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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향학회 Keynotes
Audio Technology Innovation and Digital Renais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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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列倉誕闿司
・ 디지털미디어의 진화

・ '디지털영상정보'의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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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 벼 Convergence

HDTV + PC + Web Pad + Mobile

TV + MB + PC + Game 
+ Camera + Telematics +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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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청수신 : 미국 방식 (8-VSB)
■ 이동수신 : D시B (Digital 쉬미timedia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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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 헟 선행기숄에 대한 선행 규격특허 확보 강화

- 지적 자산 화동 강화 - 규격/유효 특허 확충

• Consortium 구성 등 신규 표준화 단졔 구성

cea Formm' '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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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T(H.264) MPEG(SVC)
CiB TV-Anytime

0 Bluetooth Y*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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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이Network 분야

■ DLNA (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표준화 주도
■ XHT (expandable Home Theater) 표준金 채택

□ Optical Storage 분아

• DVD Recorder 빛 BD (Blu-ray Disc) 규격 특허 확로

■ SFFOD (Small Form Factor Optical Driver) 밑 

SuperRENS 신규 표준화 주도

□ 비니timedia 분야

- MPV (Movie Photo Video) 규격기슬 확보

- MPEG 관련 원천 톡허 확보

□ Network 분야

■ UWB, 802.11n 및 EVSB 분야의 규격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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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Convergence

./ （度历阈捲飾統 w瞻熾曲

Subscriber Viewer Subscriber

Billing

Connection

Production In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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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Convergence

Future of Digital Conv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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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of Digital Convei^en
星……'二…福！—

丄 伽並） 列會 号勢 휄

■ Audio 기술 Trend

■ Audio 기술 발전 방향

. Digital Platform

■ A/V 기술 환경 변화

■ A/V Service 환경 변화

■ Audio 제품 발전 방향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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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

湖誠飆圓毗彘翊泌

HTS TV DMB Portable PDA Portable Note PC
DVDP& 
Rec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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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기슬 환경 변화 (2/2： 셔E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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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즈
□ Various Contents Services :

・ Broadcasting회에 다양한 형태의 Content Service 
증가로 인해 Contents에 적합한 Post Processing 
기술 요구 증대

- 여러 형태의 System 밣닳로 다양한 F아'mat의 Data에 

최적화퇸 Audio 기슐 요구 증대

□ Universal Multimedia Access :
- M비timedia Contents^! 접근성 용이로 인한 다양한 

System에 맞는 시녀timedia Processing 요구 증대

\U High Quality Audio :
: - 고음칠, 고해상도 표현 가뇽한 System 보급화 가속

i ・ Potable둥 Low-Quality Audio System 에서도

고윰칠 요구 증대

・ 다양한 Audio Format과 여러 가지 형태외 Sy며:ern에
I 최적화된 처리 가능한 신호처리 기슬 요구 증대

工"壬：：:三之忘三須興須定…

45/
■"호”*T£itv«uM<

최壬호｝衬으「Digita」형싱: 
다책높이체욤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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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기슬 Trend （丄/고） 셔gj国J*

채널 수

2。丄。년대

주 Device

Motivation/：

~80년대 ? ~9Q년대『 :j 2000년대~7。년대

… ：*

[ Mono y Stereo 枣| 4해널 >| 5 丄 채넗이상 >

TV + Mini & Micro TV + Surround System: Home Theater System j
, ; :. :； j

;Analog Broadcasting \ Video Player \ DVD Player \ Digital Broadcasting
■•-______ .... ____________……..………............ …J

Needs Analog
Two Channel Sound

Networking / Connectivity 
Digital Convergence 
Natural Sound 
Multi-Channel

Company 
Trend / 순수 오디오 업쳬 등장

따양화 
고급기능지향

일부 기기로의 특화
고음질화 경쟁 

신방식 오디오개발 경쟁

_jBose" SONY 蜂 YAMAHA
Panasonic SHARF>

..... be sharp

作£샳^雋이 5 PHILIPS 了

sound. v：s>on. mW
SO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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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기슬 발전 방향 (2/고

