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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운용되고 있는 인터넷 망에서 PCM  ADPCM으로 압축된 음성데이
터를 송할 경우에 발생하는 패킷 크기와 한계 지연시간의 변화가 수신측의 음질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를 기반으로 주어진 한계 지연시간에 하여 한 음질을 제공하기 한 송패킷의 

크기에 하여 분석하여 한 코덱 선택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의 실험결과를 입증하기 
해 음질 평가인 MOS평가 방법을 사용했으며 측정방법으로는 서울을 심으로 국5개 지역 지 별 5
회 측정 각 지 의 임의 번호를 서울 콜 센터로 Call Forwarding 설정 후 측정하고, VQT은 PAMS 알고
리즘과 ADRA(Audio Direction Reference Audio)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음성코덱의 데이터비와 
Datagram size에 의해 음성 품질이 달라짐과 한 코덱 선택방법임을 확인하 다.

1. 서론

   음성 서비스는 실시간 달 요구 특성으로 인하

여 bursty한 트래픽에 합한 패킷교환 망보다는 일

정한 채 을 보장하는 회선교환망이 합한 특성을 

지니지만, VOIP는 망 통합이 가져다주는 경제 인 

측면에서의 요구이고, 나아가 최근에는 개별  망운

용 비용  서비스 제공의 제한성 극복을 하여 다

양한 유무선 통신망의 인터넷 로토콜에 의한 통합

망으로의 진화를 목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VOIP 시스템의 구성 체계를 구  방식으로 나

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기존 

아날로그 화기를 패킷 망과의 속을 하여VOIP

게이트웨이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되며 인터넷 화

기의 과도기  형태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PC

등과 같이 패킷 망에 직  속된 장비를 이용하여 

구성하는 방법으로서 구  방식에 있어서는 완 히 

새로운 화기라 할 수 있다. 재 시장 진입단계에 

있는 VOIP서비스는 일반 으로 게이트웨이 기반의 

구성을 갖는다. 그러나,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되고 보

편화 되는 즈음에는 PC나 휴 통신단말기등과 같이 

패킷 망에 직  연결된 범용 통신 기기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 이는 화서비스

에서의 음성 정보가 멀티 서비스 통신망인 범용의 

인터넷 망으로 직  방사됨을 의미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 VOIP와 유무선 통합망의 엑

세스 게이트웨이에서 사용이 제안되고 있는 G.711U, 

G.711a, G.723, G.729등을 가지고 MOS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실측하여 평가를 하 다.

2. VoIP시스템에서 음성 송

   (그림 1)은 통화에 참여하는 방간의 음성 송 

계통을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그림 1)은 송신측

의 음성이 수신측에 달될 때까지 거치는 과정을 

보여 다. 부호화를 거친 음성 데이터는 통신망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된 패킷 크기에 따라 단된

다.



제2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3권 제1호 (2006. 5)

