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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오디오 신호 압축 기술 관점에서 최근 모바일 통신 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광대역 음성 코덱인 AMR-WB가

HD voice 또는 VoLTE(Voice over Long Term Evolution) 서비

스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모바일 방송 및 음악 재생뿐만 아

니라, 통화에서도 다양한 신호를 고음질로 압축해야 하는 필

요성이 대두되어 3GPP에서 EVS(Enhanced Voice Service)

Codec이 표준화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감 통화를

위해 초광대역 신호까지 압축하는 음성 통화 코덱 기술 및

3GPP표준화 현황을 소개한다. 3GPP 표준 기수에서 정의한

디자인 및 성능 요구사항과 더불어 이전 음성 압축기술과의

차이점 등을 논의한다. 또한, 향후 표준화 계획 및 시장 전망

에 대해서 논의한다. 

One of the recent noticeable evolutions in mobile

communication systems is that wideband-codec is

deployed rapidly in VoLTE (Voice over Long Term

Evolution) service or HD voice.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next generation HD voice or VoLTE service that is

coined to describe high quality communication with super-

wideband voice codec. 3GPP EVS (Enhanced Voice

Service) Codec is being standardized to develop the

super-wideband voice codec. This paper deals with the

codec design constraints, performance requirements, the

status of standardization, and finally perspective on VoLTE

service in future. 

I. 서 론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기기 시장의 컨버

전스 현상에 따라 압축하고자 하는 오디오 신호가

음악 및 음성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음성과 음

악 신호를 단일 압축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필요성을 반영하여

MPEG국제 표준기구에서 2012년에 음성 및 음악

신호의 압축 효율을 극대화하는 MPEG-D Unified

Speech and Audio Coding(USAC) 기술 표준화를

완료하였다[1][2]. USAC는 Extended AAC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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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정되었으며, 음성을 포함한 다양한 오디오 신

호의 압축률을 극대화하는 기술로 디지털 라디오,

모바일 TV와 같은 방송 및 음악 재생에 적합하다.  

모바일 방송 및 음악 재생뿐만 아니라, 통화 분야

에서도 다양한 신호를 고음질로 압축해야 하는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음성 통화 분야에서도 음성뿐

만 아니라 실감 통화를 위해서는 잡음 속 대화, 배

경 음악 등 초광대역 신호를 효율적으로 압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MPEG USAC와 유사하지만,

3GPP EVS 표준의 요구사항에 있어서 세가지 점에

서 차이가 있다. 첫째, 통화용 코덱이기 때문에 알

고리즘 지연이 낮아야 하며, 모바일 기기를 위해 복

잡도 또한 낮아야 한다. 둘째, 패킷 네트워크에서의

고음질의 실시간 음성통화를 위해서 packet error

및 jitter에 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3GPP에서 표준화 되었던 AMR-WB 표준에 대해

역호환성(Backward interoperability)을 제공함으

로써 상용화까지 고려하였다. 

오디오 신호 압축 관점에서 최근 모바일 통신 시

장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HD voice 및

VoLTE(Voice over Long Term Evolution) 서비스

에 AMR-WB (G.722.2)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음

성 통화를 할 때 협대역 주파수 (3.4kHz 이하) 신호

만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광대역 (7kHz 이하) 신호

를 사용함으로써 고음질 서비스, 일명 HD voice1)가

가능해졌다. HD voice는 2009년 9월 몰디바에서

3G 네트워크로 최초 상용화 이후, 광대역 코덱인

AMR-WB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2014년 1월 GSA(Global mobile Suppliers

Association) 보고서에 따르면, <그림 1>에서처럼

1)  AMR-WB를 사용하는 전체 모바일 음성 서비스를 HD voice라고 지칭한다.

<그림 1> HD voice의 전세계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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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 국가에서 93개 network 사업자(AT&T,

Sprint, Verizon Wireless, China Mobile, NTT

DoCoMo, 인도 RIL 등)가 HD voice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50개 이상 전화기에 HD voice가 탑재되었

다[3]. AMR-WB으로 고음질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

으며, GSM, WCDMA-HSPA and LTE 등 다양한

네크워크에서 제공 가능하다. <표 1>은 상용 HD

voice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종류를 나타낸다. 

또한, 네크워크 상황이 좋아지고 스마트폰 사용

이 확산되면서 LTE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VoLTE(Voice over LTE)2)[4] 또한 급격이 확산되

고 있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한국 3개 사업자를

포함하여 전세계 30개 사업자가 VoLTE를 지원 또

는 지원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3GPP에서는 실감 통화를 위해 광대역을 넘어서

는 초광대역 음성 통화 코덱을 제정하는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0년부터 3GPP SA4(Codec분

과)에서 EVS(Enhanced Voice Service) 표준화를

착수하여, 2014년 표준을 완료할 계획으로 표준 기

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4]. 

