server)등과 같은 외부 ESME(External Short Message

Entity)들과 SMP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mobilePOST

SMSC 시스템으로 단문 메시지를 수신한다.

Fig. 1. Overall mobile POST SMSC Network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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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ePOST SMSC CORE 모듈

mobilePOST SMSC CORE 모듈은 “SUBMIT” 되어진

단문 메시지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고, 또

한 운영자의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각종 기

능성 어플리케이션의 상호연결 및 수행으로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기능을 제공한다.

• CSNI 모듈

SS(Signaling System) No.7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는 CSNI 모듈은 무선 망으로 전송해야 될 단문 메

시지를 IS-41/IS-637 프로토콜 규격에 맞춰 하나의

MAP(Mobile Application Part) 오퍼레이션을 생성하여

TCAP (Transaction Capabilities Application Part)[]으로

캡슐화(encapsulation)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 Fig. 2는 mobilePOST SMSC의 전체 소프트웨어

구조를 나타낸다.

MobilePOST SMSC CORE 모듈은 POST, TICK,
SMTM(Short Message Timer Management), LOGM(LOG

Management, GUIP(Graphic User Interface Process), BANK,

SPON(SpawN), SMDB(Short Message DataBase), MBNK

(Management BaNK), SMMP(Scheduling Message Mana-

gement Process), DBBANK(DataBase BANK)의 어플리

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MobilePOST CORE 모듈 내

부의 어플리케이션 및 각 모듈간의 인터페이스는 Fig. 3과

같다. CORE 모듈은 POST 프로세스을 중심으로 설계되었

으며, 전체 모듈 및 각 프로세스를 관리 및 감시는 SPON

프로세스에 의해서 수행된다(Fig. 3 참조).

SPON 프로세스에 의해서 감시 및 관리되는 모듈 또는

프로세스는 다음 Table 1과 같이 3가지로 상태로 구분된다.

다음 Table 2는 모듈 및 CORE 프로세스의 기능 및 상

태를 나타낸다.

Fig. 2. Overall mobilePOST SMSC Software Architecture

Fig. 3. Internal Process Architecture of mobilePOST SMSC
CORE

Table 1. Status of Process and Modyle

NOMAL mobilePOST SMSC의 운용이 프로세스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가능

CRITICAL mobilePOST SMSC의 운용이 프로세스 존재
유무에 따라 결정됨

ALONE 프로세스의 수행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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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bilePOST SMSC의 공유메모리 구조

mobilePOST SMSC의 각 모듈 및 프로세스 상호 간의

공유메모리 처리 방식은 토큰(token)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토큰은 “SUBMIT” 또는 “DELIVERY”와 같은 오퍼레이

션을 구분할 수 있는 type 필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공유메모리의 키(key)값을 나타내는 id 필드, 메시지 전송

에 요구되어지는 핵심 파라메터를 포함하기 위한 필드,

DPC(Destination Point Code)를 나타내는 필드, 새로운 공

유메모리의 키 값 또는 ESN(Electronic Serial Number)를

나타내는 필드로 구성된다. “SUBMIT”되어진 단문메시지

와 정보는 공유메모리에 기록되고, 기록된 메시지는 공유

메모리의 주소를 포함한 토큰을 통하여 상호 전달된다.

mobilePOST SMSC의 공유메모리 구조는 Fig. 4와 같이

단문메시지 처리와 관리를 위한 “BATH” 부분과 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한 “NOTE” 부분으로 구성된다.

3.1 BATH의 구조 및 기능

mobilePOST SMSC의 ESME 인터페이스인 SMPP 모

듈은 ESME로부터 “SUBMIT”된 단문메시지를 받아들이

기 위해서 CORE 모듈의 핵심 프로세스인 POST가 지정

한 “BATH” 내의 메시지 POOL(pool) 주소를 할당 받는

다. ESME로부터 “SUBMIT”되는 단문메시지가 있을 때,

SMPP 프로토콜에 준하여 각 파라메터의 이상 유무를 검

사한 뒤, 할당 받은 POOL에 단문메시지를 저장하고

“SUBMIT”된 메시지의 사실 및 필요한 정보를 토큰을 이

용하여 POST 프로세스로 알려 CORE 모듈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Table 2. Function and Status for Module and CORE Process

프로세스 설 명 상 태

SPON 코어를 비롯하여 mobilePOST SMSC 전체의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두가지로 속성을 분리하여 안정
한 시스템의 동작을 위해서 프로세스들을 감시 및 관리한다.