EX

MultJchannel

Headphone
□□loOLBVr 

PRO LOGIC n 
3典哽汨曲

SURROUND EX 
a r~v~i *2

以기쯔!므■叮 
DIGITAL 
口团盛嗯渴皿盂1

: □ Digital 신호처리 기슬의 All-in-One화 가속

: 曰 음질개선알고리즘의북합화,북잡화로 SoC 필요성의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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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화질에 따른 Audio 사양 고급화

■ Virtual Dolby surround, SRS WOW 적용 

BBE Sound Enhancement 기능 해용 

Multi Speaker 개발 (Toshiba)

□ 디지털 AMP 채용 및 고츨력화

口 고음질 기参 개발

□ TV System 고음질화률 동한 HTS 대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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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제품 발전 방향 (5/5)工 4国国W
"f明

・ MC-I250 (Philips)
Wireless Home Music System

• All-in-one (DENON)
Compact, Slim Design

・ FS-X5 (JVC)
Hybrid Feedback Digital Amp 
Compact component

・ Mini/니icro System (Sony)
S-Master

■ SC-PM28GD (Panasonic)
Digital Re-master Processing

□ 소헝화, 고츠력화

■Digital 기슬의 활용

■ 새로운 미A Converter 사용

- 고음질 스피커 채용

口 공간 이용을 고려한 설계

□ Wireless Home Music System의 등장

□ 다양한 외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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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Technology InnovatiorL（V.$） 3

□ Sound Field Control: Yamaha

Simulate Surround Realism

• 극장에서 느끼는 음장 기슬효을적인 영화 감상이 

가능하며 매우 현창감 있는 Virtual-Surround 
SQind의 재생이 가능

Audio Technology InnovetiQ

（ Z Bit Techn 어ogy ]

・ 1-bit Am끼ifier는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듀 

2.8224MH疋로 샘플링 하여 PCM （44.丄kHz）보다 

64배 빽른 속도로 기콕이 가능하며 1-bit Amp는 

Delta-sigma 서adulation Abit A/D converter에 

의해 재생되는 순수 1-bit Digital 신히! 증픅시켜 

음질의 감소 현상을 제거한다

□ High Resolution Audio Format: Sony

Super Audio CDaaiwuaiionKui R SS 竄 OBtM MQfnrcnM

KM m3

■ 1-Bit Signals 이용하여 초당 2,822,400개의 

샘플을 기륵하는 Sony's Direct Stream Digital™ 
ProcessS 이용하여 고옴질 싷현

20



Audio Technology Tnnoya
:頌

[ Digital Sound Project이，

■ 햔 개의 스피커 Pan미로 5.丄채널 Surround
Sound 효과를 재생함 수 있는 기슿이며 한 Panel욘 

254개의 디지털 스피커 Array로 꾸성되어 각각의 

채널을 Beaming Forming 기술을 이용하여 재생햠

□ New Portable Audio Codec : Sony

Atrac3 & Atrac3plus

・ 너ini Disc와 함께 시작한 Atrac
(Adaptive Transform Acoustic Coding)을 

기초로 하는 이상적인 Audio Compression 

F이Fiat으로 작욘 파잎 크기와 고윰치율 

제공할 수 있음

AudioTechnology Innov;薄0習野-

Virtual Speaker/Headphone

・ 두 개의 스피커로 5.丄채널 Surround Sound 
효과餐 가상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가상 

욤향 시스뗌 기슬로 HRTF (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과 Crosstalk Cancellation 
기슬이핵심임

□ New Wireless Audio Solution: PLC (Power Line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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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Technology Innovation (5您虹

□ Direct/Reflecting Speaker: Bosef Niro

Direct/Reflecting Speaker Technology ]

- 기존의 복잡한 기존의 복잡한 Surround 
환경구성을 대체하여 Direct/Reflecting 
스피커 기스욜 이용하여 Wide Sweet Spot 구현

Audio Technology Xnnov與
铲롒激-

[ HyperS이He Sound [

■ 인간 청취 영역밖의 Ultras이lie sound wave fi 
공기증으로 보낼 때 비선형 윰향 현상유 이용함으로써 

원하는 오디오 신호■ 발생시켜 청취자는 Ultrasonic 
sound는 듣지 못한고 가청 영역에서의 오디오 신호만 

冒을 수 있게 해주는 초지향성 스피커 기스

□ Flat Panel Speaker : NXT

Flat Panel Speakers

• 사각형의 진동检에 Actuator 부착하여 소리!! 

