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코 덱 을 이 용 한 오 디 오 회 의 툴 실 험
김 경 애 *, 김 수 연 *, 유 태 완 *, 이 정 근 *, 이 영 석 *, 최 양 희 *, 정 재 훈 **, 이 승 윤 **, 김 용 진 **
*서 울 대 학 교 컴 퓨 터 공 학 부
**한 국 전 자 통 신 연 구 원

Experiments on an Audio Conferencing Tool using MP3 Codec
Kyoungae Kim*, Sooyeon Kim*, Taewan You*, Jeongkeun Lee*, Youngseok Lee*, Yanghee Choi*,
Jaehoon Jeong**, Seungyun Lee**,Yongjin Kim**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요

약

MP3 (MPEG-1 layer 3) 오디오 압축은 비교적 좋은 음질 (CD-quality)을 제공하면서도 높은 압축률을 보
여 음악 파일 저장 등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지만 코덱(codec)의 복잡도나 지연시간 문제로 인해 실시
간 음성 통신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MP3 음
성 회의 툴을 이용하여, 실제 IPv6 망에서 실험한 결과를 통하여 MP3 코덱(codec)을 이용한 음성 회
의 툴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MP3 코덱을 이용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대역폭 효율성과 지연 시간
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음성 회의 툴과 어떤 차이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1. 서 론

램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3 절에서는 실험 환경에 대해

MPEG 그룹 (Moving Pictures Experts Group) 에서 제시한 비

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4 절에서는 실험 결과를 요구 대역

디오 압축 표준의 오디오 압축 부분으로 MP3 (MPEG-1

폭과 지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5 절에서 결론을 맺기로

layer 3)

표준이 제안 되었다. MP3 인코딩은 비트율의 범

한다.

위가 커서 여러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특히 128Kbps
에서는 CD (Compact Disk) 음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

2. 응 용 프 로 그 램 구 조

은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음악 파일 저장 방법으로 MP3

이 프로그램은 오디오 코덱으로는 MP3 코덱을 이용하고,

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코덱의 복잡도나 지연 시간 문

네트워크 전송에는 RTP ( Real-time Transport Protocol )를 이

제로 인하여 실시간 음성 통신에서는 MP3 코덱을 이용한

용하였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세션에 참가하고 있는 사

방법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람들에게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법으로는 멀티캐스트를 이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MP3 음성 회의 툴을

용하였다.

사용하여 MP3 코덱을 이용한 음성 회의 툴을 실험한 결과

갑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여 을이라는 사람에게 그 소리가

및 분석을 다루었다. 제 2 절에서는 이 실험을 하는 프로그

들리는 과정은 그림 1 과 같다. 갑의 목소리를 마이크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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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받아서 MP3 인코더를 이용하여 인코딩한 후에 RTP 포

쳐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각

ATM 스위치에 연결된

맷에 맞추어 해당 세션의 멀티캐스트 주소로 전송한다. 멀

IPv6 라우터는 PC 라우터로 셋업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티캐스트 주소에 조인되어 있는 각 사용자의 주소로 RTP

실험을 할 각 단말 PC 는 각 서브넷에 연결되어 있다.

패킷이 전송되면, 전송받은 패킷에서 RTP 헤더를 제외한
패킷을 MP3 디코더를 이용하여 디코딩한 후에 오디오 디
바이스로 보내주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림 2 실험 환경

그림 1 응용 구조 및 음성 전달 과정

4. 실 험 결 과
본 논문에서는 실험 결과 중에서도 MP3 코덱을 이용함에

개발에 사용된 프로토콜 및 소프트웨어를 정리하면 표 1 과

따라 나타난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멀티캐스트나

같다.

IPv6 환경에서의 구현이라는 다른 요건들은 실험 결과의
표 1 사용 프로토콜 및 소프트웨어 모듈

프로토콜/ 기능

이름

IP layer Protocol
Application layer Protocol
MP3 encoder
MP3 decoder
RTP/RTCP module

IPv6
RTP / RTCP
Lame
Mpg123
UCL common library

요소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4.1. 요 구 대 역 폭 ( bandwidth ) 관 련
기존의 일반 음성 전송 관련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음성
신호의 방법으로는 PCM (Pulse Code Modulation) 부호가 널
리 사용된다. 기존의 디지털 오디오 기기에서는 샘플당 16

3. 실 험 환 경

비트, 샘플링 주파수 32 kHz, 44.1 kHz, 48 kHz 의 PCM 부호

본 응용 프로그램은 IPv6 뿐만 아니라, IPv4 에서도 동작하

가 주로 사용되었는데[1], 가령 두 채널 스테레오, 44.1 kHz

지만, 개발의 목적이 IPv6 환경이었기 때문에 실험 환경도

샘플링의 경우 비트율은 16 * 141000 * 2 = 약 1.3 Mbps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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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런데 MP3 인코딩을 하면, 이와 같은 신호를 128 –

(ETRI)과 서울대에서 실험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연결 위

256 kbps 정도로 부호화 할 수 있다. MP3 코덱을 사용하여

상은 그림 2 와 같다. ETRI 와 서울대의 ATM (Asynchronous

압축하면 비트율에 있어서 6 ~ 12 배 정도의 효율을 보이게

Transfer Mode) 스위치는 선도시험망에 연결되어 있다. 선도

되는데, 이렇게 압축해도 원음과의 차이는 대단히 주의깊

시험망 안에서의 네트워크 연결 모두 Native IPv6 연결이다.

