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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무선망과 신호처리 기술의 발달과 1GHz급 이상의 고성능 모바일 장치의 등장에 

따라 현재의 모바일 음성 서비스 품질과 확연히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GPP에서 논

의중인 EVS 코덱의 기술적 특성 및 최근 표준화 동향에 대해 기술한다. 3GPP에서는 지난 3월, 

2년간의 논의를 거쳐 4G 모바일과 같은 EPS 시스템에서 차별화된 새로운 증감음성 품질의 서

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EVS 코덱 표준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현재 EVS 코덱 표준

화를 위해 세부적인 기능과 성능 목표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이며 표준의 완료 계획시점인 2012

년 상반기경, 4G/LTE에서는 광대역 수준의 음성서비스에 비해 신호대역폭이 2배가 확장된 슈

퍼와이드밴드급의 증감음성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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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대화형 음성 및 오디오 서비스는 모바일 비즈니스

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이다. 

1980년대에 처음 이동전화가 소개되었을 때, 사용자

들은 통화 품질에 관계없이 이동성이라는 편리성에 

만족하였다. 그러나 점차 이동성의 편리함에 익숙해

지고,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화 품질의 향상에 대

한 요구가 증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요구는 코

덱의 표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표 1>에 지금까지 ETSI/3GPP에서 표준으로 채

택한 대화형 서비스를 위한 코덱들의 특징을 정리하

였다. 최초의 표준은 1989년에 개발된 GSM FR이다

[1]. 6년 후인 1995년에는 채널용량의 증가를 위해 

GSM FR에 비해 비트율을 절반 이하로 줄인 GSM 

HR을 표준으로 채택하였다[2]. 그러나 통화 품질 저

하가 문제점으로 야기되면서 다시 GSM FR과 비슷

한 비트율의 GSM EFR 코덱 표준을 개발하고[3], 

1999년에는 EFR과 역호환성을 제공하면서 8개의 

비트율을 제공하는 AMR 코덱을 표준으로 채택하

였다[4]. 이 AMR 코덱은 현재 3G 이동망인 W-

CDMA 서비스에 사용중이다.  

전화 서비스지표 중 가장 중요한 음성통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코덱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3GPP에서는 2000년에 기존 협대역 코덱에 

비해 월등히 좋은 품질의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대역 코덱인 AMR-WB를 표준으로 개발하였

다[5]. 광대역 코덱은 50~7,000Hz 대역의 신호를 

코딩하기 때문에 300~3,400Hz 대역의 신호를 코딩

하는 협대역 코덱에 비해 자연성과 명료성이 매우 뛰

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그러나 AMR-WB 코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

말기, 스피커와 리시버 같은 단말 주변기기, 그리고 

응용 서비스 연동 프로토콜 등의 변경이 필요하여 상

용화가 지연되다가 2009년에 France Telecom/Oran-

ge SA가 Moldova에서 AMR-WB 코덱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광대역 이동전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7]. 

2010년에는 UK, France, 그리고 Spain 등을 중심으

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AMR-WB를 이용한 광대역 

이동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8].   

3GPP는 지난 2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협대역 코

덱 대신 광대역 코덱인 AMR-WB를 이용함으로써 

이동전화 서비스 품질의 현저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유선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본 NTT에서 ITU-

T G.711.1 코덱을 이용하여 광대역 VoIP 서비스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도 대표적

인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기업용 인터넷전화 서비스

에 G.711.1 광대역 코덱을 적용한 HD-VoIP 서비스

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Rel-10과 EPS 시스템의 출현으로 광대

역 이동전화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한 음성/오

디오 서비스, 특히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혼합 콘텐츠에 

적합한 코덱을 사용한 증감음성 서비스를 제공할 기

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콤팩트하면서도 강력한 모바

일 장치와 리치미디어 콘텐츠와 대화형 서비스를 지

<표 1> 대화형 서비스를 위한 코덱(ETSI/3G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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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는 매우 일반적인 기술

이 되었다. 이렇게 이동망 기술과 모바일 장치의 고성

능화에 따라 사용자들은 좀 더 정교하면서 고도화된 

품질의 음성과 오디오 통신 서비스를 모바일 서비스

에서도 기대하고 또 요구하게 되었다. 

3GPP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변화와 사용자의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EPS에서의 EVS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적용사례, 그리고 요구사항을 정의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약 2년 동안 3GPP SA1과 

SA4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3

월에 SA 총회에서 EVS 코덱개발을 시작하기로 결정

하였다[9].   