ALONE

POST mobilePOST SMSC의 단문 메시지 핸들링을 위한 핵심 어플리케이션 CRITICAL

CSNI 신호망을 통해 메시지를 송신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IS41 MAP 프로토콜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CRITICAL

SMPP ESME와 SMSC사이의 메시지 교환시 요구되는 프로토콜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NORMAL

TICK 코어를 비롯해서 각 어플리케이션들이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될 특정한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NORMAL

SMTM 코어에 제출되어진 단문메시지에 대한 처리시 필요한 시간정보를 위해서 각 메시지의 상태에 따라 경
과시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CRITICAL

SMDB 수신된 단문메시지는 시스템의 공유메모리에 존재하게 되며, 하드웨어의 불안정한 경우에 대비한 파
일 시스템과의 상호일치를 맞추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NORMAL

GUIP 시스템 외부에서 접근되는 각종 시스템 관리 요구에 대해 시스템 동작부로의 통합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NORMAL

LOGM 운용중인 시스템에서 생성되어지는 로깅(Logging) 파일들과 과금 파일의 관리를 수행한다. NORMAL

BANK 생성되어진 과금 파일들에 대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CDR 파일을 생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NORMAL

MBNK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야 될 단문메시지를 관리한다. NORMAL

SMMP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예약(Scheduling) 메시지를 관리한다. NORMAL

EVTM mobilePOST SMSC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벤트를 관리한다. ALONE

Fig. 4. Shared Memory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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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Fig. 5는 공유 메모리 “BATH” 구조를 나타낸다.

“BATH”의 구성요소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POOL

단문메시지의 페이로드(payload) 텍스트 및 기본 파라

메터들과 함께 저장되는 곳이며, POOL의 총 개수는

5,040,000개로 생성된다(500 :초당 메시지 개수, 60 : 1분,

24 : 1일, 7 : 1주일).
• Empty POOL Link List

POST 프로세스는 수신될 단문메시지를 저장 하기위해 비

어있는 POOL들을 연결(link) 리스트로 구성하여 운용한다. 
• Timer Link List

POST 프로세스는 수신된 메시지를 착신지로 보내기 전

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요구 및 제약사항에 맞추기 위해서

이 리스트를 운용한다.
• MIN Link List

ESME 혹은 이동단말기에서 mobilePOST SMSC로 수신

된 모든 단문메시지는 MIN(Mobile Identification Number)

식별자에 의해 각 상태별로 구분되어 POST 프로세스에서

관리된다.
• PCS Structure

수신된 단문 메시지의 목적지인 이동단말기에 관련된 각

종 신호망의 정보들이 MIN 링크 리스트와 상호 작용하여

POST에서 관리된다

3.2 Note의 구조 및 기능

다음 Fig. 6은 공유메모리 “NOTE湛« 구조를 나타낸다.

•구성(configuration) 테이블

공유메모리 방식을 사용하여 생성된 구성 테이블은

mobilePOST SMSC 운용 중에 관리자로부터 요구되는 모

든 구성 변경 사항이 실시간으로 mobilePOST SMSC의 운

용에 적용되어진다.

구성 테이블의 종류는 다음 Table 3과 같다.

Fig. 5. Shared Memory Architecture of “BATH”

Fig. 6. Shared Momory of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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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statistics) 테이블

mobilePOST SMSC는 시스템 운용자에게 처리한 메시지

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표4와 같은 여러 가

지 통계 기능을 제공한다. 각각의 통계 정보는 CORE 모

듈의 POST 프로세스에서 각 상태별로 계산된다. 

