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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통신부에서는 2004년 10월 1일자로 통신서비스 

역무로서 "인터넷 전화” 를 고시하였다. 정부에서는 인 

터넷전화 역무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일정수준의 통신 

품질을 만족하여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신청자에 한 

해서 인터넷 전화의 착신번호를 부여할 것이다. 본 논 

문에서는 인터넷전화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한다. 제시한 방법을 통하여, 국내의 인터 

넷 전화서비스의 품질확보 및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서 론

인터넷의 발전과 VoIP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인터넷 

상에서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화의 이용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 10월 1일자 

로 인터넷전화 역무를 새로 지정하고, 기간통신, 별정 

통신 사업자에게 착신번호 0N0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인터넷전화는 음성품질이 기존의 PSTN보다 떨어지므 

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만이 역무를 허가하는 방침을 정하였다. 본 고에서는 

인터넷전화 품질만족여부를 검사에 필요한 전화 음성 

품질 평가기준과 이에 따른 시험방법을 제안하였다.

2. 인터넷전화서비스 품질 지표 및 기준

인터넷전화의 서비스 품질은 접속 품질과 통화 품질 

두 가지 요소로 구분이 된다. 접속 품질 지표는 총 호 

접속시도 횟수 중 성공 횟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호 

성공률을 지표로 사용한다.

통화품질은 호 접속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후 사용자 

가 느끼는 음성 서비스의 품질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 

로, ITU-T G. 107권고안에 제시된 ET40DEL에 근거한 R 

값을 사용한다. [6] 종단간 지 연에 따라 R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R값을 보완하기 위해 종단간의 지연도 통화품질 

의 지표로써 사용한다. 통화 품질 지표는 ITU-T G.107 

에 따른 R값과 단말 및 인터넷망을 포함한 단방향의 평 

균지연시간인 종단간 지연시간(End-to-end delay)이 

있다. 고객에게 제공해야하는 서비스 사업자의 접속품 

질 및 통화 품질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 인터넷전화 서비스 품질기준

품질지 표 품질기 준

통화품질
R 값 70 이상

종단 간 지연 
(End-to-end Delay)

150ms 이하

접속품질 호성 공률 95%이상

3. 통화품질 지표 R 값
E-Model 은 망을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이 실제 망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망의 품질을 계산식을 통해 추정 

하기 위한 설계 도구로써 개발되었다. 데이터망 특유 

의 손실, 지연 등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PSTN 의 전 

화망뿐만 아니라 데이터망의 음성 품질 평가에도 적용 

되고 있다.

3.1 E-M0DEL 개념

E-Model 의 결과로써 종합 음성 전송 품질을 나타내 

는 R값이라고 불리는 단일 값이 산출된다. R값은 신호 

대 잡음비를 품질의 기준으로 삼고, 여기서 지연, 사 

용한 음성부호화 방식 등이 품질에 미치는 손실 요소 

들을 차례로 빼나가는 방식으로 얻어진다.

R = Ro - Is - Id - L + A (1)

식(1)의 R값 계산식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의 의미 

는 다음표와 같다.

파라 
미터

내용

R
회선 잡음, 송신/수신 실내 경음, 가입자 선 
잡음에 의한 주관적인 품질 저하

0LR(라우드니스丄 측음(Sidetone), 양자화 변형에 
의한 주관적인 품질 저하

金
송신한 사람의 에코, 수신한 사람의 에코, 절대 
지연에 의한 주관적 품질 저하

le
저비트율 부호화, 패킷/셀 손살 등에 의한 주관적 
품질 저하

A
모바일 통신 둥의 편리성이 주관적 
품질(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값

〈표 2> E-Model 계산식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R 값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 파라미터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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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세부 파라미터로 구성되며 각각의 기본 값 및 

허용 범위는〈표 3>과 같다.. E-Model 의 기본 값을 사 

용하여 R값을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은 93.2의 값을 갖 

는다. 일단 R값이 산출되면 추정 MOS(Estimated MOS) 

값으로 변환될 수 있다. R 값을 이용하여 MOS-CQE 

(MOS-Conversation Quality Estimated)으로 매핑하기 

위해서는 다음 수식을 이용한다.

