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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고에서는 ITU-T와 3GPP를 중심으로 음성통신 서비스를

위해 표준으로 채택된 코덱의 특징과 현재 표준화가 진행중

인 3GPP EVS(Enhanced Voice Service) 코덱 기술의 표준화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ITU-T에서는 2000년 중반부터 기존

의 협대역(전화선 대역) 보다 넓은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코

딩할 수 있는 광대역과 슈퍼와이드밴드 코덱에 대한 표준화

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3GPP에서는 2010년부터 4세대 이동

통신에서 고품질의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음성뿐

만 아니라 혼합컨텐츠와 오디오 신호에 대해서도 우수한 품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코덱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Ⅰ. 서 론

대화형 음성 서비스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전송 대역

폭의 제한이 있는 통신망을 통해 음성신호를 전달

하기 위해서는 음성신호를 압축 및 복원하는 코덱

이 필수적이며, 음성 코덱의 특성은 음질, 비트율,

복잡도, 알고리즘 지연, 그리고 입력신호의 대역폭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특성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음질

이 뛰어난 코덱은 상대적으로 비트율이나 복잡도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음성 코덱은 여러 응용분야

를 고려하여 범용으로 개발하지 않고 특정 응용분

야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

므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코덱을 선정

할 경우에는 위의 모든 특성들을 잘 고려하여 서비

스 환경에 적합한 코덱을 선정해야 한다.  

대화형 음성 서비스에서는 음질도 중요하지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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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망과 단말기의 성능에 의한 제약사항이 우선 고

려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비트율은 통신망의 전송

대역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알고리즘 지연은

단-대-단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음성 코

덱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복잡도(계산량과 메모리

양)는 하드웨어의 가격과 전력소모량을 결정한다.

따라서 통신망의 전송 대역폭과 채널의 상태 그리

고 단말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음질뿐만 아니라 비

트율, 복잡도, 그리고 알고리즘 지연 등을 검토하여

코덱을 선택해야 한다[1]. 

최근에는 통신 및 신호처리 기술의 발달과 더불

어 서비스 품질의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기 시

작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코덱의 표준화에도 영향

을 주어 코덱의 음질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코덱의 관점에서 음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입력 신호의 대역폭을 증가시

키는 것이다. 2000년 중반부터는 전통적으로 사용

해오던 협대역(전화선대역: 300~3,400Hz) 신호에

비해 대역폭이 두 배 정도 넓은 광대역 신호(50~

7,000Hz)를 코딩할 수 있는 광대역 코덱에 대한 표

준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광대역 신호는 협대역

신호에 비해 자연성과 명료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리고 2000년도 후반에는 다양한 대화

형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음성뿐만 아니라 오디오

신호에서도 좋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슈퍼와이

드밴드(50~14,000Hz) 코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

작하였다. <그림 1>은 유성음과 무성음 신호의 스

펙트럼과 대역폭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무성음의

<그림 1> 음성신호의 스펙트럼과 대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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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7,000Hz 이상의 주파수대역에도 많은 정

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성통신 서비스의 경우에는 시스템간

의 상호 운용성때문에 표준으로 채택된  코덱을 사용

하는데, 통신망의 특성과 서비스 목적에 따라 다른 코

덱을 사용하기 때문에 ITU-T, 3GPP, 그리고 3GPP2

등 다양한 표준화 단체를 통해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는 여러 단체를 통해 표준으로 채택된

코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한 개 이상의 대역에

걸쳐 표시된 코덱은 한 개 이상의 입력 신호의 대역폭

을 지원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G.729.1은 협대역

신호와 광대역 신호의 코딩이 모두 가능하다. 

본 고에서는 ITU-T와 3GPP에서 표준으로 채택

한 코덱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고 최근에 활

발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3GPP EVS 코덱 표

준화 동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ITU-T 표준 코덱

ITU-T(전기통신 표준화부문: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는 ITU(국제전기통신연

합)의 3개(전기통신 표준화, 무선통신, 전기통신 개

발) 부문중 하나로 전기통신 분야의 표준을 책정하

는 국제기구이다.  ITU-T의 임무는 기술발전의 흐

름에 맞추어 모든 전기통신 분야에 적용하는 표준

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ITU-T 산하에

있는 연구반(Study Group) 16에서는 미디어 코딩

에 대한 표준화를 주관하는데, 지금까지 음성통신

<그림 2> 음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코덱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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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위해 표준으로 채택한 코덱은 <그림 3>과

같다. 그림을 보면 1990년대까지는 협대역 코덱에

대한 표준화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비트율 감축이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그러나 2000년 초, 중반부터

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

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광대역과 슈퍼와이드밴드 코

덱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ITU-T에서는 기존 코덱과 호환성을 제공하면서

입력 신호의 대역폭을 넓힐 수 있는 임베디드 구조

의 코덱이 많이 개발되었다.   