4. mobilePOST SMSC의 메시지 저장 기법

mobilePOST SMSC의 메시지 저장 기법은 단문메시지

전송과정에서 저장되는 공유메모리 저장기법과 전송 완료

후 파일시스템으로의 저장 및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4.1 공유 메모리 저장 기법

본 절에서는 SMSC 시스템에서 통신 규약으로 적용되고

있는 SMPP, IS-41, IS-637 프로토콜에서 정의된 “SM_

SUBMIT”, “SM_REQUEST”, “SM_SMDPP”의 오퍼레이

션 수행 시 단문 메시지 전송을 위한 CORE 모듈의 POST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공유 메모리 저장 기법을 기술한다

• ESME의 “SUBMIT” 오퍼레이션 수신시 공유메모리의

적용사항

ESME 인터페이스 규범인 SMPP 모듈은 ESME로부터

“SUBMIT”된 단문 메시지를 3.1절에서 설명된 “BATH”

공유 메모리의 메시지 POOL에 기록한다. 기록된 이후 메

시지 전송을 위한 각 모듈 및 프로세스 상호간 통신은 메

시지 POOL의 주소와 각 오퍼레이션의 형식을 포함하는 토

큰으로 수행된다. ESME에서 “SUBMIT”되는 단문메시지

의 전달과정은 Fig. 7과 같다.

다음 Fig. 8은 SMPP 모듈에서의 “SUBMIT” 메시지 처

리 과정을 나타낸다.

SMPP 모듈에서의 “SUBMIT” 메시지 처리 과정은 Fig.

8에서와 같이 POST 프로세스가 지정한 “BATH”, “NOTE”

Table 3. Class of Construction Table

Configuration Table

Opmtbl mobilePOST SMSC에서 발생되는 Event사항들을
운용자의 시스템으로 통지하기 위해 관리되는 테이블

Pfxtbl
mobilePOST SMSC로 수신된 메시지 중 운용되어
지는 MIN번호의 Prefix를 결정할 수 있는 테이블(
망내 지역번호)

Smetbl mobilePOST SMSC에서 수용하는 ESME관련 테
이블

Tsvtbl mobilePOST SMSC에서 지원하는 Teleservice를
위한 구성테이블

Smrtbl
Svctbl과 상호 작용하며, 단문메시지의 각 전송단계
에서 응답되어지는 값에 따라서 해당 단문메시지의
다음 전송을 관리할 수 있는 테이블

Frmtbl
Smrtbl, Acttbl과 상호 작용하여 해당 메시지의 응
답상태의 Smrtbl의 구성에 따라서 Acttabl과 상호
결합시켜주는 테이블

Acttbl 단문메시지의 재전송에 관련된 테이블

Svctbl 해당 ESME의 제공 서비스 설정 테이블

Bfgtbl 과금 처리에 관련된 테이블

Cautbl SS7 네트워크로부터의 응답에 대응하기 위한
Response_Cause에 관련된 테이블

Evttbl Event 테이블

Cantbl CAN(Predefined) 메시지 테이블

Table 4. Class of Statistics Table

Statistics Table

sp 신호점별 단문메시지 처리 통계

sme ESME별 단문메시지 처리 통계

service ESME의 서비스별 단문메시지 처리 통계

Teleservice Teleservice별 단문메시지 처리 통계

prefix MIN의 Prefix별로 단문메시지를 처리한 통계

tryno MS로의 전송상태에 대한 통계

Fig. 7. “SUBMIT” Token Passing Process

Fig. 8. “SUBMIT” Message Process for SMPP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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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메시지 POOL 주소에 SMPP에 준하여 SMPP 프로

세스는 각 파라메터의 이상유무를 검사한 뒤 지정된

“BATH” 공유메모리에 저장하며 또한 mobilePOST SMSC

시스템의 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한 통계 및 관리 정보를

“NOTE” 공유메모리에 기록한다.

SMPP 모듈에 의해서 저장된 메시지의 각종 정보는 토큰

에 의해서 POST 프로세스로 전달된다. SMPP 모듈에서

POST 프로세스로 전달되는 토큰의 요소는 다음 Table 5와

같다.

POST 프로세스는 SMPP 모듈로부터 전달된 Table 5와

같은 단문메시지의 토큰을 받으면 다음 Fig. 9와 같은 처

리과정을 수행한다.

각 단계별 메시지 처리 과정은 다음 과 같다.

① History_SubmitSM : “SUBMIT” 오퍼레이션과 관계된

통계 측정

② Bath_Pcs_PcssEntry : 단문메시지를 관리하기위해

“SUBMIT”된 단문메시지의 착신지에 관련된 SS7 네트

워크의 정보들을 저장하기위해서 PCS 구조 생성

③ get_next_pool : SMPP 모듈이 ESME로부터 다시 단문

메시지를 받아서 공유메모리에 기록하기 위해서 POST

프로세스는 빈 메시지 POOL 주소를 얻는다.