R<0 : MOS-CQE = 1
(XR<100 : MOS-CQE = 1+ 0.035*R +

R*(R-60)*(100-R)*7*10-6 (2)

R>100 : MOS-CQE =4.5

R값이 90 인 경우는 MOSCQE의 4.34 에 해당하며 이는 
사용자가 품질에 대하여 매우 만족함을 나타낸다.

R 값 MOS-CQE 사용자 만족도

90 4.34 매우 만족

80 4.03 만족

70 3.60 일부 사용자 불만족

60 3.10 대부분 사용자 불만족

50 2.58 거의 모든 사용자 불만족

약어 개요 단위 기본값 허용범위

SLR
전화기를 포함한 송신 

Loudness
dB +8 0 . .+18

RLR
전화기를 포함한 수신 

Loudness
dB +2 -5 ..14

STMR 전화기의 송신측 음량 dB 15 10 ..20

LSTR 전화기의 수신측 음량 dB 18 13 ..23

송신측 전화기의 수신측음과
3 -3 ...3

송신측음의 감도차

Dr
수신측 전화기의 수신측음과

3 - 3 ...3
송신측음의 감도차

TELR
송신자 에코 경로의 

Loudness
dB 65 5 . .65

WEPL
수신자 에코 경로의

Loudness
dB 110 5 . .110

T
에코 경로의 평균 단방향 

지연 시간
ms 0 0 .. .500

Tr
4 선식 루프 구간의 왕복 

지연 시간
ms 0 0 . 1000

Ta 종단간 지연 시간 ms 0 0 .. .500

qdu
PCM 계 코덱의 양자화한 

횟수
- 1 1 . .14

le 부호화에 의한 품질 저하 - 0 0 . .40

Bpl 코덱의 패킷 손실 견고성 - 1 1 . .40

Ppi 랜덤 패킷 손실율 % 0 0 . .20

Nc 회선 잡음량 dBmOp -70 -80. ..-40

Nfor 가입선으로의 유도 잡음량 dBmp -64 -

Ps 송신측의 실내 소음량 dB(A) 35 35 . ..85

Pr 수신측의 실내 소음량 dB(A) 35 35 . ..85

A 편리성 둥의 플러스 요인 - 0 0 . .20

〈표 3> 세부 파라미터의기본값및 허용값 범위

R값의 파라미터들은 단말의 특성, 실험 환경의 특 

성, 망의 특성 등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20개의 파라 

미터 중에서 실내 소음이나 단말의 특성 등은 특정 조 

건을 가정한다면 기본값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 

터넷 망의 특성인 종단간 지연, 패킷 손실 또는 다양 

한 코덱으로 인해 품질이 영향을 받으므로 이들 특성 

은 개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파 

라미터를 분류하여 최소의 평가 파라미터를 구분해 낼 

필요가 있다

3.2 R값 파라미터의 분류와 필요 규정 항목

R 값을 계산할 때 각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이 분류 

할 수 있으며 이들 분류를 통해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파라미터를 선별할 수 있다.

◎ 단말의 설계 파라미터이며, 표준적 특성을 상정

-SLR=8dB - RLR=2dB - STMR=15dB - LSTR=18dB

- Dr=Ds=3 - *TELR(터미널 에코)=65dB

◎ 아날로그 전송에서의 통화품질 파라미터, 현재에 

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

-Nc=-70dBm0p - Nfor=-64 dBmp - WEPL=110 dB

◎ 적용지침이 불명확하며, 현 시점에는 적용 부적

-A=08

◎ 환경요인이며, 제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특정 환 

경을 상정 - Ps=Pr=35dB(A)

