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1, No. 9, September 2018(pp. 1068-1075)

https://doi.org/10.9717/kmms.2018.21.9.1068

1. 서  론

최근 음향 전력 증폭기로는 전력 효율이 좋고 부

피가 작으며 가격도 저렴한 D 급 증폭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D 급 증폭기는 음향 신호를 PWM(pulse

width modulation; 펄스폭변조) 신호로 변환하여 트

랜지스터의 온-오프만으로 전력을 증폭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트랜지스터가 펄스에 의해 온-오프 상태

만 반복하는데, 온 상태에서는 트랜지스터가 포화 상

태에서 동작하여 트랜지스터의 이미터-컬렉터 사이

에는 0.1 V 정도의 전압만 걸리므로 10 A의 전류가 

흐르더라도 트랜지스터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1 W

밖에 되지 않고, 오프 상태에서는 이미터-컬렉터 사

이에 큰 전압이 걸리더라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전력 소모가 없어 전력 효율이 매우 높다. 또 펄스로

만 동작하므로 디지털 회로로도 대전력 증폭기를 구

현할 수 있어 비용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 하지

만 출력이 펄스 형태이므로 아날로그 신호를 분리하

기 위해서는 출력단에 필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대전

력 신호이므로 특성이 좋은 능동 필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피던스가 낮은 스피커를 구동해야 하므로 

RC 필터를 사용하기도 어려워 대용량 인덕터와 커

패시터로 저역 통과 필터 역할을 대신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조파의 제거 등이 완전하지 않아 전통적인 

입력 신호의 전치 보상을 이용한 D 급 음향 전력

증폭기의 스피커 전류 구동 방법

은창수†, 이유칠††

Method for Current-Driving of the Loudspeakers with Class D

Audio Power Amplifiers Using Input Signal Pre-Compensation

Changsoo Eun†, Yu-chil Lee††

ABSTRACT

We propose a method for driving loudspeakers from class D audio power amplifiers in current mode,

instead of in conventional voltage mode, which was impossible with the feedback circuitry. Unlike analog

audio amplifiers, Class D audio power amplifiers have signal delay between the input and output signal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apply the feedback circuitry for current-mode driving. The idea of the

pre-distortion scheme used for the compensation of the non-linearity of RF power amplifiers is adapted

to remedy the impedance variation effect of the loudspeakers for current driving. The method uses the

speaker model for the pre-distorter to compensate for the speaker impedance variation with frequency.

The simulation and test results confirms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Key words: Audio Power Amplifier, Voltage-Drive Mode, Current-Drive Mode, Loudspeaker Impedance

Variation, Class D Amplifier, Pre-Distortion

※ Corresponding Author : Changsoo Eun, Address:

(34134)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 +82-42-821-6864, FAX : +82-42-823-5586, E-mail

: eun@cnu.ac.kr

Receipt date : May 10, 2018, Revision date : Jul. 25, 2018

Approval date : Aug. 1, 2018

††Department of Radio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s

E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aidas Co., Ltd.

(E-mail: kaidasnet@naver.com)

※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069입력 신호의 전치 보상을 이용한 D 급 음향 전력 증폭기의 스피커 전류 구동 방법

아날로그 증폭기의 선형성을 능가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1-3]. D 급 증폭기의 선형성이 아날로그 

증폭기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용상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람들이 느끼는 음질이 증폭기의 선형성에 의해

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D 급 증폭기의 입출력 

특성의 비선형성을 보상하는 것은 어렵지만 음질을 

개선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선형성의 관점에서

만 판단한다면 진공관 증폭기도 트랜지스터 증폭기

보다 나을 것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트랜지스터 

증폭기의 음질보다 진공관 증폭기의 음질을 선호하

여 아직도 고가의 진공관 음향 증폭기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진공관 증폭기의 음질

과 트랜지스터 증폭기의 음질의 차이가 선형성에 기

인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커를 구동하는 방식의 차이

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4]. 그리고 

아날로그 증폭기에 대해 전압 구동 방식과 전류 구동 

방식을 비교한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5]. 아날로그 

음향 증폭기를 구현하여 청취를 통해 두 구동 방식의 

차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D

급 증폭기의 비선형성 보상보다는 스피커를 구동하

는 방식을 전압 구동에서 전류 구동으로 바꿈으로서 

청감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D 급 증폭기는 신호를 PWM으로 변환하는 과정

에서 입력 신호와 비교 출력 신호 사이에 지연이 발

생하여 아날로그 회로에서와 같이 되먹임 회로를 통

하여 전류 구동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3,6]. 되먹임 회로의 두 입력 신호의 시간 차는 시스

템의 불안정을 불러 일으켜 발진이 발생한다.