1. ITU-T 협대역 코덱 

협대역 코덱은 300~3,400Hz대역의 신호를 압

축 및 복원하는 기술로 공중전화망(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이나 이동통신망에

서는 아직까지 협대역 코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표 1>은 ITU-T 에서 표준으로 채택한 협대역 코

덱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이 중에서 G.711[2],

G.729[3], 그리고 G.723.1[4] 코덱이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G.711코덱은 1977년에 표준으로 채택되어 아직

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A/D-D/A 변

화기에 내장되어 있다.  G.711에는 μ-law와 A-

law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음질은 거의 비슷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A-law는 유럽에서 주로 사용되

고 μ-law는 미국과 일본 등 아시아에서 많이 사용

된다. 국내에서 사용중인 시내교환기는 A-law와

μ-law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G.723.1코덱은 저 전송률 비디오 전화 서비스

<그림 3> ITU-T 표준 코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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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개발된 코덱으로 다른 ITU-T 협대역 코

덱에 비해 알고리즘 지연은 길지만 비트율은 가장

낮다. G.729는 비트율과 품질 그리고 계산량 면

에서 전화 서비스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

며, 특히 G.729와 음질은 유사하면서 계산량을

약 60% 정도로 줄인 G.729A 코덱이 널리 사용되

고 있다.

2. ITU-T 광대역 코덱 

광대역 코덱은 50~7,000Hz의 대역폭을 갖는

신호를 압축하고 복원하는 기술이다. 광대역 신호

는 협대역 신호에 비해 50~300Hz 대역이 추가되

면서 자연성이 높아지고, 3,400~7,000Hz 대역이

추가되면서 명료성이 증가하여 장 시간 통화를 할

경우에도 피곤함이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 

G.711 G.726 G.728 G.723.1 G.729/G.729A

년도 1977 1990 1992 1996 1996

알고리즘 유형 PCM ADPCM LD-CELP CELP/MP-MLQ CS-ACELP

비트율 (kbit/s) 64 16, 24, 32, 40 16 5.3/6.3 8

알고리즘 지연
0.125 0.125 0.625 37.5 15(msec)

계산량 (MIPS1)) 0.34 14 35~40 18~20 18/13

VAD/DTX/CNG2) O(부록II) X X O O

프레임 손실 은닉
O(부록 I) X O O O

알고리즘

<표 1> ITU-T 협대역 코덱의 특징

1) MIPS(million instruction per second) : 프로세서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로 초당 몇 백만개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2) VAD/DTX/CNG(voice activity detection/discontinuous transmission / comfort noise generator : 전송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묵음 구간을

검출하여 일정 간격마다 묵음 신호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기술
3) WMOPS(weighted million operation per second)

G.722 G.722.1 G.722.2(AMR-WB) G.729.1 G.711.1 G.718

년도 1988 1999 2002 2006 2008 2008

알고리즘 유형 SB-ADPCM MLT ACELP ACELP, MDCT SB-PCM, MDCT ACELP, MDCT

전송률 (kbit/s) 48, 56, 64 24, 32
6.6, 8.85, 12.65, 8, 12, 14, 16, 18,

64, 80, 96
8, 12, 16, 24, 32,

14.25, 15.85, 18.25, 20, 22, 24, 26, 28, 12.65
19.85, 23.05, 23.85 30, 32 (G.722.2호환모드)

알고리즘 지연 (ms) 1.625 40 25 25 ~ 48,9375 11.875 32.875 ~ 43.875

계산량 
10 MIPS ~5.5 WMOPS 39 WMOPS 35.8 WMOPS 8.75 WMOPS 57 WMOPS

(MIPS or WMOPS3))

VAD/DTX/CNG X X O X X O

프레임 손실
X X O O O O은닉 알고리즘

<표 2> ITU-T 광대역 코덱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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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코덱에 대한 표준화는 1980년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협대역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존 전

