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송통신] SIP 시장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 P2P SIP 

 

인터넷 프로토콜들 중 가장 성공한 기술을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재 IP Telephony 시장에서의 SIP 파급 효과는 대단하다. SIP를 기반으로 하는 

Skype의 음성 서비스, MSN의 메신저 서비스 등은 이미 전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업체들은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SIP 기술은 과거 ITU 에서 표

준 개발한 H.323을 넘어서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 하고 있다. 즉 기

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연결되던 SIP 기술이 이제 단말 간에 음성 

및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Peer-To-Peer (P2P) 형태의 기술로 진화하기 시

작한 것이다. 본 기고문에서는 P2P SIP의 특징과 요구사항 그리고 IETF 내에서의 최근 표

준화 이슈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P2P SIP 기술개요 

SIP는 음성서비스를 위한 단말간 호 설정용 인터넷 프로토콜로 IETF 표준단체에서 개발되

었다. SIP는 기존 ITU-T에서 표준 개발된 H.323과 동일한 개념의 기술이다. SIP 기술이 처

음 제안될 당시 시장에서는 인터넷 상에서의 음성서비스를 위해 H.323이 지배적이었다. 하

지만 인터넷 진화와 함께 SIP는 빠르게 발전하였고 현재는 IP Telephony 시장에서 SIP가 

대세가 되었으며 H.323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SIP 기술은 사용자간 서

비스를 연결하기 위해 몇 가지 네트워크 장치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 대표적인 장치들은 아

래와 같다.  

 

 

 

<그림 1> 현재의 SIP 동작과 P2P SIP 동작 비교 

 



네트워크 장치 기능 

SIP Registrar 사용자의 접속을 위한 위치정보 관리 

SIP Proxy Server 호 설정을 위한 메시지 전달 및 교환 

STUN / TURN 사용자 연결 경로상의 NAT/Firewall 통과 

 

즉 현재의 SIP 기술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장치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에 비해 P2P SIP는 사용자 간 서비스를 위한 기능을 네트워크 장치가 아닌 단말로 옮긴 

형태의 기술이다. 이를 통해 P2P SIP 기반의 서비스는 기존 SIP 서비스보다 더 확장된 영

역에서의 서비스 (음성, 파일공유, 메신저, 등)가 가능하도록 하며 이와 함께 사업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 네트워크 장치들이 필요치 않음 –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

한 장점을 가진다. 그림 1은 현재의 SIP 와 P2P SIP의 동작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P2P SIP 서비스를 위해 필요로 하는 기능과 특징들 

P2P SIP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능과 특징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사항

들은 향후 IETF를 통해 P2P SIP 기술이 연구되면서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1. 단말 중심의 기술이므로 단말이 가지게 되는 다양한 특징들 즉 접속한 네트워크의 

대역폭, 단말 자체의 기능, 이동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 SIP 네트워크 장치들이 

가지던 기능들을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선별적 사용 가능) 

2. 네트워크 장치들이 없으므로 단말이 현재 연결 가능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의 호 설

정 등의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3. 많은 단말이 사용될 경우 영역을 나누고 해당 영역별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4. 각 단말에 대해 인증된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5.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안전한 보안을 지원해야 한다.  

 

P2P SIP의 전망 

무엇보다도 P2P SIP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들은 단말을 개발하는 업체들이다. 현재의 

SIP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는 네트워크 장치를 개발하는 

CISCO다. 따라서 이번 P2P SIP를 통해 단말 업체들은 IP Telephony 시장에서의 새로운 이

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처음 IETF에서 P2P SIP가 제안될 때만 해도 CISCO의 반대가 만

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66차 IETF 회의에서 P2P SIP 표준연구에 대해 내

부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향후 SIP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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