EVS 코덱은 기본적으로 기존 3GPP 대화형 서비

스를 위한 표준 코덱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품질의 

증감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대역, 광대역은 물론 

슈퍼와이드밴드 신호 코딩이 가능하고, 오디오 밴드 

코딩을 선택적 기능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인코

딩 및 디코딩 기능, 지터버퍼 관리 기능을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4G 모바일에서 증감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EVS 코덱 

표준화 동향과 기술적으로 품질과 성능 향상을 위해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기술한다. II장

에서는 EPS의 특징과 서비스의 목표 등을 기술하고, 

III장에서는 기술 요구사항과 성능 요구사항 그리고 

표준화 일정에 대해 설명하며, Ⅳ장에서 결론을 맺기

로 한다. 

Ⅱ. EPS의 특징 및 서비스 개요 

EPS는 다양한 radio-access 기술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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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zed 시스템으로 기존 3GPP/non-3GPP의 접속망

에 대한 역호환성을 보장하면서 리치 미디어를 수용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리고 All-IP 기반의 네트워

크에서 QoS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실시간(음성통신, 

화상통신) 및 비실시간(웹브라우징 등) 서비스에 대

해서 차별화된 QoS를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자원

의 효율성을 높인다[10]. (그림 1)은 EPS 구조와 이

종망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EPS의 특징을 고려해보면, EVS 

코덱은 기존 코덱과의 역호환성을 제공해야 하고, 패

킷손실과 지연/지터에 대해서도 강인한 성능을 제공

해야 한다. 그리고 매우 우수한 증감수준 품질의 음

성, 음악 및 혼합 콘텐츠 코딩도 가능해야 한다.    

3GPP에서 “Enhanced Voice Service(EVS)” 또

는 “Voice Service”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하지 않

았지만, SA4에서는 EVS가 (그림 2)에서처럼 3GPP 

서비스(MTSI)에서의 성능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2a)는 Rel-8/Rel-9에서 EPS 기

반의 MTSI에서 음성 미디어 구성요소를 나타내고, 

(그림 2b)는 Rel-10과 그 이후 버전에서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b)의 EVS 코덱 내의 AMR-WB는 기존 

AMR-WB와 역호환성을 제공하는 최적화된 AMR-

WB 코덱 기능을 의미한다. 그리고 EVS 블록 아래에 

있는 AMR-WB는 (그림 2a)에 있는 AMR-WB와 동

일한 코덱 또는 최적화된 AMR-WB 코덱이 될 수 있

다[11]. 

 

(그림 1) EPS의 구조와 이종망 인터페이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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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VS 코덱 표준화 동향 

본 장에서는 SA4에서 지난 2년 여 동안의 연구조

사를 통해 작성한 기술문서[12]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영구문서[13]를 중심으로 EVS 코덱의 주요 기

능 및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기능 요구사항 

가. 오디오 대역폭(Audio bandwidth) 

EVS 코덱은 필수기능으로(mandatory) NB(협대

역), WB(광대역), 그리고 SWB(슈퍼와이드밴드) 신

호에 대해 고품질(high-quality) 그리고 고효율 코딩

(high-efficiency) 기능을 제공하고 FB(오디오 대역)

급 오디오 코딩 기능을 선택적 기능으로 제공한다. 

여기서 NB는 8kHz로 샘플링된 100~3,500Hz의 대

역폭을 갖는 오디오 신호를 의미한다. WB는 16kHz

로 샘플링된 50~7,000Hz의 대역폭을 갖는 신호이

며, SWB는 32kHz로 샘플링된 50~14,000Hz의 오

디오 대역폭을 갖는 신호를 의미한다. FB 오디오는 

사람의 가청대역인 20,000Hz까지의 대역폭을 갖는 

신호를 말한다.  

(그림 3)은 48kHz로 샘플링된 임의의 음성신호

(유성음, 무성음)의 주파수 스펙트럼에 각 신호의 대

역폭을 표시한 것이다. 여기서 무성음 신호의 경우에 

특히 7,000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도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EVS에 대한 연구조사 과정에서 Tele-

 

(그림 2) MTSI에서 음성 미디어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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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청취 테스트 결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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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 AB LM Ericsson에서 제출한 기고서에서 발췌

한 청취 테스트 결과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협대역

에서 슈퍼와이드밴드까지 대역폭의 증가에 따라 품

질이 거의 선형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재의 통신용 코덱기술에서 처리하지 않는 7,000Hz 