◎ IP 전화설계 파라미터이며, R값 도출할 때 실제 

의 평가가 필요

- 음질:qdu,Ie,Bpl ,Ppl - 지연:T,Ta,Tr

3.3 R값 산정을 위해 실제 고려가 필요한 파라미터

3.3.1 음질 파라미터(qdu, le, B이, Ppi)
음질 파라미터들 중에서 qdu 는 아날로그 신호/디지 

털 신호의 변환에 따른 값으로써 종단간 통화와 관련 

하여 아날로그/디지털, 디지털/아날로그의 변환이 있 

으면 qdu 는 1 의 값을 부여하며, 두 번의 변환이 있 

으면 2의 값을 부여한다. 그러나 low-bit 코덱 

(G.72x-series)이 사용되는 경우는 Ie 값에 코딩 변환 

값도 함께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Ie 값이 사용되는 경 

우에는 qdu 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값 및 Bpl 값은 G.113 Appendix I 에서 제시하는 

값을 적용함을 기본으로 한다. [9] 다만 G.113 

Appendix I 에 제시되지 않는 조건의 값들은 P.833 에 

규정된 방법이나 P.834 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정하 

도록 한다. U3,14] 랜덤 패킷 손실률을 나타내는 Ppi 

은 패킷이 여러 원인으로 인해 손실되는 값의 비율을 

나타내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Ppi=(송신 패킷 수 • 수신 패킷 수) / 송신 패킷 수 (3)

3.3.2 지연 평가 법(T, Ta, Tr)
지연 파라미터는 T, Ta, Tr을 계산하여야 하지만 종 

단간 지연시간을 평가하여 이 값을 이용하여 다른 지연 

파라미터 값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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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r/2=Ta (4) • 일반전화-PSTN 망-IP 망-PSTN 망-일반전화

• IP 단말-IP 망-PSTN 망-IP 망-IP 단말

3.3.3 반향(Echo) 평가 법(TELR)
IP 전화단말에서 생기는 반향은 기본값(TELR=65dB, 

즉 ERL=55dB)을 사용한다. 단, PSTN망과 상호접속하는 

경우에만 반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교환기에 

반향 억제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사용한다.

TELR=SLR+8dB(가입자 교환기 수화 손실) + 20dB(ERL)+RLR=38dB (5)

반향 억제기 특성 측정법에 관해서는 G.165, G.168 

을 참고하고, 단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TELR값으로 

65dB을 사용한다. [11,12]

4. 인터넷전화 품질평가

4.1 품질평가 기본지침

4.1.1 측정방법

사업자의 인터넷 전화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위하 

여, E-MODEL의 R값과 단대단 지연, 그리고 호 성공률의 

총 3가지 지표를 측정하여야 한다. R값 계산시 codec, 

packet Loss, end-to-end delay, round-trip delay의 

4가지 파라미터 외에는 모두 default값을 적용한다. 

packet Loss는 망과 지터 버퍼에서 발생하는 패킷손실 

을 나타낸다. 단대단 지연은 round-trip delay의 1/2 

값 또는 실제적인 one-way de lay 를 적용한다. 호성공 

률은 전체 발생 호 개수 중 연결, 유지 후 정상적으로 

종료된 호개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측정구성 및 기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그림 7> 기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를 위한 
품질측정으彩쳥曾 s

〈그림 8> 별정사업자를 위한 품질측정 구성

4.1.2 품질평가 측정샘플 선정기준

** — 기 간사업자 별정사업자

통화접속점 IP 및 아날로그(PSTN)접속

네트워크 자사망 구간 2개이상 서로다른기간망

코덱
G,723.1(6.3k,5.3k), G729중 사업자별 서비스코덱 

택 1

샘플개수 3。개 20 개

샘플범위
전국(서울포합 3개지역 

기준)
서비스지 역

〈표 4>측정샘플 선정기준

4.2 품질측정 표본

인터넷전화사업자의 품질평가를 위해서는 적절한 표 

본선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표본은 인터넷전화 기술을 통해 연결 가능한 통화구 

