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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광대역 VoIP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해 음성패킷이 불규칙적

으로 수신되어 음성데이터의 재생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원활하게 음성패킷을 재생시키는 스케줄링 방식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방식은 수신단에 도착한 패킷 헤더정보를 이용해 네트워크 지터를 추정하

고, 추정된 지터와 지터버퍼와 음성프레임버퍼에 존재하는 패킷수 및 음성프레임 개수, 음

성클래스정보에 따라 음성프레임의 길이를 변화시켜 재생시킴으로써 수신단의 버퍼링 지연

을 줄이고 출력신호의 음성왜곡을 최소화한다. 제안하는 스케줄링 방식의 성능측정을 위해

버퍼링 지연과 PESQ를 기존 음성패킷 재생 스케줄링 방식과 비교한다.

   

1. 서론

최근 LTE(Long Term Evolution)기술과 같은 무선 IP

네트워크 기술 발전으로 인해 Voice Over Internet

Protocol(VoIP)을 이용한 음성통화기술의 통화품질 향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고품질 음성통

화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협대역 VoIP 기반 음성통화에서

광대역 VoIP기반 음성통화로 네트워크 환경변화가 일어나

고 있다. 그러나 무선광대역 VoIP에서는 불안정한 네트워

크 환경으로 인해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음성패킷으로 인

해 발생하는 패킷손실 및 버퍼링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버퍼링지연 문제를 해결하여 원활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상태를 고려하여 음성패킷을 재생시키

는 음성패킷 재생 스케줄링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고품질 음성통화를 위한 광대역 VoIP 기

반 음성패킷 재생 스케줄링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된 스케

줄링 방식은 수신단에 도착한 패킷 헤더정보를 이용해 네

트워크 지터를 추정하고, 추정된 지터, 지터버퍼와 음성프

레임버퍼에 존재하는 패킷수 및 음성프레임 개수, 음성클

래스정보에 따라 음성프레임의 길이를 변화시켜 재생시킴

으로써 수신단의 버퍼링 지연을 줄이고 출력신호의 음성

왜곡을 최소화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스케

줄링 방식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스케줄링 방식

의 성능을 실험을 통해 측정하며,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본문

제안하는 스케줄링 방식은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진

행된다.

∙단계 1: 수신단에 도착한 패킷은 패킷헤더에 저장된 패

킷의 시퀀스 번호, 송신단 발생시각정보, 수신단 도착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네트워크 지터를 계산한다[1].

∙단계 2: 디코더는 음성 프레임 버퍼에 저장할 패킷을 지

터버퍼 제어기에 요청한다. 디코더로부터 패킷을 요청받은

지터 버퍼제어기는 계산된 현재 네트워크 지터와 지터 버

퍼 안에 존재하는 패킷의 개수를 비교하고 음성 프레임

버퍼안에 남아있는 음성프레임의 양을 참조하여 요청된

패킷을 지터 버퍼에서 찾아 디코더로 전달한다.

∙단계 3: 디코더는 지터 버퍼로부터 전달받은 패킷을 디

코딩하여, 음성 프레임 버퍼에 저장한다.

∙단계 4: 음성패킷 재생 스케줄러는 변화하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지터 버퍼에서 패킷을 천천히 꺼낼 것인지

일반적으로 꺼낼 것인지 결정한다. 정상적인 네트워크 환

경에서 지터는 통계적인 평균값에서 일정한 분산값만을

가지고 변화한다. 따라서 지터가 정상 네트워크 상태라면,

추정된 지터와 지터버퍼 안의 패킷길이를 비교하여 패킷

의 길이만큼 패킷을 디코딩 시켜 음성프레임 버퍼에 저장

한다. 반면, 네트워크가 스파이크 상태에서 정상상태로 변

경되면 음성패킷이 한번에 수신되어 지터버퍼에 많은 양

의 패킷이 쌓여 빠르게 디코딩하여 음성프레임 버퍼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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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이러한 경우 음성프레임 버퍼에는 한번에 많은 양

의 음성프레임이 디코딩되어 음성프레임버퍼의 오버플로

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음성프레임버퍼의 오버플로

우를 방지하고, 수신된 음성패킷의 버퍼링 지연을 최소화

하기 위해 스케줄러는 음성분류기[2]를 통해 분류된 디코

딩된 음성프레임의 음성클래스 정보를 이용하여 음성프레

임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연속적인 묵음프레임을 제거한다.