640

통신지연 및 누락

부호화 패킷화

입력큐

지터버퍼복호화

출력큐

신호

(그림 1) 음성 부호화 과정

   그 후 패킷은 패킷화와 망으로의 송과의 동기

화를 한 출력 큐에서 잠시 머무르다 실제의 망으

로 유입된다. 망으로 유입된 패킷은 통신망의 송 

특성에 따라 지연 시간을 유발하며 경우에 따라서 

락되는 패킷이 발생할 수 있다. 수신측에서 수신

된 패킷은 입력 큐에 장된다. 통신망을 거친 패킷

의 수신 시간은 고르지 못하여 통신 지연 변화를 유

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은 수신된 음성 데이터의 

연속 인 재생을 방해한다. 따라서 지연변화를 제거

하기 한 지터 버퍼를 거치게 되며 지터 버퍼를 통

과한 패킷이 음성으로 변환되어 재생된다. 국제 표

화 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단방향 송시간을 

150ms 이하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 1> 음성부호화방안

부호화 사용알고리즘 부호화율 음질 부호화부하

G.711 pcm 64k ○ ○

G.722 sb- adpcm 64k ○ △

G.723.1
Mpmlp, 

acelp
6.3k, 5.3k × ×

G.726 adpcm
16k, 24k, 

32k, 40k
△ ○

G.728 ldcelp 16k △ △

G.729 cs - acelp 8k △ ×

   송신측의 아날로그 음성이 부호화기에 의하여 디

지털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아날로그 신호로부터 디

지털로의 변환은 하드웨어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수

십 마이크로 로도 충분한 작업이므로  충분히 무시

할 만한 지연이다. 그러나 디지털화된 음성을 송

의 효율성을 하여 압축을 하는 경우 압축에 의한 

지연도 부호화 지연에 포함되어야 한다. VOIP시스

템을 한 음성 부호화와 련하여 비된 음성 압

축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표 1>에

서는 다양한 부호화 방안에서 사용한 압축 알고리즘

과 알고리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결과물과 데이터

량, 압축된 결과 데이터의 복원 후의 음질, 그리고 

부호화에 따르는 시스템 부하 정도를 보여 주고 있

다.G.711은 압축 PCM 부호화를 이용한다. <표 1>

에서 보여지는 방안 에서 G.723.1은 압축 과정에

서 음성 정보를 과다하게 손실됨으로써 복원 후의 

음질 열화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여타의 

G.711, G.726, G.728, G.729A 등은 부호화 손실이 상

으로 어 납득할 만한 음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번째는 패킷 기반의 송에서 압축

에 의하여 주어진 크기의 패킷에 더 많은 음성정보

를 재함으로써 통신망에서 패킷의 락 시 손실되

는 정보량이 커짐으로써 기인한다.

3. VoIP 음성 품질 평가방안

  1. MOS 평가방법

   MOS(Mean Opinion Score)는 용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음성의 품질의 기 을 사용자들의 

평균 의견을 수화한 값을 의미한다. <표 2>는 

MOS값에 따른 사용자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MOS는 청취 품질과 화형 품질(통화품질, 종합품

질)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화형 품질은 청취품질뿐

만 아니라 지연  에코가 반 된 품질을 의미한다. 

<표 3>은 주 , 객   추정MOS로 구분하여 

MOS용어를 세분하고 있다. MOS 방법은 많은 사용

자들이 느끼는 품질에 평균값을 단지 만족감을 수치

로 표 하기 때문에 이 값은 객  주 인 성향

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표 2> MOS 값

MOS값  품질등

5 Exellent

4 Good

3 Fair

2 Poor

1 BAD

<표 3> MOS 구분

청취 화형

주 MOS-LQS MOS-CQS

객 MOS-LQO MOS-CQO

추정 MOS-LQE MOS-C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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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ESQ방법

   PESQ(Perceptual Evaluation of Speech Quality)

는 원 신호와 이 신호가 통신 시스템을 통과하여 나

온 결과인 감쇄된 신호를 비교하는 평가 방법이다. 

원음성과 감쇄음성을 입력했을 때 양측의 신호 특성

량의 차이에서 음성의 수신 청취 품질을 측정하는 

객  평가방법인 PSQM을 바탕으로 패킷 손실 등

에 응하기 해 인지 모델을 개량한 객 인 평

가 방법이다. PESQ 값은 0.5부터 4.5 사이이며 일반

으로 1.0에서 4.5사이의 값을 갖는다. PESQ는 단 

방향인 청취 음성 왜곡  잡음을 측정할 수 있지만 

loudness loss, 지연, 측음, 에코 등 송 품질은 반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PESQ 값이 높더라도 양

방향 화형 품질인 통화품질은 지연에 민감하기 때

문에 지연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통화 품질 자체는 

낮을 수 있다.

  3. E-Model 방법

   E-Model은 ETSI STQ에서 1993년에 표 화되

었으며 ITU-T에서 G.107로 표 화하 다. E-Model

은 망을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이 실제 망을 설치하

기 에 미리 망의 품질을 계산식을 통해 추정하기 

한 설계 도구로서 개발되었다. E-Model은 데이터

망 특유의 손실, 지연 등에 하여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PSTN의 화망 뿐만 아니라 데이터망의 음

성 품질 평가에도 용되고 있다. E-Model이 개발

됨에 따라 망의 손실 정도를 달리하는 많은 주

인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이 테스트의 실험 결과는 

객 인 계산을 한 E-Model의 입력 값으로 사용

되었다.