이상의 오디오 대역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증감음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논의에서는 샘플링 주파수와 대역폭을 분

리하여 인코더와 디코더는 기본적으로 8, 16, 32 및 

48kHz 샘플링 주파수를 지원하기로 정해졌다. 또한 

인코더와 디코더는 A/D, D/A 변환기의 샘플링 주파

수에 종속되지 않고 위의 샘플링 주파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나. 오디오 채널 수(Number of audio channels) 

스테레오 또는 멀티채널은 QoE를 향상시킬 수 있

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이다. EVS 코덱은 스테

레오/멀티채널 코딩을 선택적 기능으로 제공한다. 지

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EVS 코덱에서 스테레오 기

능을 지원할 경우 WB 신호에 대해서도 스테레오 기

능을 지원해야 하며 스테레오로 인코딩된 신호를 디

코딩할 경우 단말장치의 성능을 고려하여 스테레오

는 물론 모노 출력도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

기로 하였다. 

다. 비트율(Bit rates) 

EVS 코덱은 효율성이 높은 대화형 음성 서비스

를 위한 저비트율(low-bit rate)에서 차별화된 품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비트율(high-bit rate)

까지 다양한 비트율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 가능한 

전송 리소스에 따른 비트율의 가변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AMR-WB 역호환 모드에서는 AMR-WB에서 

제공하는 9개 모드 전체에 대해 역호환성을 제공해

야 한다.  

현재 고품질 혼합 콘텐츠/음악 코딩을 위해 EVS 코

덱의 최고 비트율을 128kbit/s로 제안하고 있으나, 이

견이 많아 AMR-WB 역호환모드를 제외하고는 아직 

비트율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8월 회의

에서는 VBR 코덱 기술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으

며, LTE 시스템 환경에서 VBR 코덱 기술이 시스템 

용량과 전송 지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

으나, 이 기술을 채용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의 논의가 

필요하다.   

라. 알고리듬 지연(Algorithmic delay) 

EVS 코덱의 지연은 LTE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PS 전송에 필요한 지연과 음성 코딩에 의해 발생하

는 지연 사이의 상충관계와 시스템 성능의 전체적인 

최적화를 고려하여 특정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가져

야 한다. 또한 코덱에 의해 발생하는 지연은 입력 신

호의 종류(음성, 음악, 혼합 콘텐츠)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해야 한다.   

EVS 코덱의 알고리듬 지연은 EVS-UE 대 EVS-

UE 연결에서 전체 단-대-단 지연이 3GPP TS 22. 

105[15]에 있는 선호 성능 기대치(preferred per-

formance expectation)를 만족하거나 그 이상이 되

도록 해야 한다. 3GPP TS 22.105은 이동망에서 단

방향 지연을 약 100ms으로 가정하였을 때 대화형 음

성 서비스의 단방향 지연은 150ms 이하가 되는 것을 

선호하고 400ms를 한계 값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능 요구사항 논의과정에서 약 10~14ms 정도 차

이가 나는 두 가지 지연 모드를 지원하자는 제안이 있

었으나, AMR-WB 역호환모드에 대한 알고리듬 지연

만 확정하였다. AMR-WB 역호환모드에서는 AMR-

WB 코덱에서 필요로 하는 지연 외에 5ms 이하의 지

연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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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역호환성(Backward interoperability) 

서로 다른 코덱을 사용하여 통신을 할 경우에는 

트랜스코딩 기능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트랜스코딩 

게이트웨이와 같은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할 뿐만 아

니라 오디오 신호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지연을 증가

시킨다. 따라서 가능하면 트랜스코딩을 피하기 위해 

EVS 코덱은 협상 또는 비트스트림 호환성을 통해 

기존 AMR-WB 코덱과의 역호환성을 제공한다. EVS 

코덱은 기존 AMR-WB에서 제공하는 전체 모드에 

대해 비트스트림 호환성을 통하여 역호환성을 제공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성능 요구사항 

가. 음성 품질(Speech quality) 

EVS 코덱은 음성 신호에 대해 아래와 같은 품질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협대역(NB) 신호: EVS 코덱은 3GPP 협대역 코

덱인 AMR과 용량, 지연, 오류에 대한 강인성 그

리고 음성 품질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제공해야 한다.  

• 광대역(WB) 신호: EVS 코덱은 동등한 동작 조건 

하에서 3GPP AMR-WB보다 월등히 우수한 품

질을 제공해야 한다. 