3GPP EVS 코덱은 AMR과 같은 이전 음성 코덱

과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첫째, 통화를

위한 음성 신호뿐만 아니라, 실감 통화를 위한 배경

음악과 같은 혼합 신호도 효율적으로 압축해야 한

다. AMR[6] 및 AMR-WB[7]와 같은 기존 통화 코

덱은 협대역 및 광대역 등 제한된 범위의 주파수 영

역의 신호만 다루었다. 하지만, EVS 코덱은 초광대

역 주파수 신호를 압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

어, 13.2kbps에서 초광대역 압축이 가능하며,

24.4kbps에서는 전대역 (Full band) 압축도 가능하

다. 둘째는 Circuit network이 아니라 4G Packet

Network에 특화된 음성 코덱으로 패킷 에러에 강

인한 특성을 보장해야 한다. AMR 계열 기술과는

달리, 다양한 에러 상황에서의 음질을 보장하기 위

해 Jitter Buffer Management 등 에러 대응 기술

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HD voice 이후, 실감 통화를 위해

초광대역 신호까지 압축하는 차세대 VoLTE에 필

요한 음성 통화 코덱 기술을 소개하고, 3GPP EVS

표준 현황 및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 논의한다. 

II. 3GPP EVS Codec 표준화 진행
현황

1. 표준화 일정

3GPP EVS 표준화는 <표 2>에 요약된 대로, 세

개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자격심사 단계(Quali-

fication phase), 선택 단계(Selection phase) 및

검증 단계(Characterization phase).  자격심사

단계에서는 상위 5개의 제안을 먼저 선정하였다.

선택 단계에서 가장 우수한 후보 기술 하나를 선

정하며, 검증 단계에서 기능 추가 및 최적화를 하

네트워크 종류 사엄자 개수

3G 또는 HSPA 81

HSPA 및 GSM 5

GSM 2

LTE (VoLTE) 5

합계 93

<표 1> 상용 HD voice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종류 (2014.1월 기준)

2)  패킷망을 통한 음성 서비스를 의미하며 코덱은 AMR-WB가 주로 사용 중이다. 서비스 Bitrate는 한국에서는 23.85kbps, 북미 또는 유럽에서는 12.65kbp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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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표준을 완료한다. EVS 표준에서는 디자인 및

성능 요구사항을 정하고 합의된 방식에 따라 테스

트를 진행하게 된다.

2. 표준화 요구 사항 

3GPP EVS 표준의 디자인 요구사항은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주요 디자인 요구사항은 주파수 대

역, 비트율, 알고리즘 지연, 복잡도, 기능, 그리고

AMR-WB에 대한 역호환성이다[8]. 첫째, 주파수

대역은 현재 음성 통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협대역

(Narrow-band)과 광대역(Wideband)뿐만 아니라

초광대역(Super-wideband) 주파수 신호를 처리해

야 한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전대역(Full-band) 주

파수까지 지원 가능한다. <그림 2>는 현재 음성 통

화에서 사용되는 AMR, 그리고 HD voice서비스에

사용되는 AMR-WB 대비 EVS 코덱의 스펙트로그

랩을 보여준다. EVS 코덱은 초광대역 오디오 신호

를 포함하기 때문에, 음성뿐만 배경 잡음이 있는 음

성, 음악 등 다양한 입력 신호를 모두 고음질로 압

축 및 처리할 수 있다.  

둘째, 비트율은 현재 음성 통화 서비스 비트율인

13.2 kbps 및 24.4 kbps를 포함하며, 7.2 kbps부

터 128 kbps까지 다양한 비트율을 제공함으로써 다

양한 서비스 시나리오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다. 셋째, 실시간 음성 통신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코덱 알고리즘 지연이 32 ms 이하로 보장

일시 표준화 주요 내용

2010년 3월 EVS 표준화 착수

2012년 2월 13개 회사 표준화 참여

2013년 3월 자격심사 (Qualification) 회의: 5개 상위 후보 기술 선정

2014년 8월
선택 (Selection) 회의

SA4 EVS codec specifications 완료

2014년 9월 SA EVS codec 스펙 승인

2014년 11월 SA4 검증 (Characterization) 기술보고서 완료

2014년 12월 SA 검증 기술 보고서 승인

<표 2> 3GPP EVS 표준화 일정

<그림 2> AMR, AMR-WB, EVS 코덱의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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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넷째, 모바일 단말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복잡도는 88 wMOPS 이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이전에 표준화된 통신용 코덱과의 가장 큰 기

능적 차이점은 프레임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음질이

강화되고, Packet Jitter Buffer Management

(JBM) 기능이 내장된다는 것이다. 패킷을 이용한

음성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임 에러 대응 및

JBM 기능이 코덱 내에 포함됨으로써, LTE Packet

망에서 통화 품질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이전에 3GPP에서 표준화 되었던 AMR-WB 표

준에 대해 역호환성(Backward interoperability)을

제공해야 한다. 