  4. MNB

   MNB(Measuring Normalizing Block)은 시스템

에서 음질은 두 단계로 측정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는 참조데이터와 수신데이터의 동기를 맞춘 후 DC 

성분을 제거하고 두 데이터간의 평균값을 같은 벨

로 평 화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 데이터를 

FFT에 의한 주 수 역으로 변환한다. 이 때 128

샘 의 Hamming window를 사용하며 50% frame 

overlap을 갖게 한다. 이 게 변환된 frame들  에

지가 임계치 이하인 frame은 제거한다. 남은 

frame들은 정한 크기의 log치로 변환된다. 변화된 

값은 TMNB(Time MNB)과 FMNB(Frequency 

MNB)에 의해 비교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이 음질 

하에 해 느끼는 청각  거리를 계산하여 이를 

음질 측정방법으로 이용한다. 청각  거리는 원음과 

복원된 음의 차이가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4 . 실험결과

   실험은 통신망의 상태에 따라 패킷 송 지연과 

손실율의 변화가 크며, 이에 따라 수신 음질의 변화

가 클 것이라는 을 고려하여 하루  통신망의 사

용률이 서로 다른 시간 를 선택하 다. 실험을 

하여 임의 시간 를 선택하여도 무 하 으나 실험

의 특성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시간 실험이 

가능한 시간 를 고려하 고 본 논문에서 논하는 부

분이 실측이란 을 감안 하여 K 은행의 업무 시간

 콜 분석에 들어갔다.

  1) 측정일시 : 2005.10월.19일 11:00 ～18:00

  2) 측정항목 : MOS(Mean Opinion Score)

  3) 측정장비 : Agilent VQT(Voice Quality Tester)

  4) 측정구간 :

   (1)콜 센터 - N사 장비 - VOIP망 - N사 장비

     지  - KT - 콜 센터

   (2)콜 센터 - N사 장비 - OS7200 - VOIP망 -  

     S사 장비 지  - KT- 콜 센터

  5) 측정방법

   (1)서울 콜 센터 ～ 국 5개 지역 지 별 5회   

     측정

   (2)각 지 의 임의 번호를 서울 콜 센터로 Call   

     Forwarding 설정 후 측정

  6) VQT 설정

   (1)PAMS Algorithm 사용

   (2)Audio Direction : Port A -> Port B

   (3)Reference Audio : USFemale1.asf

  7) 측정결과

   (1)콜 센터 - N사 장비 - VOIP망 - N사 장비   

     지  - KT - 콜 센터 측정결과 

     <표 4A>, <표 5A>, <표 6A>, <표 7A>,     

     <표 8A>

   (2)콜 센터 - N사 장비 - OS7200 - VOIP망-   

     S사 장비 지  - KT - 콜 센터 측정 결과

     <표 4B>, <표 5B>, <표 6B>, <표 7B>, 

     <표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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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G.711 U 측정결과

