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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리모트미팅 개발팀 김명섭 총괄PM이 말하는

 음성 품질 의 중요성과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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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오디오 품질!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 특정 주제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화상회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보고(See), 말하고(Speak), 듣기(Listen)입니다. 
화상회의에서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안 보인다면 손쉬운 유선 통화를 두고 굳이 비대면 화상회의를 진행 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은 말하고 듣는 오디오 품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선명하게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하느냐. 
그것이 바로 기술의 차이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혹은 멀리서 들리거나, 말하는 타이밍과 들리는 타이밍 
사이에 딜레이가 발생하거나, 사람들이 동시에 말할 때 한사람의 목소리가 묻히거나, 사람의 
목소리보다 주변 잡음 소리가 더 잘 들린다면 정해진 시간 동안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체크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되어 오디오 품질에 대한 스트레스로 (줌 스트레스로도 불리는
‘화상회의 피로 증후군‘) 양질의 회의를 온라인상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장의 모든 화상회의 개발 업체들은 앞다퉈 오디오 품질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능들보다 이런 기술의 디테일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오디오 품질이 낮은 화상회의를 하면
유달리 더 몸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과학적 원인

우리의 뇌는 40분의 1초까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느려지거나 오디오 충돌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뇌는 자동적으로 ‘뭐가 문제지?’라며 그 원인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 발생에 대한 원인을 찾게 되는 과정에서 뇌에 피로가 가중되어 회의 내용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또한 수시로 긴장해야 하는 뇌는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디오 품질이 낮은
화상회의 1번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이동하여 직접 만나 진행하는 대면 미팅을 진행하는 
것보다 뇌에 더 많은 부하를 가져와 몸의 피로감을 더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 출처: MBC 뉴스프리데스크 132회 김윤미 기자)

화상회의 피로 증후군은
(일명: 줌 스트레스)
제품의 품질로부터 옵니다.

화상회의 제품들의 상용화로 이동 시간이나 이동 거리에 대한 제약 없이 편안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화면이 딜레이되거나 오디오가 끊겨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번 ‘안 들려요‘, ‘안 보여요’를 외칠 수 없어 생기는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보통 화상회의를 시작할 때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안 들리거나 안 보이더라도 매너 상 상대방의 말을 너무 자주 끊는게 어려운 현실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디오 품질이 회의나 수업의 흐름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지 아니면 뚝뚝 끊게 되어 집중을 방해할 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오는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스트레스 제로) 리모트미팅의 노력
뇌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어도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매번 확인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말하는 사람의 
모든 언어 뿐 아니라 뉘앙스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까지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깨끗하고 선명한 오디오 품질 제공입니다. 
지금부터 화상회의 리모트미팅 개발팀의 김명섭 총괄PM의 인터뷰를 통해 어떤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자사 서비스 대비 80~90% 더 
깨끗해진 음성 품질을 제공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ffortless video conferencing, the way you’ve always wanted
웹에서 즐기는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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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의 접속자가 각기 다른 장소에 있어요.
그들은 보통 어떻게 연결되어 한 회의실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건가요?

WebRTC 기반의 화상회의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연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P2P(Peer to Peer) 방식
P2P 방식은 서버 방식이 아닌 클라이언트 간의 다중 연결 방식입니다.
만일 100개의 클라이언트가 연결된다고 하면 1개의 클라이언트는 99개의 
클라이언트와 개별 커넥션을 맺고 미디어를 송출해야 하므로 각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I/O 부하가 높게 발생하고 컴퓨터의 HW 리소스 사용률도 많이 
증가합니다. 즉, P2P 방식은 서버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간에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서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 PC에는 많은 부하를 줍니다. 

2. SFU(Selective Forwarding Unit)방식
중앙에 서버를 두고 이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의 미디어 스트림을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상황에 따라 연결된 클라이언트 일부만 중계하기도 합니다.
SFU 방식은 대표적으로 ZOOM이 사용하고 있는 구조이며 SFU 방식은 
개별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수만큼 영상과 음성을 디코딩해야 합니다.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디코딩해야 하는 작업량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PC의 자원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회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ZOOM의 경우 PC에서 한번에 25개만의 클라이언트 미디어를 디코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화면 넘김 없이 한 화면에서 노출되는 사용자의 화면이 
25개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MCU(Multipoint Control Unit)방식
중앙에 서버를 두고 이를 이용하여 업로드 된 미디어 스트림을 하나로 
합쳐(Mixing) 클라이언트에 미디어 스트림을 내려주는 구조입니다.
MCU 방식은 서버 자원을 활용하여 각 클라이언트 부담을 줄이는 연결 방식으로 
보통 연결된 클라이언트의 영상을 1개로 Mixing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사용자가 많은 경우 2~3개 그룹 형태로 Mixing하여 대규모 접속을 처리합니다. 
기존에 리모트미팅이 사용하던 연결 구조가 바로 이 MCU 방식 이였습니다. 

