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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T기술의 진보에 힘입어 로오디오분야에 IT기술이 목된 신 인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DSP는 

SR 오디오 장비의 고품질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IT기술과 디지털오디오기술의 융

합은 로 오디오산업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능동스피커시스템을 한 

인터넷기술과 DSP기술이 목된 디지털크로스오버를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 구 된 디지털크로스오버는 디지

털오디오신호를 처리하기 한 필터, 딜 이, 상제어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크로스오버의 동작상태 모니터링

과 다수의 라미터를 제어하기 해 인터넷 연결기능을 가진다.

ABSTRACT

Nowadays, there are many innovative products in the pro-audio market thanks to advanced IT technology, DSP is very important 

technology to process high quality audio signal in SR(Sound Reinforcement) system. Digital audio technology that converged with 

IT technology can give new user-experience. In this paper, we present a new digital crossover system for active speakers using 

DSP and network technology. The prototype of crossover module consists of various audio process module such as filters, delay, 

phase controls and also it provides user to remote monitoring and remote control features by internet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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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20년간 디지털 오디오 시장규모가 격히 성

장하 다. 주된 이유는 디지털 오디오 처리기술의 발

달로 디지털 오디오 장비가 아날로그보다 신호  잡

음비, 신호의 왜곡특성에서 높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

었기 때문이다. 한 디지털 오디오 로세서가 탑재

된 오디오 시스템은 소 트웨어를 통해 쉽게 디지털 

신호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장 으로 인해, 로

그래  가능한 디지털 오디오 로세서가 오디오 신

호 필터링, 등화 (Equalization), 동  역 압축 

(Dynamic Range Compression) 등 디지털 오디오 신

호처리 기능 구 에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1-7].

일반 으로 부분의 음향제품은 로용, 로슈머

(Prosumer) 그리고 컨슈머 (Consumer) 오디오  하

나로 분류된다. 이  로 오디오는 로 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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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듀서, 오디오 엔지니어, 련 기술자 등이 요구하는 

고품질의 오디오 제품군이다.

로슈머 오디오는 문 인 분야를 포함하지만 

로 오디오 장비보다 렴하며, 지역 소매 을 통해 

량 매되는 제품들이다.

컨슈머 오디오는 에 기반하고 있는 제품으로 

가격 비 성능이 높은 컨슈머 소매업자를 통해서 공

되는 제품이다. 소비자의 기호는 항상 변화하지만 

납득할 수 있는 낮은 가격을 가진 제품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다.

DSP 알고리즘 기반의 많은 제품들은 로용, 로

슈머  컨슈머 용으로 다양하게 응용되고 개발되어 

오고 있다. DSP 기반이 아닌 제품들은 문가용 

는 컨슈머용 제품 등으로 구분되어 개발되고 용되

어 왔다. 

DSP 오디오 로세서는 필터링, 등화기, 음소거, 

시간 정렬 등 다양한 애 리 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오디오 크로스오버는 오디오 응용 제품에서 사용되는 

자 필터의 한 종류이다. 부분의 개별 스피커 드라

이버는 낮은 주 수에서 높은 주 수까지 허용 기  

볼륨과 왜곡을 커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SR 스

피커 시스템은 서로 다른 주 수 역에 여러 개의 

라우드 스피커 드라이버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크로스오버는 오디오 신호를 각각의 주 수 역에 

최 화된 스피커로 라우  할 수 있는 주 수 역으

로 분할한다. 재, 일부 제조업체에서 DSP 칩을 기

반으로 하는 디지털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FIR 필터

와 IIR 필터를 기반으로 하는 EQ와 크로스오버 시스

템은 고가의 하이-엔드 스피커 시스템에서 구 되고 

있다. 디지털 시스템의 장 은 라우드 스피커에 의한 

음성 신호의 왜곡을 크게 일 수 있도록 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시스템은 응하는 

아날로그 시스템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스템을 치하거나 아날로그 시스템보다 나은 시스

템을 구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DSP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디지털 

크로스오버를 설계하 다. 고속 DSP와 24비트 와이

드 데이터버스 사용은 다양한 디지털 오디오 알고리

즘을 구 할 수 있다. 디지털 오디오 알고리즘은 이

라이 , 볼륨  밸런스 등과 같은 표  오디오 기능 

뿐만 아니라, 잔향, 기본 폭 향상, 응형 이 라이 , 

동  범  제어 등의 특수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Ⅱ장에서는 구 하고자 하는 디지털 크로스오버 시

스템의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구조와 사양에 해 

서술하 으며, Ⅲ장에서는 구 한 디지털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의 성능 결과에 해 논하 고, Ⅳ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Ⅱ. 디지털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디지털 크로스오버는 액티  스피커 시스템의 오디

오 입력신호를 필터링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1. 2-way 디지털 워 스피커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Fig. 1 System block diagram of a network based 
2-way digital powered speaker 

액티  스피커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디지털 크

로스 오버, 워 앰  모듈과 스피커 유닛으로 구성되

어있다. 디지털 크로스 오버 시스템은 이더넷 10/ 

100BaseT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크로스

오버의 컷오  주 수, 게인, 상 등의 다양한 시스

템 라미터를 원격으로 제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2.1 시스템 하드웨어

그림 2는 디지털 크로스 오버 기반의 네트워크의 

시스템 하드웨어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구성요소는 24비트/96kHz의 오디오 DSP, 마이

크로 로세서, 코덱, 이더넷 PHY 등이다. DSP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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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기능은 코덱을 거쳐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

지털화하여 디지털 오디오 알고리즘을 용하여 높은 

품질의 아날로그 출력을 얻기 하여 처리된 디지털 

신호를 코덱으로 출력하는 것이다. 