④ create_mins : 단문메시지의 관리를 위해서 POST 프로

세스는 착신지로 MIN 번호를 생성하고 해당 MIN번호

Fig. 9. “SUBMIT” Token Handling Process for POST Process

Table 5. “SUBMIT” Token Element

SMPP 모듈의 “SUBMIT” 토큰 구성 요소(SMPP → POST)

type SM_SUBMIT

id 메시지 POOL 주소

para1 DPC+SSN(SubSystem Number)

para2 E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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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결되어 있는 단문메시지의 SM_ID를 구한다. 생성

된 MIN 번호의 구조에는 해당 MIN번호로 전송해야 될

단문메시지의 개수와 현제 MIN 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단문메시지의 상태에 따라서 “Active”, “Pending”,

“Scheduling”으로 구분한 각각의 연결 리스트로 구성된다.

⑤ Manage_sme_pool : “SUBMIT”한 SME의 테이블에

“SUBMIT”된 메시지의 SM_ID와 메시지 POOL의 주

소로 변경

⑥ SendToken : SMPP 모듈로 “SUBMIT”된 메시지의 상

태에 따라서 “SUBMIT_ACK”나 “SUBMIT_NACK”를

반환한다.

POST가 SMPP 모듈로 전달하는 토큰의 구성 요소는 표

6과 같다.

Fig. 10는 POST 프로세스에서 SMPP 모듈로 토큰을 전

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 POST 프로세스의 “REQUESTING” 오퍼레이션 전달시

공유메모리의 적용사항 : POST 프로세스은 Fig. 11과 같

이 “REQUESTING” 토큰을 CSNI 모듈로 전달하며, CSNI

모듈은 단문메시지를 착신지로 전송하기 위해서 착신단말기

가 위치하는 SS7 망의 적절한 MSC(Mobile Switching

Center)로 라우팅을 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MSC 주소정

보를 얻기 위해 Fig. 12의 “REQUESTING” 오퍼레이션

처리 과정을 통하여 HLR(Home Location Register)로

“SM_REQUEST” 오퍼레이션을 전송한다. “SM_REQUEST”

오퍼레이션은 Fig. 11에서와 같이 POST 프로세스가 전달

하는 토큰을 참조하여 IS-41C 및 IS-637 프로토콜 규격에

맞춰 하나의 MAP(Mobile Application Part) 오퍼레이션을

생성하여 TCAP으로 캡슐화하여 HLR로에게 전송한다.

POST 프로세스에서 CSNI 모듈로 전달되는 “REQUEST

ING” 토큰의 구성 요소는 Table 7과 같다.

HLR로 전송한 “REQUESTING” 오퍼레이션에 대한 응

답으로 HLR이 “REQUESTING_ACK”를 보내 왔을 때

Fig. 13과 같은 과정을 거쳐 POST로 “REQUESTING_

ACK” 오퍼레이션의 토큰이 전달된다.

POST 프로세스로 전달되는 “REQUEST_ACK” 토큰의

구성 요소는 Table 8과 같다.

• POST 프로세스의 “SMDPP” 오퍼레이션 전달 시 공유

메모리의 적용사항 : “SM_REQUEST_ACK” 혹은

“NOTIFICATION”을 HLR로부터 받았다면 mobilePOST

SMSC는 “SMDPP” 오퍼레이션을 사용하여 단문메시지를

착신지로 전송한다. CSNI 모듈은 POST 프로세스로부터

전달 받은 토큰의 메시지 POOL 주소를 참조하여 IS-41C/

IS-637 프로토콜 규격에 맞춰 하나의 MAP 오퍼레이션을

생성하여 TCAP으로 캡슐화하여 단문메시지의 착신지가 속

해있는 MSC로 “SMDPP” 오퍼레이션을 전송한다.

POST 프로세스에서 CSNI로 전달되는 “SMDPP” 오퍼

레이션의 토큰 전달 과정은 Fig. 14과 같다.