만드는 Speaker^ 두께가 끅단적으로 얇고 

무지향성을 가졌으며 상업용으로 포스터나 

그림의 표면에 부착하여 액자형으로도 만骨 수 

얐는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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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품 휼성화

・ 신규 3종 제픔(DVD, DTV, DSC)이 모두 영상의 디지털화와 관련

- Analog T Digital 대췌/층북 수요가 성장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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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품 가격의 증가/유지

: -TV： 인치당 가격욘 하락하나, 평판 TV 전환 및 대화면화로 가격 상승

■ ・ DVD Player / Recorder : 다채널 동시 녹화, HDD 내장 동 다양한 기능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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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요 증가 （U 고）

&口 다양한 Contents의 증가

' ! ■ 방송및 다양한 8nts坛보급甜성호｝

Various Contents j 뷰직 비디오, 교육 contents, hd 시네효卜 등

; - 개인이 Contents 생성의 주체로 등창
‘ ， j 채인용 방송국, 가족신문, 동호회 등

Anytime, . 2서비스의활성화

Anywhere Access \ ・ 바）iquit이福 Netw아次의 홟성화
I - 邛 전용사이트,인 테넷了\匕온라인금응능

Multi-functional
耙□신기능, 다기능 旱가

: •고화칠, 고해상도，고음질‘대용량 시스헴개발가소 /攀

Media
_ -, ■''

: ・ 다양한 포맷에 히척화뙨 멀티미디어 기기 춯현 山?‘

j ・ mteractive Data 방송용 TV, 노래 가서표시 MP3 둏 撰

신규 수요 증가 （2/고）

25



CE 제품 2x 이us 시장 형성 （，
•棊«셔 
窓％」

书SG段国‘
整贮s，•'"：

아날로그 성숙 시장

晉
디지턿기숱

匚）
2배시장형성

■ 재 구매 수요 유지

■ 신규 수요 정쳬

- 제품 탄가 하락

■ 대체 사이큘 단측 

■저가시장書수

• Ubiquity 화 혹진

■ 제품 단가 유지/증가

- 재 구매수요 배증

- 신규 수요증가

一 26 _



미有대응전략（丄/4）
：花*熙史』田? I"""，， * ， 1..........、............... 、"빳m牌料關쒀쌔i跚Mssasfl
"心£. .、.一一…*uq歧녀■■■^・

희신적인 디지털 제품 창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Total Solutio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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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응전략 (3/4)

□ 고객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Solution 제공

□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장 지향적 기업 誓동

逆W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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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대응전략 (4/4)

글로벌

□ 컨소시엄 주도 및 선진硏와 파트너쉴 강화

□ 핵심 IP 내재화

□ 핵심 인재 확보

디자털기기 100HH 즐 Z
1,000 만원 대

W 5,000 만원 대 ]C

서3커!쩌*

1 억대 이상 ~)

尙膈融

Speaker : JBL E Series （25。만원）
AVR : Samsung AS2000 （100만원） 
DVDP : Samsung HD2000 3。만원） 
TV : Samsung DIP 56* （530&a）

Speaker : B&W Nautilus （2,500만원）
AVR : Kreil （2,000만원）
DVDP : Denon （400만원）
TV ; Samsung PDP 5（广 （70。만원）

: Speaker : Wilson Audio （1억웜）
i AVR : Kreil （2,Q00만원）
: DVDP : Lexicon （45Q만원）
! TV : Samsung PDP 63" （1,650만원）
: Projector : Samsung SP-700AK （72。만원）

Screen : Stewart 123" （680만원）

•아파트內 효시어터■ 시공 비음 1,500^3,000 만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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