그림 3은 개발된 DSP 로토타입 실물사진이다.

그림 2. 네트워크 디지털 크로스 오버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2 Hardware block diagram of a network based 
digital crossover

그림 3. 네트워크 디지털 크로스 오버 모듈
Fig. 3 Hardware snapshot of a network based digital 

crossover

마이크로 로세서는 DSP 디지털 오디오 로세서

의 볼륨 크기, 크로스오버의 컷오  주 수와 같은 매

개변수를 조정하고, 이더넷 연결과 직렬통신을 통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기반의 디

지털 크로스오버는 2개의 아날로그 입력과 4개의 아

날로그 출력을 제공한다.

2.2 시스템 소 트웨어

네트워크 기반의 DSP 디지털 크로스오버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컴포 트로 구성되어 있다.

 8 밴드 라메트릭 EQ

 12 밴드 그래픽 EQ

 크로스오버 필터

 Delay

 Mute

 Compressor/Limiter

크로스오버와 EQ를 한 기본 필터는 bi-quad IIR 

필터이다. 그림 4와 수식 (1)은 bi-quad IIR 필터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차분방정식이다. 필터의 출력

()은 재의 입력()  이 의 입력()

과 피드백 된 이 의 출력()으로 결정된다. 이

러한 이유로 IIR 필터를 재귀필터라 하며 필터의 특

성은 입력계수(  )와 피드백계수(  )에 의해

서 결정된다.

 




 




  (1)

그림 4. Bi-quad IIR 필터
Fig. 4 Bi-quad IIR filter

크로스오버 필터는 그림 4와 같은 2～4개의 Bi- 

quad로 구성되어, Linkwitz-Rily, Buttorworth  

Bessel filter 등을 구 할 수 있으며, 12dB/oct～

48dB/oct를 제공한다. 

그림 5의 네모 블록 내와 같은 마이크로 로세서 

펌웨어는 필터 계수(∼)를 계산하여 DSP 로세

서의 계수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마이크

로 로세서 펌웨어는 게인 벨, 크로스오버 컷오  

주 수, 크로스오버 타입과 EQ의 각 밴드의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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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네트워크 기반 크로스오버의 펌웨어 
블록다이어그램

Fig. 5 Firmware block diagram of a network 
based digital crossover

frequency, boost 값 등의 디지털 DSP 크로스오버 알

고리즘 리미터를 계산하고 설정한다. 모든 설정 

리미터는 그림 6, 7과 같은 GUI 제어 로그램에 의

해서 수행된다.

GUI 제어 로그램은 도우 기반 SW로 개발되었

으며, 개발된 DSP보드의 음향 라미터 설정  상

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기능은 볼륨제어, 

EQ설정 크로스오버 주 수 설정, 오디오 신호 믹싱, 

Compressor/Limiter 설정 등 DSP의 모든 기능을 네

트워크를 통해서 제어 할 수 있다.

Ⅲ. 성능 테스트

구 된 DSP 보드의 오디오 성능은 주 수 응답, 

상 응답  혼선 등의 라미터를 가지고 측정된다.

오디오 로세서의 주요 성능 지표는 주 수 응답

(frequency response), 상 응답특성(phase response), 

혼선(cross-talk), S/N비 등이다. 개발된 DSP 보드의 

성능평가를 해 AP사의 오디오 분석기를 이용해 성능

을 측정하 다.

그림 6. 디지털 크로스오버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Fig. 6. Graphic user interface for digital crossover

그림 7. 볼륨제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Fig. 7. Gain control UI 

디지털 크로스오버의 상 응답특성은 그림 8과 같

이 주 수 1k～20kHz의 역에서 거의 선형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혼선 특성은 그림 9과 같이 가청주

수 역에서 100dB이하의 양호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

다. 디지털 크로스오버의 S/N vs. 주 수 특성은 그

림 10과 같이 S/N 비가 –90dB이하의 성능을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성능은 아날로그 시스템의 잡음에 비

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디지털 크로스오버의 상 응답
Fig. 8. Phase response of digital cross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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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 된 디지털 크로스오버의 성능은 그림 

8-10과 같이 상 응답, 혼선, 주 수  신호/잡음 

특성에서 문 오디오 제품의 니즈를 만족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디지털 크로스오버의 혼선
Fig. 9 Cross-talk of digital crossover

그림 10. 디지털 크로스오버의 S/N vs. 주 수
Fig. 10 S/N vs frequency of digital crossover

Ⅳ. 결 론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은 문 오디오 장치를 개발

하기 해 필수 인 기술이다.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 

크로스오버는 비용 효율 이고, 유지 보수가 쉽고, 아

날로그 간섭을 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빠른 개발

이 가능한 장 이 있다.

본 논문에서 DSP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한 액티

 스피커를 한 새로운 디지털 크로스오버 시스템

을 개발하 다. 크로스오버는 필터, 딜 이, 상 제어 

등 다양한 오디오 처리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인터넷 

연결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  원격 제어 기능을 제

공한다. 디지털 크로스오버 시스템의 성능 테스트 결

과 문 인 오디오 엔지니어링 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한 오디오 품질을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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