이 논문에서는 출력 신호의 되먹임 방식으로는 불

가능하던 D 급 증폭기에 의한 스피커 전류 구동을,

D 급 증폭기에 입력되는 신호를 전(前) 처리함으로

써 구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주파수에 따른 스

피커의 임피던스 변화에 관계없이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의 주파수 특성이 평탄하도록 D 급 증폭기에 입

력되는 신호의 전압 주파수 특성을 조절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장에서는 전압 구동 방식과 전류 구동 방식을 

비교하고, 이 논문에서 이용하는 전치 왜곡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3 장에서는 제안하는 방식에 대해 설

명하고 4 장에서는 모의실험과 구현 가능성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이며 5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이  론

2.1 전압 구동 방식

D 급 전력 증폭기는 입력 신호의 크기에 비례하도

록 펄스 폭을 변조하여 스피커를 구동하는데 폭이 

변조된 펄스는 전압이 일정한 파형이므로 스피커를 

구동하는 것은 전압이다. 펄스의 폭은 신호의 크기에 

따라 변하지만 펄스의 크기(전압)은 변하지 않는다.

전압이 일정하고 펄스 폭만 변조된 신호가 필터를 

거쳐서 스피커로 전달되므로 D 급 전력 증폭기는 전

압으로 구동된다고 할 수 있다. 즉, D 급 증폭기는 

스피커에 전달하는 신호의 전압 파형이 입력 신호의 

파형과 모양이 같은 전압 구동 장치이다. 하지만 스

피커는 음성코일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공기의 

압력 변화로서 소리를 재생한다. 음성코일은 전자기

력에 의해 움직이는데 전자기력 F는

  (1)

와 같이 주어진다. 식에서 B는 영구자석에 의한 자속

밀도이며 l은 자기장에 놓인 전류경로의 길이, i는 전

류를 나타낸다. 식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음성코

일을 움직이는 것은 전류이며 전압이 아니다. 따라서 

스피커의 진동막의 움직임이 신호의 파형을 따르도

록 하기 위해서는 신호의 파

형과 같은 전류를 흘려 주어야 한다[4]. 입력 신호 

파형과 같은 음성 코일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는 전압이 아니라 전류가 입력 신호의 파형과 같아

야 한다. 그런데 스피커의 입력 임피던스가 모든 가

청 주파수 대역에 걸쳐 일정하다면 전압으로 구동하

든 전류로 구동하는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소리가 동

일하지만, 문제는 스피커의 입력 임피던스가 주파수

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 일례로 아래 

Fig. 1은 데이턴오디오(Dayton Audio)社의 트위터 

스피커인 DC28F의 임피던스 특성을 가청 주파수 대

역에서 보인 것이다. 실선은 임피던스의 크기이고 점

선은 위상을 나타낸다. 700 Hz, 1.2 kHz, 10 kHz에서

만 공칭 임피던스인 8 Ω이 되고 저역에서는 5.4 Ω,

주 사용대역인 고역에서도 6 Ω에서 10 Ω까지 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피커의 임피던스가 주파

수에 따라 변화할 때 전압이 동일한 신호를 스피커에 

인가하더라도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는 스피커의 임

피던스에 의해 주파수에 따라 달라진다. Fig. 2에 

Fig. 1과 같은 임피던스 특성을 갖는 스피커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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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에서 동일한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주파수에 

따른 전류 변화를 보였다. 모든 주파수에서 1 V의 

진폭을 갖는 전압 정현파를 스피커에 인가하면 스피

커에 흐르는 전류는 임피던스의 변화에 따라 반비례

하여 흐르게 된다. 전류 주파수 특성에 따르면 400

Hz–2 kHz 대와 5 kHz 이상에서는 전류가 적게 흐

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피커의 음성 코일을 구동

하는 것이 전류라고 하면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의 

변화는 음성 신호의 선형 왜곡을 일으킨다.