간이다.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위한 망의 연결 방식은 다 

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IP 단말TP망-IP 단말

• IP 단말-IP망-PSTN망-일반전화

1-to-l 1-to-n

기 

간

• 전국 3개 지역에 각 n개의 측정 

사이트 구축

• 가용샘플개수 (T)

= 3*(nC24n2) (지역 내지역간 구간 

고려)

동시 측정가능샘플개수 (S)=L5n

- 소요시간(D)=30/S 예)n=4：T=45,S书 

따라서, 0=5

• 전국 3 개 지역에 l-t(m 
측정사이트 구축

• 가용 샘플 개수

T = 3 * (3n)(지역 나지역간 구간 

고려

• 동시 측정 가능 샘플 개수 (S) = 3n

- 소요시간 (D) = 30/S
예) n = 4： T = 36,S = 12 따라서 D

=3

별

정

• m개의 ISP에 각각 n 개의 

측정사이트 구축

顼 = 2 인경우

- 가용 샘플 개수 T = n2(이종 ISP 

간 구간 고려)

- 동시 측정 가능 샘플 개수 (S) = n

- 소요시간 D = 20/S

예) n = 5 ： T = 25. S = 5 임.

따라서 D = 4

• m = 3 인경우

- 가용 샘플 개수 T = n3(이종 ISP 

간 구간 고려)

- 동시 측정 가능 샘플 개수 S =

• m 개의 ISP 에 1-to-n 측정사이트 

구축

项 = 2 인경우

- 가용 샘플 개수 T = 2n(이종 1SP
간 구간 고려)

- 동시 측정 가능 샘플 개수 S = 2n

- 소요시간 D = 20/S 예) n = 10： T

= 20, S = 20 임.

따라서 D 그 1

• m = 3 인경우

" 가용 샘플 개수 T = 3 * (2n)(이종

ISP 간 구간 고려)

- 동시 측정 가능 샘플 개수 S = 3n

- 소요시간 D = 20/S 예) n = 4：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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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n

- 소요시간 D = 20/S 예) n = 3： T =

27,S 그 4 임.

따라서 D = 5

型, S 그 12 임• 

따라서 D 드 2

본 연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2004년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표 5＞샘플선정의 예

4.3 품질측정 세부방안

서비스 품질 측정을 위해서는 각 샘플에 대해 23시 

간 걸쳐 ,즉정하도록 하며, 호 연결은 2분 유지를 가정 

하며,〈표 6＞과 같이 기술한다.

IP 및 아날로그 접속방식

측정시간 23 시간 / 샘플

측정빈도 시간당 10 회 이상 측정

R 값

• R 값올 구성하는 파라미터 중 실측된 파라미터와 

Defalt 값을 사용한 파라미터를 반드시 명시하여 

ITU-T G.107 （2003년 3 월）의 R 값 수식에 의한 

계산이 가능해야 함

• 1개의 호에 대하여 방향성을 가진 2 개의 단방향 R 

값 또는 평균적인 양방향 R 값

단대단 지연 Round가rip Delay/2 또는 단방향 지연

최종결과 측정결과의 평균값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표 6＞ R값 및 단대단 지연 측정방안

IP 및 아날로그 접속방식

측정시간 23 시간 / 샘플

호발생 패턴 호 발생 - 2분 유지 - 호 단절 （이상올 반복）

동시 측정 '가용한 최대 샘플군'에 대한 동시측정을 반복진행

최종결과 100분율 （院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표 7＞ 호성공율 측정방안

5. 인터넷전화품질평가 신청 및 진행절차

인터넷전화 서비스 품질 평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 

회（TTA）의 시험, 인증절차를 따른다. 품질평가 신청, 

계약, 측정및 인증에 관한 진행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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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인터넷전화 서비스 품질평가 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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