화망과의 인터페이스 문제 때문에 일반화되지는 않

다가 최근 단-대-단 통신망 연결이 기존의 유선망

을 거치지 않고 패킷망으로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G.722[6]는 유럽형 디지털 전화기와 인터넷 전화서

비스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G.722는 음성뿐만 아

니라 오디오 신호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

고 있으며,  다른 광대역 코덱의 음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3. ITU-T 슈퍼와이드밴드 코덱 

2010년에 슈퍼와이드밴드 표준 코덱으로 채택된

G.729.1E/G.718B[7,8] 그리고 G.722B/G.711.1D[9,10]

은 기존에 표준으로 채택된 광대역 코덱에 임베디드

형태로 비트열 계층을 쌓아가는 구조로 되어있다. 예

를 들어 G.711.1D는 광대역 코덱인 G.711.1[11]과 호

환성을 가지며, G.711.1은 협대역 코덱인 G.711과 호

환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G.711.1D는 슈퍼와이드밴

드 뿐만 아니라 광대역 그리고 협대역 신호의 코딩이

가능하다. 이러한 임베디드 구조의 코덱은 기존 시스

템의 변화를 최소화 하면서 기존 코덱에 비해 넓은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코딩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Ⅲ. 3GPP 표준 코덱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는

이동통신 관련 단체들 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3

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규격의 작성을 목적으로  만

들어졌다. 3GPP 규격은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규격에 기반을 두고 있으

며, 무선(radio)과 코어 네트워크(core network),

서비스 구조(service architecture)를 표준화 범위

에 포함시키고 있다.

3GPP에서 대화형 음성 서비스를 위해 표준으로

채택한 코덱은 <그림 2>와 같다. EVS는 2013년에

표준 승인 완료를 목표로 현재 표준화가 진행 중인

코덱이다.  <그림 2>의 협대역 코덱 표준을 보면 채

널용량과 서비스 품질 사이에서 고민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ITU-T와 마찬가지로 코덱의 입력 신

G.722.1C G.729.1E/G.718B G.722B/G.711.1D

년도 2005 2010 2010

알고리즘 유형 MLT ACELP, MDCT SB APCM(PCM), MDCT

전송률 (kbit/s) 24, 32, 48
36, 40, 48, 54, 64,80,96/96,

64/32, 24, 40, 48 112,128

알고리즘 지연
40 55.7/50.1 12.8/12.3

(msec)

계산량 (WMOPS) ~11 60.7/78.8 21.5/22.8

VAD/DTX/CNG X X X

프레임 손실은닉
X O O

알고리즘

<표 3> ITU-T 슈퍼와이드밴드 코덱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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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대역폭을 증가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3GPP 협대역 코덱

<표 4>는 GSM 시스템을 위해 표준으로 채택한

협대역 코덱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를 보면

1995년에 GSM 셀룰러 시스템의 채널 용량을 늘리

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코덱에 비해 비

트율을 약 절반으로 줄인 코덱을 표준으로 채택하였

다[12]. 그러나 품질의 향상에 대한 요구 때문에 1년

후에 다시 비트율을 12.2 kbit/s로 높인 코덱을 표준

으로 채택하였다[13]. 그리고 뒤이어 채널전송 오류

에 좀 더 강인한 AMR(Adaptive Multi-Rate)을 3

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필수 코덱으로 채택하였다

[14]. AMR의 8개의 모드 중에서 12.2 kbit/s 모드는

<그림 4> 3GPP 코덱 표준 

GSM FR GSM HR GSM EFR AMR

표준화 년도 1989 1995 1996 1999

코덱의 유형 RPE-LTP VSELP ACELP ACELP

비트율 (kbit/s) 13 5.6 12.2 4.75, 5.15, 5.9, 6.7, 7.4, 7.95, 10.2, 12.2

알고리즘 지연 (msec) 20 24.4 20 25

계산량 (WMOPS) 2.9 18.5 15.2 16.7

VAD/DTX/CNG O O O O

프레임 손실 은닉알고리즘 O O O OY

<표 4> 3GPP 협대역 코덱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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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 EFR(Enhanced Full-Rate)과 동일하다[15]. 