Table 6. “SUBMIT_ACK” Token Composition Element for
POST Process

POST 프로세스의 “SUBMIT_ACK” 토큰의 구성
(POST → SMPP)

type SUBMIT_ACK

id SMPP에서 POST로 SUBMIT한 메시지 POOL 주소

para1 SUBMIT한 단문메시지 ID

para2 빈 메시지 POOL 주소

Fig. 10. “SUBMIT_ACK” Token Passing Process for POST
Process

Fig. 11. “REQUESTING” Token Passing Process for POST
Process

Table 7. “SUBMIT_ACK” Token Composition Element

POST 프로세스의 "REQUESTING" 토큰의 구성
(POST → CSNI)

type SM_REQUEST

id 단문메시지의 목적지 주소(PCS 번호)

para1 HLR의SubSystem Number

para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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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프로세스가 “SMDPP” 오퍼레이션의 토큰을 CSNI

모듈로 보내기 위한 POST 프로세스의 처리 절차는 Fig.

15와 같다.

POST 프로세스에서 CSNI 모듈로 전달되는 토큰의 구성

요소는 Table 9와 같다.

착신지로부터 단문메시지의 전송이 성공되었을 경우 CSNI

모듈은 “SMDPP_ACK”의 토큰을 POST 프로세스에게 전

달하여 공유메모리에 기록된 단문메시지의 전송에 필요한

파라메타로 구성된 메시지 POOL을 빈 상태로 변경하여 또

다른 전송을 위한 단문메시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빈 POOL

연결 리스트에 연결한다.

SS7 망에서 “SMDPP_ACK” 오퍼레이션을 CSNI 모듈

Fig. 12. “REQUESTING” Token Handling Process for POST Process

Fig. 13. “REQUESTING_ACK” Token Passing Process of CSNI
Module

Table 8. “REQUEST_ACK” Token Composition Element

CSNI 프로세스의 “REQUEST_ACK” 토큰의 구성 요소
(CSNI → POST)

Type REQUEST_ACK

Id 단문메시지의 착신지 (PCS 번호)

para1 DPC

para2 ESN

Fig. 14. “SMDPP” Token Passing Process of POS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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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받았을 때 CSNI 프로세스는 Fig. 16의 과정을 수행하

여서 POST 프로세스에게 토큰을 보낸다.

POST 프로세스는 CSNI 프로세스로부터 “SMDPP_ ACK”

토큰을 전달 받으면 Fig. 17과 같은 메시지 핸들링 절차를

거쳐 공유메모리에 기록된 메시지 POOL을 초기화한다.

CSNI 모듈이 POST 프로세스로 전달하는 “SMDPP_

ACK” 토큰의 구성 요소는 Table 10과 같다.

4.2 파일 시스템 저장 기법

POST 프로세스는 단문메시지의 전송이 완료되면 전송된

단문메시지를 포함하는 메시지 POOL을 빈 상태로 하여 또

다른 단문메시지를 받아 들이기 위해서 빈 POOL 연결 리

스트에 연결하고, 파일 시스템으로 전송된 단문메시지를 저

장하기 위하여 Table 11과 같은 토큰을 구성하여 LOGM

프로세스로 보낸다.

Fig. 18은 LOGM 프로세스가 공유메모리의 내용을 파일

Fig. 15. “SMDPP” Operation Handling Method of POST Process

Table 9. “SMDPP” Token Composition Element of POST Process

POST SMDPP 토큰의 구성 (POST → CSNI)

Type SMDPP

Id 전송을 위한 메시지 POOL ID

para1 DPC

para2 ESN

Fig. 16. “SMDPP_ACK” Token Passing Process of CSNI Process

Fig. 17. “SMDPP_ACL” Operation Handling Process of POST Process

Table 10. “SMDPP_ACK” Token Composition Element

CSNI 프로세스의 “SMDPP_ACK” 토큰의 구성
(CSNI → POST)

Type SMDPP_ACK

Id 전송된 메시지 POOL ID

para1 DPC

para2 E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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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 복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4.3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메시지 저장 기법

mobilePOST SMSC에서는 공유메모리 방법을 사용한 단

문메시지의 전송이 완료되면 과금처리 및 기타 운용자의 메

시지 관리를 위해 그 이후의 모든 단문메시지의 처리는

MBNK 프로세스에 의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되

어진다.

Fig. 19는 MBNK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공유메모리에 존

재하는 단문메시지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과정

을 나타내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단문메시지를 저장하

기 위해서 POST프로세스가 보내는 MBNK 토큰의 구성

요소는 Table 12와 같다.