화상회의라고 다 똑같은 방식 · 똑같은 아키텍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서버의 연결 방식 마다 영상, 화면 구성, 오디오를 처리하여
End point로 전달되는 방식이 다릅니다!김명섭 총괄PM

어떤 것이 올드하고 트랜디하고, 어떤 연결 방식이 최고다!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한 가지 방식에만 집중하지 않고

장점만을 취한 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게 되었습니다.

SFU

M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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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리모트미팅은 MCU 방식이었습니다. 
SFU와 MCU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음성 품질을 개선하기로 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리모트미팅은 2018년 제품 상용화 이후, 고객이 웹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사내 인원들을 대상으로 (최소 200명이 동시 접속하여) 제품의 연결 안정성과 품질에 대해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사내 테스트 종료 후에는 늘 자체 설문 조사를 통해 테스트 결과 외의 의견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의견들 중 1)보이스 딜레이  2) 동시에 말했을 때, 첫마디 소리 먹힘 현상 3)동시에 말했을 때, 한사람의 목소리가
배경소리처럼 멀리 들리는 현상 등 [음성]과 관련된 의견들이 종종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화상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음성과 관련된 불편사항들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SFU와 MCU 방식에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성능의 차이를 보이는 건가요?

SFU 방식은 End point가 여러 개일 때,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수만큼 영상과 음성을 디코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중앙 서버에서 Mixing을 하지 않고 바로 End point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깨끗한 소리 전달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에 반면, MCU 방식은 한 화면에 참여자들의 모습 전부를 보여주기 때문에 영상과 화면 구성면에서는 다른 연결 
방식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지만, 오디오(음성) 측면에서는 중앙에서 업로드 된 미디어 스트림을 Mixing한 후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고려하여 End point로 내려주기 때문에 오디오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디오 품질이 강점인
SFU 방식

영상과 화면 구성이 강점인
MCU 방식

각 연결 방식의 장점만을 취한
Hybrid 방식

리모트미팅에 적용한 SFU+MCU 혼합 방식이란 무엇인가요?

영상과 화면 구성이 강점인 MCU 연결 방식은 기존 그대로 고수하고
오디오(음성)만큼은 SFU 연결 방식을 채택하면서

각 연결 방식의 장점만을 취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SFU MCU

오디오

영상/화면
구성

SFU

M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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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U + MCU 혼합 방식.
말처럼 쉽게 구현이 가능한 기술인거가요?

아닙니다.
리모트미팅은 MCU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서비스였는데 영상과 화면 구성 등은 MCU 방식 그대로 두고 오디오만 
SFU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과 반신반의한 마음이 많이 들 정도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기술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개발 과정에서도 여러 난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MCU 방식은 중앙에서 Mixing을 하기 때문에 영상과 음성의 싱크가 정확히 맞았는데 음성만을 SFU 
방식으로 전환하다 보니 자동으로 음성은 바로 End point로 떨어지고 영상은 중앙에서 Mixing되어 이를 싱크 맞추는 
작업을 일일이 했어야 했습니다.

좋아진 음성 품질,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리모트미팅에는 Google의 STT 기술로 개발된 ‘AI회의록’
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음성을 자동으로 인식한 후 이를 텍스트로 
전환하여 보여지는 리모트미팅의 대표적인 AI기능입니다.
지금 AI 회의록을 이용해보시면 음성 인식률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높아져 구글의 STT성능을 99% 끌어 올린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성 품질 개선 후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SFU + MCU 혼합 방식으로 적용한 후 바로 배포하지 않고 내부(알서포트)에 먼저 배포한 후 반응을 살폈습니다.
까다로운 검증 절차와 깐깐한 테스트로 유명한 일본법인에서 리모트미팅의 음성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본인들도 너무나도 깨끗하고 선명하게 음성이 들려 놀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둘러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버에도 배포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기존에 비해 최대 80~90% 더 깨끗하고 선명한 목소리 전달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SFU + MCU 혼합 방식으로
어떻게, 얼마나 음성 품질이 좋아졌나요?

음성을 전달하는데 까지 의 딜레이 타임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을 경우

Before After

약 3초의 
딜레이 타임

딜레이
ZERO

Before

한 사람의 목소리가 
먹힘 또는 멀리
들리는 현상

After

두 사람 목소리 모두
동시에 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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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 info.kr@rsupport.com

Korea
〒���-���� 東京都港区虎ノ門�-�-��第�虎の門電
気ビル�階
購入前のご相談：��-����-����
テクニカルサポート：��-����-����
一般のお問い合わせ：support.jp@rsupport.com 
購入のお問い合わせ： sales.jp@rsupport.com

Japan
北京市朝阳区阜通东大街6号方恒国际A座2708
咨询电话 : +86-10-8256-1810
联系邮箱 : co-china@rsupport.com

Ch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