2.2 전류 구동 방식

전통적인 아날로그 증폭기로 스피커를 전류 구동

하기 위해서는 되먹임 회로를 약간 수정하면 된다.

Fig. 3은 전통적인 전압 구동 연결 방식이고 Fig. 4는 

전류 구동 연결 방식이다[5]. Fig. 3의 전압 구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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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Ω

5.5Ω

6.0Ω

6.5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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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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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impedance variation of Dayton Audio DC28F-8 due to frequency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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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urrent frequency response of Dayton Audio DC28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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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voltage-drive audio power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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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피커의 + 단자에서 전압을 샘플하여 입력 전압

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0이 되도록 하여 스피커의 

+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이 입력 신호의 전압 파형과 

같도록 한다. Fig. 4의 전류 구동 방식은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를 저항 에서 전압으로 변환하여 입력 

신호 전압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0이 되 도록 함으로

써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 의 파형이 입력 신호 전압 

파형 와 같아지도록 한다. 그런데 되먹임 회로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증폭기에서의 신호 지연 

시간이 없어야 한다. 신호의 지연은 위상차로 나타나

고 위상차 180°가 되는 주파수가 생기면 그 주파수에

서 발진하게 된다.

D 급 증폭기는 입력 신호 전압을 PWM으로 변환

하는 과정에서 신호 지연이 발생하여 출력 신호와 

입력 신호의 비교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진의 위험성도 안고 있다. 따라서 신호의 되먹임을 

이용하는 Fig. 4의 증폭기 부분에 D 급 증폭기를 대

입하여 스피커를 전류 구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3 전치 왜곡에 의한 부하 변화의 보상

전치 왜곡은 시스템의 비선형성 보상에 이용하는 

방식 중의 하나인데, 이를 스피커의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를 보상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다[7-

9]. Fig. 5는 전치 왜곡을 이용한 비선형 시스템의 보

상 개념을 보인 블록도이다. 전치왜곡보상기(Pre-

distorter)의 입출력 특성은 비선형시스템(Non-lin-

ear System)의 특성의 입출력 특성과 역함수 관계를 

갖는다. 입력 신호를 왜곡이 일어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미리 왜곡을 시켜 놓으면 비선형시스템을 

통과하면서 왜곡이 제거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비선

형시스템의 보상에서는 신호의 레벨이 매우 중요하

여 전치왜곡보상기와 비선형시스템의 위치를 바꾸

면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비선형시스템의 뒤에

서 비선형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보상기의 입출력 보

상 특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5]. 이점이 비선

형시스템의 전치왜곡보상기의 설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형 왜곡에 대한 보상기는, 보상하

고자 하는 시스템의 앞뒤 위치와 상관없이 동일한 

입출력 특성을 갖는다.

3. 제안하는 방법

주파수에 따라 스피커의 임피던스가 변화하여 입

력 신호의 전압 파형과 스피커를 구동하는 전류 파형

이 달라져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왜곡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두 파형이 같아지도록 스피커의 임피던

스 변화를 보상하면 된다. 이 논문에서는 스피커의 

임피던스의 변화에 따라 입력 신호의 전압 파형을 

전치왜곡(pre-distort)하여 임피던스의 변화를 보상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Fig. 5에 비선형 시스템의 비선형을 보상하는 전

치왜곡의 개념도를 보였다. 비선형시스템(Non-lin-

ear System)의 비선형 함수 의 역함수    를 갖

는 비선형 시스템인 전치보상기(Pre-distorter)를 보

상하고자 하는 비선형 시스템의 앞에 설치함으로써,

미리 왜곡된 신호 가 비선형 시스템의 비선형 

에 의해 다시 왜곡이 되면 비선형성의 효과가 상쇄되

어 종합적으로는         

가 되어 선형 시스템처럼 동작하도록 한다. 전치왜곡

은 시스템이 비선형이고 입력 신호 와 출력 신호 

가 모두 전압이거나 전류인 동일한 종류의 신호

이고 주파수에 따른 시스템의 특성 변화가 없으므로 

i
v

A
o

v

o
i

f
R

Fig. 4. The current-drive audio power amplifier.