Fig. 20은 “SMDPP_ACK” 오퍼레이션이 CSNI 모듈로

부터 POST 프로세스로 전달되어 메시지의 전송을 완료하

는 진행 과정을 나타낸다.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메시지를

수신하여 “SMDPP_ACK” 오퍼레이션을 CDMA 네트워크

로부터 mobilePOST SMSC가 수신하였을 때, CORE 모

듈은 메시지 POOL 초기화 및 과금처리를 동시에 수행하

기 위하여 전송이 완료되는 메시지 POOL을 진행 링크리

스트에서 빈(empty) 링크리스트로 이동한다. 이것은 기존의

순차적인 메시지 처리 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베

이스 저장 지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POST 프로세스

는 전송 완료된 메시지의 링크리스트 이동과 메시지 POOL

의 메모리 키 값을 MBNK 프로세스로 전달한다. 따라서,

이후 데이터베이스 저장에 관련된 모든 처리는 MBNK 프

로세스가 담당하여 처리하며, 동시에 POST 프로세스는 연

속적인 메시지 전송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구현하였다.

Fig. 21은 MBNK 프로세스가 전달 받은 메시지 POOL

의 메모리 키 값으로 전송 완료된 메시지를 찾아 과금 정

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BHSM(Busy Hour Short

Message)시 요청되어지는 단문 메시지들의 처리를 위하여,

상기에서 설명된 과정과 mobilePOST SMSC의 메시지 허

용 한계점인 최대 허용 메시지량을 POST 프로세스 및

MBNK 프로세스가 허용가능 메시지 POOL의 양을 조절

함으로서 연속적인 메시지 전송 시 지연이 없는 CORE 모

Table 11. LOGM Token Composition Element of POST Process

LOGM 토큰 구성 (POST → LOGM)

Id 메시지 POOL ID

msg_stat 단문메시지 상태

Reason 전송 상태에 대한 이유

Fig. 18. Copy Process from Shared Memory Contents to File
System

Table 12. MBNK Token Composition Element for POST Process

MBNK 토큰의 구성 (POST → MBNK)

id 메시지 POOL ID

msg_stat 단문메시지 상태

reason 전송 상태에 대한 이유

Fig. 19. Relation Application Course of MBNK

Fig. 20. Linked List Process for Transfer Completed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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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로 구현하였다.

위에서 설명된 처리 과정은 전송이 완료된 메시지와 장

시간 이후에 전송되는 예약 메시지의 적용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obilePOST SMSC에서 구현된 공유메

모리의 사용과 향상된 메시지 저장 기법을 제안하여 CDMA

기반에서 단문메시지의 전송에 대한 최상의 성능과 품질을

가질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상세한 기술을 하였다.

mobilePOST SMSC의 각 모듈 및 어플리케이션 상호간 공

유메모리 핸들링 방식은 토큰을 사용하였다. “SUBMIT”되

어진 단문메시지와 정보는 공유메모리에 기록되며 각 어플

리케이션간 메시지의 상호전달은 공유메모리의 주소를 포함

한 최적의 토큰으로 구성되어 상호교환을 이루게 된다. 이

러한 방식은 SMSC에서 메시지의 고속전송과 전송해야 될

메시지의 신뢰성을 위한 향상된 기법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이러한 방식은 전송단계의 단축과 공유메모리를 통한 어

플리케이션간의 빠른 전달방식으로 2.5세대 이상의 서비스

에서도 “SUBMIT”된 메시지 전송 능력을 최대화하여 폭

넓은 서비스의 제공과 BHSM의 수용능력을 최대화 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독립형 SMS시장이 주목을 받고있다. 온오

프라인 기업을 막론하고 SMS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점점 대형화 되어가는 SMS 서버 시

장에 반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식은 적은 시스템으로

도 단문 메시지 전달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독립형 SMS 시스템의 보급을 가능케 할 수 있

는 최적의 방안이다.

최근 WAP 서비스나, MMS, UMS, 등의 멀티미디어 서

비스에서도 SMS는 기본적인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이

러한 추세는 SMS 서비스의 꾸준한 증가를 의미하고 있다.

즉 SMS 서비스는 무선 데이터 서비스 시장에서 근본을 이

루는 서비스로 꾸준히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증가추

세에 적합한 최적의 저장 기술 및 메시지 신뢰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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