2. 3GPP 광대역 코덱(AMR-WB)

전화 서비스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 품질

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코덱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3GPP에서는 2000년에 기존 협

대역 코덱에 비해 좋은 품질의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대역 코덱인 AMR-WB(AMR-

WideBand)를 표준으로 채택하였다[15]. 그리고 이

AMR-WB 코덱은 2002년에 ITU-T G.722.2[16]

로도 채택되었으며, 9개 모드 중에서 12.65 kbit/s

모드는 2004년에 3GPP2 표준으로 채택된 VMR-

WB(Variable Rate Multi-Mode Wideband) 코덱

과도 호환성을 제공한다[17]. 

그러나 AMR-WB 코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

말기, 스피커와 리시버 같은 단말 주변기기, 그리고

응용 서비스 연동 프로코콜의 변경이 필요하여 그

동안 상용화가 지연되다가 2009년에 France

Telecom/Orange에서 Moldova에서 AMR-WB 코

덱을 이용해 처음으로 광대역 이동전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18]. 2010년에는 UK, France, 그리고

Spain 등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AMR-

WB를 이용한 광대역 이동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19]. 3GPP는 지난 20여년동안 사용해 오던 협

대역 코덱 대신 광대역 코덱인 AMR-WB를 이용함

으로써 이동전화 서비스 품질의 현저한 발전을 가

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Ⅳ. 3GPP EVS 코덱 표준화 동향 

최근에 Rel-10과 EPS(Evolved Packet System)

의 출현으로 광대역 이동전화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한  음성/오디오 서비스, 특히 점차 증가하

고 있는 혼합 콘텐츠 코딩에 적합한 코덱을 이용한

고품질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할 새로운 기반이 마

련되었다.  그리고 콤팩트하면서도 강력한 모바일

장치와 리치 미디어 콘텐츠와 대화형 서비스를 지

원하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는 매우 일반적인 기술

이 되었다.  이렇게 이동망 기술과 모바일 장치의

고성능화에 따라 사용자들은 좀 더 정교하면서 고

도화된 품질의 음성과 오디오 통신 서비스를 모바

일 서비스에서도 기대하고 또 요구하게 되었다.

3GPP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변화와 사용자의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EPS에서의 고품

질 대화형 서비스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적용사례, 그

리고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약

2년동안 3GPP SA1과 SA4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

과를 바탕으로 2010년 3월에 개최된 SA 총회에서

EVS 코덱개발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

라 2010년 4월부터 EVS 코덱 표준화를 위해 필요

한 문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1년 6월에

개최된 EVS Ad-hoc회의에서 EVS 코덱 설계 제약

조건에 대한 문서가 승인되었고,  현재 EVS코덱의

성능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가 진행중이다. 다음 세

부절에서는 EPS의 특징 및 EVS 코덱의 요구사항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EPS의 특징 및 서비스 개요

EPS는 다양한 무선접속 기술을 지원하는

higher-data-rate, lower-latency, packet-

optimized 시스템으로 기존 3GPP/non-3GPP의

접속망에 대한 역호환성을 보장하면서 리치 미디어

를 수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리고 All-IP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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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네트워크에서 QoS(Quality of Service) 관리 기

능을 강화하여 실시간(음성통신, 화상통신) 및 비실

시간(웹브라우징 등) 서비스에 대해서 차별화된

QoS를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도록 하였다[20]. 

3GPP에서 “Enhanced Voice Service(EVS)” 또

는 “Voice Service”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하지

않았지만, SA4에서는 EVS가 <그림 5>에서 처럼

3GPP 서비스(MTSI)에서의 성능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5>의 (a)는 Rel-8/Rel-

9에서 EPS 기반의 MTSI(the Multimedia

Telephony Service for IMS )에서 음성 미디어 구

성요소를 나타내고 (b)는 Rel-10과 그 이후버전에

서  EVS의 역할을 보여주고있다. 

<그림 5(b)>의 EVS 코덱 내부에 있는  AMR-

WB는 기존 AMR-WB와 역호환성을 제공하는 최

적화된 AMR-WB 코덱을 의미한다. 그리고 EVS

블록 아래에 있는 AMR-WB는 (a)에 있는 AMR-

(a) Rel-8/Rel-9

<그림 5> MTSI에서 음성 미디어 구성요소

(b) Rel-10/이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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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와 동일한 코덱 또는 최적화된 AMR-WB 코덱

이 될 수 있다[21]. 

2. EVS 코덱 설계 제약조건  

EVS 코덱은 EPS에서 기존 대화형 음성서비스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새로운 코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표준화가 시

작되었으며, EVS 코덱의 개발 목표는 아래와 같다[21].