음성프레임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연속적인 묵음프레임을

제거함으로써 음성패킷의 음성왜곡을 최소화하면서 버퍼

링 지연 최소화 및 음성프레임 버퍼의 오버플로우를 방지

할 수 있다.

∙단계 5: 스케줄러는 음성프레임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i

번째 음성신호가 묵음인지 음성분류기[2]를 통해 분류된

음성클래스정보로 판단하여 묵음이 아닐 경우에는 i번째

음성프레임을 정상길이로 재생한다. 스케줄러는 네트워크

지터와 수신단의 음성프레임 정보에 따라 프레임의 길이

를 압축시켜 재생시킬 수 있다. 이때 묵음이 아닌 음성프

레임을 압축하게 된다면 음성왜곡이 생겨 음성품질이 저

하된다. 이러한 이유로 묵음이 아닌 음성프레임은 정상길

이로 재생한다.

· 단계6 : i번째 프레임이 출력될 때 k번째 도착한 패킷에

의해 추정된 네트워크 지터   및 지터의 분산  을 지

터감지 문턱값 과 지터분산 감지 문턱값 과 식

(1)과 같이 비교한다.

    ＆     (1)

식 (1)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지터가 작아서 도착하는 패

킷의 음성프레임을 정상길이로 재생하더라도, 음질열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성프레임버퍼의 i번째 음성프

레임을 정상 길이로 재생한다. 반면 식 (1)을 만족한다면,

지터의 변화가 크고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단계 7을 진행

한다.

· 단계 7 : 아래 식 (2)를 비교하여 조건이 만족하면 지터

에 비해 수신단의 음성프레임 개수가 많아 버퍼링 지연이

증가 할수 있다. 따라서 i번째, (i+1)번째 프레임의 길이를

압축시켜 재생함으로써 버퍼링 지연을 감소시킨다.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면 i번째 프레임을 정상 출력한다.

 · ≤  (2

3.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케쥴링 방식의 성능은 표1에

제시된 네트워크 상태에서 16kHz sampling rate 음성정

보의 패킷의 버퍼링 지연과 PESQ 결과를 이전의 사용되

어진 스케줄링 방식[3]과 함께 측정하여 표2로 나태냈다.

표 1. 실험에 적용된 네트워크 상태

실험군
네트워크 지연

평균(ms)

네트워크 최대

지터(ms)

네크워크

패킷손실(%)

A 7.25 44 0%

B 11.48 146 0%

C 27.57 330 0%

표 2. 기존 방식[3]과 제안하는 방식의 비교실험 결과

실험군 스케쥴링 방식 버퍼링 지연 PESQ

A
이전 방식 41.42 4.322

제안한 방식 35.10 4.639

B
이전 방식 54.85 3.801

제안한 방식 53.11 4.031

C
이전 방식 57.94 3.556

제안한 방식 53.39 4.013

표 2로 나타낸 실험결과, 제안하는 방식의 성능은 이전

방식보다 버퍼링 지연은 줄고, PESQ가 높아져 효율적으

로 음성패킷을 재생하면서 향상된 음성 통화 품질을 제공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고품질 음성통화를 위한 광대역 VoIP 기

반 음성패킷 재생 스케쥴링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스

케쥴링 방식은 수신단에 도착한 패킷 헤더정보를 이용해 

네트워크 지터를 추정하고, 추정된 지터, 지터버퍼와 음성

프레임버퍼에 존재하는 패킷수 및 음성프레임 개수, 음성

클래스정보에 따라 음성프레임의 길이를 변화시켜 재생시

킴으로써 수신단의 버퍼링 지연을 줄이고, 출력신호의 음

성왜곡을 최소화하여 향상된 음성통화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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