( )y t( )x t( )y t( )x t  
( )v t( ( ))g x t

( ( ))f v t

Fig. 5. Concept diagram of the compensation of the non-linear system using a pre-dist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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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영역에서의 파형만을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이 

논문의 목표는 입력 신호의 전압 파형과 출력 신호의 

전류 파형이 같도록 하는 것이고, 입력 전압과 출력 

전류의 파형이 다른 이유는 주파수 영역에서 (시스

템이 아니라) 부하의 임피던스가 상수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즉, 시스템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

하의 주파수 특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아날로그 

증폭기의 경우는 Fig. 4와 같이 출력 전류 파형을 되

먹임 함으로써 회로 증폭기의 출력 임피던스를 크게 

하여 주파수에 따라 부하의 임피던스가 변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 기법을 사용하려

면 입력 전압과 출력 전류 파형 간에 시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시간 차이가 있을 경우 시스템이 

불안정해져서 발진하기 때문이다. D 급 증폭기는 입

력 전압을 PWM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시간 지연

이 발생하여 입력 전압과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 사이

에는 시간 차이가 생긴다. 입력 파형과 출력 파형 사

이에 시간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되먹임 기법을 사용

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입력 전압이 부하의 임피던

스 변화에 따라 미리 함께 변화하도록 함으로써 임피

던스의 변화에 의한 전류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Fig. 6에 전치 왜곡 기법을 적용한 D 급 증폭기의 

전류 구동 방식의 개념도를 보였다. 여기서 D급 증폭

기(Class D Amplifier)의 전압 주파수 특성은 가청 

주파수 대역에서 평탄하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은 대

부분의 음향 증폭기가 만족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것

은 아니다. 전류 주파수 특성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

서는 스피커의 임피던스 특성 곡선과 같은 전압 주파

수 특성을 갖는 보상 회로를 입력 신호원과 증폭기 

사이에 삽입하여 스피커의 임피던스 특성을 보상하

면 된다. 즉 스피커의 임피던스가 높아지는 주파수에

서는 입력 신호 전압을 임피던스의 증가에 비례하도

록 증폭하고, 스피커의 임피던스가 낮아지는 주파수

에서는 입력 신호 전압을 같은 방식으로 낮아지게 

하여,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는 주파수에 상관없이 일

정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Fig. 6에서 입력에 가청 

주파수 대역의 신호  가 인가되면 이 신호는 스피

커와 주파수 특성이 동일한 스피커 보상부 (Speaker

Compensator)를 통해 주파수 특성이 변화된다. 스피

커의 주파수 특성과 동일한 주파수 특성을 갖는 스피

커 보상부의 주파수 특성 를 

  ⋅ (2)

라고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상수를 나타내며 

단위는 Ω-1이다. 그러면 주파수 보상부의 출력 신호

는 는 주파수 영역에서

  ⋅⋅  (3)

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D 급 증폭기에서는 주파수 

특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전력만 증폭된 신호 

 가 스피커에 인가된다. 그러므로 

   ⋅ (4)

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는 단위가 없는 상수이

다. 스피커 입력단에 인가되는 신호  는, 주파수 

분포는 전치 왜곡된 신호 의 주파수 분포와 같고 

전력만 다르다. 이 주파수 분포는 전압 신호의 주파

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고 전류 신호  는 

  

 
(5)

가 된다. 그런데  가 주파수의 함수이므로 주파수 

영역에서는

  

 
(6)

가 된다. 식 (3), (4)에 의해  는

( )
i

V f

( )
i

v t
( )

c
v t

( )
c

V f ( )
o

I f

( )
o

v t

( )
o
i t

( )
o

V f

)( ) / (( )
o o

f V f IZ f 

f f f f

f( )Z f

Fig. 6. Concept diagram of compensation of the speaker impedance variation with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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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가 되므로 식 (7)을 식 (6)에 대입하면

   ⋅⋅  (8)

가 되어  는  와 같은 모양의 주파수 분포를 

갖게 된다. 즉,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의 주파수 분포

와 입력 전압의 주파수 분포가 같아진다.