3GPP 표준화 기구에서는 EVS 코덱의 디자인

요구사항과 더불어 다양한 코덱의 조건에서의 음

질 요구사항을 정의하였다[9]. 음성 신호에 대해서

는 Clean, Noisy, 프레임 에러 비율(Frame Error

Rate) 조건에 대해, 그리고 음악 및 혼합 신호에

대한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그림 3>

은 Clean 음성 신호에 대해서 성능 요구사항을 이

전 실험 결과[10] 및 EVS 자격심사 결과[11]를 기

반으로 도식화해서 보여준다. 광대역 신호에 대해

서 기존 AMR-WB와 비교해 보면 동일 비트율에

서 더 우수한 성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초광대역 신호는 13.2kbits/s 이상에서 지원

되며 동일한 비트율에서 광대역 신호에 비해 월등

히 높은 성능을 갖고 있다. 나아가 Noisy, FER,

음악/혼합 신호에서는 성능의 차이가 훨씬 더 커

진다. 

2. 표준화 현황 

2013년 3월, 3GPP SA4 회의에서 약 4개월 동안

파라미터 디자인 요구사항 (Design Constraints)

샘플링 주파수 및 주파수 대역
- 샘플링 주파수: 8, 16, 32, and 48 kHz

- 주파수 대역: 협대역, 광대역, 초광대역, 전대역 (선택사항)

오디오 채널 개수 - 모노 압축

- 고정 비트율: 7.2, 8, 9.6, 13.2, 16.4, 24.4, 32, 48, 64, 96, 128kbs

비트율
- 5.9 kbps에서는 가변 비트율 제공

- AMR-WB 호환 모드: 6.6, 8.85, 12.65, 14, 25, 15.85, 18.25, 19.85,

23.05, 23.85 kbps

알고리즘 지연 - ≤ 32 ms

프레임 길이 - 20 ms

- 계산 복잡도: wMOPS ≤ 88

복잡도
- 메모리: RAM ≤ 100 kwords (≈ 16 ×RAM of AMR-WB : 6.5 kwords)

ROM ≤ 100 kwords (≈ 10 x ROM of AMR-WB : 9.9 kwords)

Program ROM ≤ 10*Program ROM of AMR-WB

Jitter Buffer Management (JBM)
- A JBM solution conforming to the requirements in TS 26.114 요구사

항에 부합하는 JBM 솔루션이 코덱에 제공되어야 함

DTX - VAD/DTX/CNG framework을 제공해야 함

역호완성 (Backward Interoperability) - 모든 AMR-WB 포맷을 제공해야 함

<표 3> 3GPP EVS 디자인 요구사항의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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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자격심사 단계의 결과가 발표되었다[10]. 자

격심사 단계에서는 다양한 언어 및 음악/혼합 신호

에 대해서 Absolute Category Rating(ACR) 또는

Degradation Category Rating(DCR) 테스트를 이

용하여 음질 성능을 측정한다[12]. 점수 측정은

MOS 방식에 의하며 다양한 Reference와 테스트

조건을 주어진 시간 내에 5점 스케일로 평가한 후

결과를 도출한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테스트 당

24명 이상의 테스트 참가자가 필요하다. 실험 결

과는 주파수 서비스 종류별로 세 가지의 Figure

<그림 3> 기존 압축 기술 대비 EVS 음질

<그림 4> 13개 제안기술의 테스트 조건 통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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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erit(FoM)으로 정리되었다[13]. 전체 통과

비율 (FoM#1), 협대역/광대역 (FoM#2a), 그리고

초광대역 (FoM#2b) 테스트 조건에서 통과 비율

을 각각 계산하였으며, <그림 4>에 총 13개 제안

기술의 결과가 세가지 통과 비율 결과로 표현되어

있다. 

자격심사 테스트 결과에 따라 상위5개사 (Sam-

sung, Qualcomm, NTT, FhG, Huawei) 기술

이 차기 단계로 진출하는 자격을 얻었다. 상위 5

개 기술들은 모두 3가지 통과 비율이 98% 이상

이다. 2013년 11월 3GPP 회의에서 5개 후보기

술과 관련된 12개 회사가 하나의 단일 코덱을 협

력을 통해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4년 4월

까지 한 개의 후보 코덱을 제출하여 검증 단계를

거쳐, 2014년 12월에 최종 표준화가 완료될 예정

이다. 

III.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VoLTE, 즉 초광대역 음성

통화 서비스에 사용될 EVS 코덱의 기술적 요구사항

및 3GPP SA4 EVS 표준 현황을 다루었다. 3GPP표

준이 완료된 후 EVS 코덱이 상용화 되기 위해서는

EVS 표준 코덱과 연동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야 한다. 첫째, 리시버 및 마이크로폰 등 전화

기와 관련된 기구 특성이 초광대역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잡음 및 에코 제거 등 여러 전처리 및 후처리 음

향 및 오디오 기술이 초광대역에 맞도록 최적화되어

야 한다. 셋째, EVS 코덱 특성에 맞는 Jitter Buffer

Management 및 패킷 에러 기술들이 필요하다. 

HD voice 및 VoLTE 서비스의 확산은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모바일 음성 통화 서비스에서 새로

운 변화가 시작됨을 의미하며, 향후 EVS 기술을 기

반하여 실감 음성 통화 서비스로 한층 더 발전할 것

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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