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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VoIP 음성통화는 지연, 지터 그리고 패킷 손실과 같은 네트워크 장애요소로 인해 품질 하가 

발생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장애요소로 인한 음성통화 품질이 하되는 문제를 해결하

기 하여 런력  고품질 음성통화를 한 지능형 모바일 VoIP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손실은틱, 지터추정, 이아웃 스 링 등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성능 측정 결과, 제안된 알고리

즘은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높은 PESQ와 낮은 버퍼링 지연을 보여주었다.

(그림 1) 지능형 모바일 VoIP 시스템 구조

1. 서론

   통합네트워크 환경으로 발 하고 있는 인터넷 로토

콜 기술의 발 과 네트워크 인 라의 확장으로 용량의 

데이터를 무선으로 실시간 송이 가능하게 하는 4G 

LTE기술로 발  되었다. 용량 데이터 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인 라를 기반으로 VoIP는 기존에 제공되던 유

선 VoIP를 벗어나 모바일 VoIP의 형태로 발 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환경의 VoIP 음성통화는 여 히 네트워크 

지연, 패킷 손실, 그리고 네트워크 지연의 변화와 같은 장

애요소가 발생되고 있다[1]. 이러한 장애요소들은 측하

기 힘들고 랜덤하게 발생되어, 모바일 VoIP 음성통화의 

품질을 하시켜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2-3].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네크워크 

장애요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력  고품질의 음

성통화를 한 지능형 모바일 VoIP시스템을 제안한다.

2. 지능형 모바일 VoIP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VoIP 시스템은 그림 1

과 같다. 시스템은 크게 지터버퍼, 디코더 그리고 음성신

호 출력제어  손실 복원부로 구성된다. 네트워크로부터 

송받은 20ms 길이의 음성 패킷의 헤더로부터 패킷의 

생성시간, 도착시간, 그리고 네트워크 지연 등의 패킷정보

를 획득한 후 지터버퍼에 장된다. 획득된 패킷정보를 이

용하여 네트워크 지터추정부에 패킷을 요청하게 되고 지

터버퍼는 장된 패킷을 디코더로 달한다. 디코더는 

장된 패킷을 받아 음성 임의 형태로 디코딩하여 음성

신호 출력제어  손실 복원부로 달한다. 음성 신호 출

력제어  손실 복원부로 달한다. 음성신호 출력제어  

손실 복원부는 추정된 네트워크 지터를 참조하여 네트워

크 지연과 음성의 끊김 상등을 이기 한 음성 신호

처리과정을 수행하며, 이를 해 디코더로 추가 인 음성 

임을 요청한다. 음성신호 출려제어  손실 복원부는 

음성 임의 압축  신장을 통한 출력제어와, 손실 패

킷 복원과 스무딩의 신호처리 과정을 거쳐 D/A변환부로 

달하여 최종 으로 스피커를 통해 사용자에 향상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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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품질의 음성신호를 제공한다.

   음성신호 출력제어  손실 복원부에서는 디코딩된 음

성 임에 해 음성신호의 출력제어를 수행하는 타이

복원, 손실된 음성 임을 복원하는 손실 복원, 복원

된 음성 임을 스무딩하게 연결하는 병합  스무딩 등

의 3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 손실 복원(Loss Recovery) : 음성 임이 출력되기 

해서는 IP네트워크 망을 통해 수신되는 과정에서 손실 

 지연으로 인해 음성 임 버퍼에 음성 임이 

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손실 복원을 수행한다. 손실된 음

성 임의 신호 형은 손실 /후 신호와의 유사하기 

때문에, /후 신호를 이용하여 복원한다.

- 병합  스무딩(Merge and Smoothing) : 이  음성 

임의 손실 복원이 수행되어지면, 복원된 음성 임과 

정상 으로 입력된 음성 임과의 불연속 을 제거하기 

하여 병합  스무딩을 수행한다.

- 타이  복원(Timing Recovery) : 음성 임이 정상

으로 수신되고, 이  음성 임이 손실되지 않은 경우에

은 지터추정부를 통해 추정된 지터를 참조하여 버퍼링지

연을 이기 해 신호의 신장  압춥을 통해 출력되는 

음성 임의 길이를 조 하여, 음성신호의 출력을 제어

한다. 지터추정결과 네트워크 지연으로 인해 음성 패킷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 상되면, 음성 임 버퍼에 장된 

음성신호를 신장시켜 재생시간을 길게 만들어 다. 다음

으로, 지터추정결과 네트워크 지연상황에서 다시 네트워크 

상황이 좋아져, 지연되어있던 음성 패킷이 한번에 달될 

것이라 상되면, 음성 임 버퍼에 장된 음성신호를 

압축시켜 재생시간을 짧게 만들어 다.

3.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력  고품질 음성통화를 

한 지능형 모바일 VoIP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하

여 실제 무선 IP 네트워트 망으로 오디오스트리  서비스 

사용 시 발생하는 네트워크 망 변화를 측정하여 아래의 

표 1과 같이 총 4개의 실험군을 구성했다.

구분
네트워크

지연 평균

네트워크

지연 분산

네트워크

패킷손실 (%)

실험군A 36.27 11.48 0

실험군B 25.38 7.46 1.93

실험군C 47.17 17.88 1.99

실험군D 34.8 13.37 3.97

<표 1> 성능측정을 한 실험군

    비교를 해 사용한 기존 알고리즘은 K-Erlang 분포

를 따르는 지터추정방법을 사용한 음성출력제어를 결합한 

알고리즘이다[4]. 표 2는 실험군에 한 기존 알고리즘과 

제안된 알고리즘의 버퍼링 지연과 PESQ측정 결과를 나타

낸다[5]. 기존의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는 수신단 패킷정보로부터 정확도가 높은 지터를 추정하여 

신호처리결정부에 용함으로써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든 실험군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이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버퍼링 지연이 감소하 고, PESQ 한 상승하 다.

   특히, 실험군A에서는 네트워크 패킷손실이 없기 때문

에 PESQ가 4이상의 고품질 음성신호를 획득할 수 있는 

반면에, 실험군C와 D에서는 네트워크 패킷손실이 다른 실

험군들에 비해 높기 때문에 PESQ가 상 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구분
기존 알고리즘 제안된 알고리즘

버퍼링 지연 PESQ 버퍼링 지연 PESQ

실험군A 57.94 ms 3.927 53.41 ms 4.052

실험군B 34.11 ms 3.703 27.81 ms 3.859

실험군C 49.18 ms 3.021 44.73 ms 3.711

실험군D 45.42 ms 3.004 41.73 ms 3.378

평균 46.66 ms 3.41 41.92 ms 3.75

<표 2> 성능측정 결과

3.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는 력  고품질 음성통화를 한 지

능형 모바일 VoIP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성능 측정 결과, 버퍼링 지연을 감소시키고 PESQ를 향상시

킴으로써 향상된 음성 통화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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