되먹임을 사용할 경우 비교 회로에 입력되는 두 

신호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면 시스템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제안하는 방식은 되먹임

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다. 스피커 보상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지연은 

음원에서 나오는 신호와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성 신

호의 시간차로 나타나지만 이 두 신호가 되먹임의 

비교 회로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발

생하지 않는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모의실험에서는 스피커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Fig. 7에 모의실험의 개념도를 보였다. 개념도에서 

D 급 증폭기가 빠진 것은, 증폭기는 주파수 특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력만 증폭하기 때문이

다. 두 번째 단은 첫 번째 단에서 반전된 이상을 다시 

한 번 더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모의실험에 사용된 스피커 모델(Loudspeaker Mo-

del)은 스피커 제작사에서 제공한 스피커의 파라미

터들과 임피던스 특성 곡선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수동 소자들로 데이톤오디오의 우퍼 DSA175-8과 

트위터 RS28F-4의 스피커 드라이버의 모델을 구성

하였다[4]. 그리고 1.5 kHz 크로스오버 네크워크를 

설계하여 스피커 모델을 완성하였다. Fig. 8에 크로

스오버 네트워크를  포함한 스피커의 모델을 보였다.

L1, C1, L2, C2, R2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구성한

다.

5.4  

1
R

2
R

3
R

1 k 

1 k 

( )
i

v t
( )

c
v t

( )
o

v t

( )
o
i t( )

i
V f

( )
c

V f

( )
o

V f

( )
o

I f

Fig. 7. Simulation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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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wo-way loudspeak model including a crossove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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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험에서는 스피커(Loudspeaker)와 스피커

모델(Loudspeaker Model)로 모두 Fig. 8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모의실험에는 리니어 테크놀로지 사에

서 제공하는 무상 모의실험 도구인 LTspice를 사용

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각 부분에서의 주파수 분포

(또는 응답 특성)를 Fig. 9에 보였다. 실선은 진폭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고 점선은 위상의 주파수 특성

을 나타낸다. 스피커의 임피던스 보상 후의 신호 전

압 주파수 분포 와 스피커에 입력되는 신호의 

전압 주파수 분포  는 가청 주파수 대역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 스피커에 입력되는 신호의 전류 주

파수 분포  는 1 MHz 이상까지 매우 평탄한 특성

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D 급 증폭기에 의한 스피커 전류 

구동 방안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Fig. 7의 모의

실험도의 스피커모델(Loudspeaker Model)과 스피

커(Loudspeaker)에 동일한 실제 스피커를 연결하여 

Fig. 10과 같이 청취 실험을 시행하였다. Fig. 10에서 

‘보상용 스피커’는 Fig. 7의 ‘스피커모델(Loudspeaker

Model)’에 해당하고, Fig. 10의 ‘출력용 스피커’는 

Fig. 7의 스피커(Loudspeaker)’에 해당한다. 시험 결

과 전류 구동 특유의 음질을 확인할 수 있어 모의실

험 결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Fig. 7의 스피커모델(Loudspeaker Model)에 위의 

실험에서와 같이 실제 스피커를 사용할 수는 없으므

로 스피커를 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스피커를 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아날로그 방

식으로는 모의실험에서와 같이 RLC를 이용한 등가

회로 모델링, 디지털 방식으로는 지연 소자와 가중치 

조절을 통한 선형 시스템 모델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스피커의 경년 변화에 적응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적응형 모델링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결  론

신호처리에 의한 지연시간으로 D 급 음향 전력 

증폭기는 스피커를 전류 구동하기 위한 되먹임을 적

용하기가 어렵다. 여기서는 스피커 임피던스의 주파

수 변화를 보상하는 회로를 증폭기의 앞에 설치함으

로써 스피커에 전달되는 전류의 주파수 특성이 평탄

하도록 할 수 있음을 모의실험과 실제 실험을 통하여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스피커의 임피던스 주파수 특

성을 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면 저렴하고 

효율이 좋은 D 급 음향 증폭기를 통해서도 풍부하고 

따뜻한 음향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스피

커의 임피던스 주파수 특성 모델링 방안으로는 RLC

회로 모델링, 디지털 필터를 이용한 모델링 등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각 스피커마다 다른 특성을 스피커

별로 보상 회로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지만 스피커와 

( )
c

V f

( )
o

V f

( )
o

I f

Fig. 9. Simulation results that shows the signal spectral distribution (or frequency response) at the check points.

Fig. 10. Experimental setup for verifying the pre-dis-

tortio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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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기가 일체가 되는 능동형 스피커(active speak-

er) 시스템 등에서는 특정 스피커의 특성을 미리 파

악하여 모델링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스피

커가 특정되지 않는 음향 시스템에서는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의 하나인 적응형 시스템 식별(adative

system identification)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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