A B

지 MOS 지 MOS 지 MOS평균

부산) 복동 4.09 주)익산 4.22 서울)신 방 4.12

부산) 량 4.22 구)내담동 4.22 서울)종로3가 4.35

부산)동래 4.22 구) 앙로 4.06 부산)충무동 4.12

부산)서면 앙 4.24 구) 신동 4.23 부산) 앙동 4.08

)유성 4.22 구)노원동 4.20 부산)부 동 4.20

)서 4.22 구) 덕동 4.16 )은행동 4.00

) 동 4.22 주)서 주 4.21 )둔산 3.84

)삼천동 4.07 주)송정 4.11 ) 암동 3.99

) 원동 4.22 주)상무 4.23 구)공평동 4.15

주)군산 4.21 주)풍암 4.23 구) 음동 4.14

주) 주 안 4.11 주) 산 4.222 주)나운동 4.14

주) 암동 4.23 서울)보라메 4.24 주)화정동 4.14

주)서신동 4.24

<표 5> G.711 a 측정결과

A B

지 MOS 지 MOS 지 MOS평균

부산) 복동 4.12 주)익산 4.24 서울)신 방 4.13

부산) 량 4.23 구)내담동 4.20 서울)종로3가 4.15

부산)동래 4.27 구) 앙로 4.16 부산)충무동 4.12

부산)서면 앙 4.24 구) 신동 4.24 부산) 앙동 4.09

)유성 4.22 구) 덕동 4.20 부산)부 동 4.27

)서 4.19 주)서 주 4.21 )은행동 4.00

) 동 4.18 주)송정 4.12 )둔산 3.89

) 원동 4.12 주)상무 4.20 ) 암동 3.99

주)군산 4.18 주)풍암 4.20 구)공평동 4.18

주) 주 안 4.17 주) 산 4.22 구) 음동 4.19

주) 암동 4.23 서울)보라메 4.24 주)나운동 4.17

주)서신동 4.22 주)화정동 4.14

<표 6> G.729 측정결과

A B

지 MOS 지 MOS 지 MOS평균

부산) 복동 4.10 주)익산 3.98 서울)신 방 4.11
부산) 량 4.21 구)내담동 3.89 서울)종로3가 4.11
부산)동래 4.00 구) 앙로 4.12 부산)충무동 4.03
부산)서면 앙 4.12 구) 신동 4.13 부산) 앙동 3.89
)유성 4.21 구) 덕동 4.09 부산)부 동 3.95
)서 4.12 주)서 주 4.02 )은행동 3.94
) 동 4.11 주)송정 4.05 )둔산 3.81
) 원동 4.10 주)상무 4.06 ) 암동 3.89

주)군산 3.87 주)풍암 4.07 구)공평동 4.11
주) 주 안 3.89 주) 산 4.11 구) 음동 4.02
주) 암동 4.12 서울)보라메 4.01 주)나운동 4.07
주)서신동 4.01 주)화정동 4.03

<표 7> G.723 측정결과(MPMLQ)

A B

지 MOS 지 MOS 지 MOS평균

부산) 복동 3.81 주)익산 3.98 서울)신 방 3.54
부산) 량 3.89 구)내담동 3.72 서울)종로3가 3.68
부산)동래 3.72 구) 앙로 3.77 부산)충무동 3.79
부산)서면 앙 3.62 구) 신동 3.54 부산) 앙동 3.45
)유성 4.01 구) 덕동 3.78 부산)부 동 3.72
)서 3.87 주)서 주 3.69 )은행동 3.78
) 동 3.64 주)송정 3.75 )둔산 3.67
) 원동 3.54 주)상무 3.75 ) 암동 3.74

주)군산 3.87 주)풍암 3.77 구)공평동 3.88
주) 주 안 3.71 주) 산 3.89 구) 음동 3.84
주) 암동 3.68 서울)보라메 3.76 주)나운동 3.81
주)서신동 4.01 주)화정동 3.75

<표 8> G.723 측정결과(ACELP)

A B

지 MOS 지 MOS 지 MOS평균

부산) 복동 3.64 주)익산 3.77 서울)신 방 3.38
부산) 량 3.45 구)내담동 3.62 서울)종로3가 3.42
부산)동래 3.62 구) 앙로 3.57 부산)충무동 3.62
부산)서면 앙 3.34 구) 신동 3.43 부산) 앙동 3.72
)유성 3.87 구) 덕동 3.62 부산)부 동 3.54
)서 3.50 주)서 주 3.57 )은행동 3.53
) 동 3.45 주)송정 3.42 )둔산 3.59
) 원동 3.33 주)상무 3.38 ) 암동 3.61

주)군산 3.64 주)풍암 3.63 구)공평동 3.70
주) 주 안 3.62 주) 산 3.67 구) 음동 3.69
주) 암동 3.43 서울)보라메 3.57 주)나운동 3.47
주)서신동 3.88 주)화정동 3.48

5 . 결론

   본 논문에서 실험에 의하면 송되는 패킷의 크

기가 수신측의 음질에 미치는 향은 매우 다양하고 

요하나, 단순히 크게 하거나 작게 하여서는 최고

의 음질을 보장 받을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

서 최 의 패킷의 크기를 구했을 때 그에 맞는 코덱

을 선택하는 것 역시 매우 요한다. 실제 VoIP 

송망에서는 코덱의 선택은 한번 주어지면 자동으로 

코덱을 선택하는게 하니라 수동  선택이므로 

한 코덱 선택은 VoIP 음성품질에 개선에 많은 도움

을 다. 그러나 음질평가 방안으로서 보다 다양한 

알고리즘에 의한 평가가 요구된다. 한 보다 신뢰

성 있는 결과를 하여는 PCM, adpcm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호화 방안을 용하여 부호화한 음성 데이

터들에 한 성능 연구가 요구된다. 덧붙여 VOIP서

비스를 한 음성 품질 평가 기술에서 음성 품질에 

한 객 성을 높이기 해 MOS평가방법, PESQ평

가방법, E-Model방법, MNB방법 등을 복합 으로 

용하여 주 성을 배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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