• 협대역과 광대역 음성 서비스의 품질과 코딩

효율 향상

• 슈퍼와이드밴드 음성 코딩을 통한 품질 향상  

• 대화형 서비스에서 혼합 컨텐츠와 음악신호의

품질 향상 

• 패킷 손실과 지연지터에 대한 강인성 제공  

• 3GPP AMR-WB와 호환성 제공 

위와 같은 EVS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인 설계 제약조건(Design Constraint)과 성능요구

사항(Performance Requirement)에 대한 논의가

2010년 4월부터 진행되었으며, 지난 6월에 개최

된 EVS Ad-hoc 회의에서 EVS 설계 제약조건에

대한 문서의 최종 승인이 있었다. <표 5>는 설계

제약조건 문서에 있는 중요 한 내용을 필수사항

(mandatory), 권고사항(recommend), 선택사항

(Optional)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22].  

위의 설계 제약조건을 고려해보면 EVS는 기본적

으로 협대역과 광대역 그리고 슈퍼와이드밴드 신호

처리가 가능하고, 3GPP AMR-WB코덱과 호환성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패킷손실과 지연/지터가 있

는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고 높은 비트율

을 통해 음성뿐만 아니라 음악과 혼합 컨텐츠에 대해

서도 우수한 품질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에 있는 11개 비트율에서 지원하는 신호의

대역폭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구  분 파 라 미 터

필수사항 •표본화율 : 8, 16, 32, 48 kHz 지원

•입출력신호 대역폭 : 협대역, 광대역, 슈퍼와이드밴드 지원

•비트율: 6.8, 7.6, 9.2, 12.8, 16, 24, 32, 48, 64, 96, 128 kbit/s

•알고리즘 지연 : 32ms이하(모노), 50ms이하(스테레오)

•계산량 : 88WMOPS 이하(모노), 135WMOPS이하(스테레오)

•메모리(RAM/ROM): 100KW이하/100KW이하(모노), 200KW이하/200KW이하(스테레오) 

•AMR-WB코덱과의 호환성 제공 

•프레임 길이 : 20ms

•패킷손실 은닉 알고리즘 제공

•VAD/DTX/CNG 제공 

권고사항 •가변 비트율 : ~ 5.9 kbit/s (Subset: 1.6, 2.4, 3.6, 5.2, 6.8, 7.6.0kbit/s)

선택사항 •입출력 신호 대역폭 : 오디오 대역

•채널 수 : 스테레오

•가변 비트율 : 32 kbit/s 이하 

<표 5> EVS 코덱의 주요 설계제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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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된 사항을 정리해보면 <그림 6>과 같이 낮은

비트율에서는 협대역과 광대역을 중간 비트율에서

는 광대역과 슈퍼와이드밴드 신호 코딩이 가능하고

높은 비트율에서는 슈퍼와이드밴드 신호 코딩을 지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2.8kbit/s에서는 협대

역과 광대역 그리고 슈퍼와이드밴드 대역을 모두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23].

Ⅴ. 결 론

본고에서는 음성통신 서비스를 위해 ITU-T와

3GPP에서 표준으로 채택한 코덱의 특징과 3GPP

에서 진행하고 있는 EVS 코덱 표준화 동향 및 기술

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 유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음성전화 서비

스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 통신 및 미디어 처

리기술 등의 발달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인해 음성

뿐만 아니라 음악 또는 혼합 컨텐츠 코딩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면

다양한 서비스와 응용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여러

대역폭과 비트율을 제공하는 코덱 기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3GPP에서는 EPS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

화된 고품질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VS

코덱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EVS 코덱은 협대역

과 광대역은 물론 슈퍼와이드밴드까지 지원하며,

음성뿐만 아니라 음악과 혼합 컨텐츠에 대해서도

우수한 품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PS

가 All IP 시스템인 점을 고려하여 이동환경에서 불

가피하게 발생하는 패킷 손실과 지터 환경에서도

품질저하를 최소로 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되고, 오

디오밴드와 스테레오 코딩이 선택적 기능으로 제공

될 예정이다. 현재 통신 사업자와 단말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15개 기관에서 EVS 코덱 표준화를 위해

후보코덱을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상태이다.

현재 EVS 코덱은 2013년 표준 완료하는 것을 목표

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24].  

<그림 6> EVS 코덱의 비트율과 제공하는 대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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