• 슈퍼와이드밴드(SWB) 신호: EVS 코덱은 동등

한 동작 조건에서 3GPP 광대역 코덱인 AMR-

WB보다 월등히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고, 최신 

대화형 슈퍼와이드밴드 코덱보다 나쁘지 않은 품

질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비트율과 오디오 대역폭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도 향상되어야 한다.   

EVS 코덱에 포함된 AMR-WB 역호환모드는 기

존 AMR-WB와 동일한 비트율로 아래와 같은 시나

리오로 동작할 때 기존 AMR-WB 코덱에 비해 월등

히 우수한 품질을 제공해야 한다.  

• EVS에 있는 AMR-WB로 인코딩하고 디코딩  

• EVS에 있는 AMR-WB로 인코딩하고 기존(pre-

Rel-10) AMR-WB로 디코딩   

• 기존 AMR-WB로 인코딩하고 EVS의 AMR-WB

로 디코딩 

나. 혼합 콘텐츠와 음악(Mixed content and  
music) 

기존 CS 망과 연동하거나 음악 신호의 시작과 끝

을 알려주는 시그널링을 지원하지 않는 망과의 연동 

시에도 음악신호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EVS 

코덱으로 코딩한 혼합 콘텐츠와 음악은 기존 3GPP 

음성 코덱으로 코딩한 신호보다 우수한 품질을 제공

해야 한다. EVS 코덱에서는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다. 

• 협대역 신호: EVS 코덱은 동등한 동작 조건 하에

서 3GPP의 AMR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품질을 

제공해야 한다. 

• 광대역 신호: EVS 코덱은 동등한 동작 조건 하에

서 3GPP 광대역 코덱인 AMR-WB에 비해 월등

히 우수한 품질을 제공해야 한다. 

• 슈퍼와이드밴드 신호: EVS 코덱은 동등한 동작 

조건 하에서 3GPP의 대화형 광대역 코덱인 

AMR-WB보다 월등히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고 

최신의 대화형 슈퍼와이드밴드 코덱에 비해 나쁘

지 않은 품질을 제공해야 한다. 

EVS의 AMR-WB 역호환모드는 기존 AMR-WB

와 같은 비트율로 2. 가절에서 설명한 시나리오로 동

작할 때 기존 AMR-WB 보다 월등히 좋은 품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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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야 한다. 

다. 패킷 손실과 지연지터에 대한 강인성(Robust-
ness to packet loss and delay jitter) 

EVS 코덱의 품질은 다양한 패킷 손실과 지연, 지

터가 존재하는 경우에서 EPS 시스템의 손실과 지연 

패턴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망의 상황이 나빠지더라

도 EVS 코덱의 품질 저하는 최소가 되어야 한다. 그

리고 EVS 코덱의 성능은 3GPP TS 26.114에 정의

된 JBM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다양한 지연과 오류 

프로파일을 포함한 실제 시나리오 환경에서 평가되

어야 한다. 

• 협대역과 광대역: 같은 손실률 하에서 동등한 조

건으로 동작할 때 3GPP 대화형 코덱인 AMR과 

AMR-WB보다 월등히 우수한 품질을 제공해야 

한다. 

• 슈퍼와이드밴드: 같은 손실률에서 최신의 슈퍼와

이드밴드 코덱에 비해 월등히 좋은 품질을 제공

해야 한다.   

3. 표준화 일정  

EVS는 SA4에서 2010년 1월에 기술문서 TR 22. 

813을 완성한 후 2010년 3월에 SA 총회에서 워킹 아

이템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2010년 4월부터 EVS 

코덱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능과 성능 요구사항

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두 요구사

항에 대한 표준 기술문서가 완성되지는 않았으며, 지

난 8월 회의에서는 기능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논의

가 있었다.   

<표 2>는 지난 8월 회의에서 검토된 EVS 코덱의 

표준화 일정이다[16]. EVS 코덱은 2012년 3월에 

표준안 승인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표준화 참여

를 위한 중요한 단계인 자격시험을 위한 실행파일 제

출은 2011년 2월 말로 예상된다. 하지만 위의 일정

은 EVS 코덱 요구사항 정의에 대한 진행상황 및 자

격시험 진행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출된 후보 

코덱의 수에 따라 자격시험을 생략하고 선정시험이 

진행될 수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현재 3GPP에서 EPS 시스템의 특

징을 활용하여 4G 모바일에서 기존의 대화형 서비스

<표 2> EVS 코덱 표준화 주요 일정 

일정 내용 

SA#47 

(2010.3.) 
 표준화 론칭 

SA4#58-#61

(2010.4.-11.)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논의 

SA4#62 

(2011.1.) 