게 듣지 않으면 느낄 수 없다. 특히 200 kbps 이상이 되면

ETRI 스위치에서 서울대 스위치까지는 3 개의 스위치를 거

사람의 귀로는 판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위와 같이 이론

IPv6

네트워크이다.

대전에

위치한

적으로는 비트율에 관해서는 MP3 코덱을 이용하였다는 점

존재하여 대역폭을 조금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면

이 기존의 PCM 데이터 방식에 비해 좋다는 것을 알 수

이와 같이 MP3 코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을 알 수

있다.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RAT(Robust Audio Tool) [2] 이라는
PCM 코덱을 지원하는 오디오 툴과 구현한 MP3 코덱을

4.2. 지 연 ( delay ) 관 련

이용한 오디오 툴을 서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두

요구 대역폭의 면에서 보면 MP3 코덱을 사용하는 것이 효

툴의 음질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RAT 에서는 PCMU-

율적이지만, 반면에 지연이라는 관점에서의 단점을 무시할

16K-Stereo 라는 코덱 타입을 사용하였고, 두 툴 모두 다

수 없다. 일반적으로 대화형 음성 통신 (interactive voice

16 Hz 샘플링으로 인코딩 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communication)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최대 양단간 지연은

tcpdump 와 ttt (Tele Traffic Tapper ) 툴을 이용하였다[3] .

200 ~ 300 ms 라고 알려져 있다[4].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으
로 MP3 인코딩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체크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송신자 측에서 보낸
음성 데이터를 수신자 측에서 듣기까지의 지연을 단계별로
측정하여 이 툴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갑이라는 사람이 말한 데이터를 을이라는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때까지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림 4 와 같다.

(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경우

(나)침묵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림 3 요구 대역폭 비교
그림 4 음성 전달 단계
그림 3 은 측정된 요구 대역폭을 보인다. 그림 3-(가)는 사
용자가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이고, 그림 3-(나)는 일

그림 4 에서의 단계별 지연 측정 결과는 표 2 와 같다.

상 대화에서 그러하듯이 약간의 침묵기가 존재하는 경우이
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본 MP3 오디오 툴이 차지하는
대역폭은 RAT 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림 3-(나)에서는 RAT 의 요구 대역폭이 MP3 오디오 툴보
다 낮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침묵 감지(silence
detection) 여부에서 기인한다. 즉,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경
우에 RAT 에서는 패킷을 전송하지 않는 반면 MP3 툴에서
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
반적인 대역폭의 관점에 있어서는 MP3 코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다른 트래픽이 많이

표 2 단계별 지연 측정 결과

각 과정에서 걸린 지연 시간을 정리해보자면, ㄱ번 과정은

한 실행

옵션과

기능을

제거한다면

프로세스

마이크에서 인코딩할 기본 단위 버퍼 (2304 바이트)만큼의

초기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데이터를 모으는데 걸린 시간으로 50 ms 정도이다. 프로그

기대된다. 둘째, 지역저장장치에 저장된 MP3 파일 재생에

램이 시작하여 lame 프로세스를 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적화되어 있는 mpg123 의 버퍼 크기와 프레임 크기를

ㄴ번 과정으로 50 ms 정도인데 두 과정이 병렬적으로 진행

실시간 음성 통신에 적합한 값으로 조정해준다면 양단간

되므로, 전체적인 시간을 계산할 때는 50 ms 라고 할 수

지연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mpg123

있다. ㄷ번 과정은 lame 에서 하나의 프레임 (2304 바이트)
을 읽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50 ms 이며, ㄹ번 과정은 그

5. 결론

프레임을 인코딩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40 ms 정도이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MP3 코덱을 이용하여 구현한

ㅁ번 과정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데 걸리는

IPv6

시간으로 40 ms 로 측정되었다. ㅂ번 과정은 수신자측에서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소개하였다.

RTP 데이터를 받는 Receiver 프로세스가

개발된 음성 회의 툴은 MP3 코덱을 사용함으로써 요구

mpg123 를 호출

하는 데까지 지연된 시간으로 60 ms 정도이다.

멀티캐스트

기반

음성

전송

응용

프로그램을

Mpg123

대역폭 면에서 기존 응용에 비해 매우 효율적이나, 실시간

가 초기화 되고 디코딩하는 기본 단위인 프레임 (2048 바

음성 통신에 사용하기에는 양단간 지연이 다소 큰 단점을

이트)을 받는 데 걸리는 지연이 ㅅ번 과정으로 430 ms 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팀에서는 양단간 지연 감소를

다. 그리고 ㅇ번 과정은 각 프레임들을 모아 실제로 오디

위한

오 디바이스로 보내기 전 버퍼 (16384 바이트)가 찰 때까지

복잡한

기다려서 플레이되는 시간으로 200 ms 이다. 이를 합산해보

상에서 실험하여 패킷 손실 정도가 본 MP3 음성 회의

면, 갑의 말이 을의 귀에 전달되는 시간은 880 ms 정도가

툴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위상의,

최적화

작업을

다양한

계획하고 있으며,

트래픽이

존재하는

보다

네트워크

되는 것이다.
하드웨어 코덱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코덱을 사용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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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된 후 첫 데이터를 읽기까지의 지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mpg123 의 초기화 과정을 개발된 오디오 툴에
최적화하는 것이다. 즉, 본래 mpg123 에 포함된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