 자격시험관련 논의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영구문서 승인

 자격시험 실행기관 구성 협의 

TBD 

(2010.1.) 
 표준화 참여를 위한 의향서(LoI) 제출 

SA4#63 

(2011.2.) 

 자격시험 진행 여부 확정 

 자격시험과 관련된 영구문서 승인 

TBD 

(2011.2.) 

 자격시험을 위한 후보코덱  

실행파일 제출 

 자격시험 실시 

SA4#64  

(2011.4.) 

 선정시험 관련 논의 

 선정시험에 진출할 후보코덱 선정 

SA4#65 

(2011.8.) 
 선정시험 관련 영구문서 승인 

TBD 

(2011.9.) 

 선정시험을 위한 후보코덱  

실행파일 제출  

 선정시험 실시 

SA4#66  

(2011.11.) 

 표준 선정 

 특성화 관련 문서 승인 

SA#54 

(2011.12.) 
 표준 선정결과 승인  

SA4#67  

(TBD) 

 특성화 시험 결과 검토 

 표준문서 준비 

SA#55 

(2012.3.) 

표준문서 및 특성화 시험  

관련 기술 보고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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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차별화된 증감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

행하고 있는 EVS 코덱 표준화 동향 및 기술적 특징

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 대화형 서비스에서는 음성전화 서비스가 주

류를 이루었지만, 최근 통신 및 미디어 처리기술 등의 

발달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인해 음성뿐만 아니라 음

악 또는 혼합 콘텐츠 코딩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림 5)는 대화형 서비스를 위해 신호대역별

로 표준화된 대표적인 코덱 기술들을 나타낸다. 코덱

의 대역폭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여러 대역

폭을 지원하는 코덱, 특히 가변비트율을 제공하여 다

양한 서비스와 응용에 활용 가능한 임베디드 가변비

트율 형태의 코덱 기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3GPP에서는 EPS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

화된 품질의 증감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VS 

코덱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EVS 코덱은 협대역과 

광대역은 물론 슈퍼와이드밴드까지 지원하며, 음성

뿐만 아니라 음악과 혼합 콘텐츠에 대해서도 우수한 

품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PS가 All-IP 

시스템인 점을 고려하여 패킷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

하는 패킷 손실과 지터 환경에서도 품질저하를 최소

로 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되고, 오디오밴드와 스테레

오 코딩이 선택적 기능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EVS 코덱 기술은 2012년 3월에 표준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표준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사업자들이 사업화를 표준개발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LTE의 상용화와 거의 동시에 4G 

모바일 증감음성 서비스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약어 정리 

AMR  Adaptive Multi Rate (codec) 

AMR-WB   Adaptive Multi Rate Wideband (codec) 

CS  Circuit Switched 

EFR  Enhanced Full Rate (codec) 

EPS  Enhanced Packet System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

dards Institute 

 

(그림 5) 대화형 서비스를 위한 음성 코덱의 종류 

슈퍼와이드밴드(50~14000Hz) 

광대역(50~7000Hz) 

협대역(300~3400Hz) 

G.722.1C 
(2005)

G.722 
(1988) 

G.711 
(1977) 

G.722.2
(2002) G.729.1

(2006)

G.729 
(1996) 

G.718/
G.711.1
(2008)

VMR-WB 
(2004)

EVRC-WB 
(2007) 

EVRC-B 
(2006) 

QCELP8k 
(1992) 

EVRC-A 
(1997) 

GSM FR 
(1989) 

AMR 
(1999) 

AMR-WB 
(2000) 

SILK 
(2009)

iLBC 
(2004)

G.729.1E/ 
G.718B 
(2010) 

G.722B/ 
G.711.1D 
(2010) 

혼합 콘텐츠(mixed content): 음악과 음성 신호가 혼합된 
신호를 의미함. 

 용 어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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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S  Enhanced Voice Service 

FB  Full Band 

FR  (GSM) Full Rate (codec) 

HR  (GSM) Half Rate (codec) 

JBM  Jitter Buffer Management 

LTE  Long Term Evolution 

MTSI  Multimedia Telephony Service for IMS 

NB  Narrowband 

PS  Packet Switched  

QoE  Quality of Experience 

QoS  Quality of Service 

SWB  Super-Wideband 

UE  User Equipment 

VBR   Variable Bit Rate  

WB  Wideband       

W-CDMA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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