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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피커로 더 잘 알려진 음성 인식 스피커가 매우 인기
많은 소비자 제품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장 연구 회사인 eMarketer에 따르면, 2017년에 3500만 6000명의 미국 소비자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성 인식 장치를 사용했으며, 이는 연 50%의 성장률입니다.
향후의 시장 전망 또한 낙관적입니다. Juniper

Research는 Amazon Echo, Google Home, Apple
HomePod, Sonos One과 같은 스마트 장치가

2022년까지 대부분의 미국 가정에 설치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또한 7000만 가구가 한 대 이상의 스마트

스피커를 사용하여 총 설치 기기 수가 1억 75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는 2014년 11월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 카테고리라는 점에서 특히 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하게 생긴 장치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인터넷 인터페이스와 결합된 것 외에도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마트 스피커에는 여러 개의 정교한

통합 회로(IC)로 구현되는 다양한 전자 기능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된 제품으로 스마트 스피커 시장에

그림 1. 미디어 플레이어로서, 스마트 스피커는 품질이 좋은

사운드를 제공하는 동시에 단순하고 세련되어야 합니다. 스마트
홈 허브로서, 정확한 음성 인식 및 가정의 모든 스마트 장치에
대한 연결을 제공해야 합니다.

진입하는 OEM은 무엇을 어떻게 포함할지, 저전력의

소형 장치에 대해 어떤 장단점이 수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스마트 스피커가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이고, 가정에서

스마트 스피커를 현실화하기

어떻게 사용될까요? 가장 간단히 말하자면, 최종

스마트 스피커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매우 많은 양의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인식해서 디지털화하고 이

회로가 필요합니다. 이는 아날로그 디지털, 혼합

결과를 웹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송하여 해석한

신호, 전원 관리 서브시스템, 인터페이스 등의 복잡한

다음 명령에 따라 행동하거나 결과에 따라 응답하는

모음입니다(그림 2).

방식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응답합니다. 또한 스마트

마이크의 개수와 유형, 오디오 출력과 스피커, 전원

스피커는 웹 또는 Bluetooth® 연결 장치의 오디오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무선 연결 등 해결해야

콘텐츠를 검색하고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1에서

할 설계 문제가 많습니다. OEMs의 경우 첫 번째

보여주듯이, 다수의 스마트 스피커는 이제 조명, 문,

질문은 오디오 디코딩 및 신호 처리를 위해 Wi-Fi® 및

잠금 장치,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가정의 다른 장치와

Bluetooth 라디오를 마이크로컨트롤러(MCU) 또는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맞춤형 전원 관리 IC(PMIC)와 결합한

OEM이 자사 제품을 차별화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단순

시스템 온칩(SoC)을 포함하는 "블랙 박스" 칩셋을

이 사이클 때문만은 아닙니다. 집 전체 내에서 또는 방

사용할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이 "미리 준비된"

내에서 단일 미디어 및 홈 자동화 허브로서 액세스와

솔루션으로는 제품을 그다지 차별화할 수 없습니다.

정보의 흐름을 선점하려는 경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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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설계 영역 및 과제 몇 가지를 살펴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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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I의 스마트 스피커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마이크

비교했을 때, 디지털 마이크는 주어진 마이크 내부의

ADC에 포함된 변환기 사이즈 제한과 통합 ADC 자체의

마이크 기술을 선택할 때 장단점이 명확하지 않을 수

성능 제한에 대해 신호 대 잡음 비율(SNR)과 동적

있습니다. 다음 옵션 간의 선택입니다.

범위가 낮습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마이크는 약 65dB

• 통합 전치 증폭기를 지원하는 미세 전자 기계

의 SNR과 104dB의 동적 범위를 제공하며 ADC가

시스템(MEMS) 기반 "아날로그" 마이크. 포맷된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터링과 오버샘플링을 통해 SNR

디지털 코드를 SoC로 출력하는 외부 24비트 오디오

과 동적 범위를 강화할 수 없습니다.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ADC)와 페어링됨.

반면에 아날로그 마이크는 외부 ADC와 통합되어

• MEMS 기반 "디지털" 마이크. 포맷된 디지털 코드를

있으므로 최대 120dB의 SNR 및 동적 범위(둘 모두

생성하기 위해 추가 필터링을 필요로 하는 펄스 기간

ADC에서 유사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외부 ADC

모듈레이션(PDM) 디지털 비트 스트림을 출력하는

는 종종 높은 오버샘플링 기능과 함께 3차 또는 4

통합 싱글 비트, 1차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 ADC를

차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를 사용하는 멀티 채널

지원함. 음성 인식에 특화된 SoC 또는 디지털 신호

정밀 오디오, 24비트 ADC입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처리기(DSP)가 이 필터링을 다뤄야 합니다. 독립형

가능한 복잡한 디지털 데시메이션 필터, 구성 가능한

음성 DSP는 SoC에서 상당한 처리 부하를 덜지만,

자동 게인 제어 기능을 갖춘 PGA, 추가 잡음 필터링

비용이 추가됩니다.

및 이퀄라이제이션을 위한 미니 DSP를 통합합니다.

디지털 마이크는 아날로그 마이크보다 비싸지만

일반적인 혼잡한 방 또는 음악이 재생되고 있는

아날로그 마이크는 SoC 앞에 추가 ADC가 있어야

방의 주변 사운드 레벨이 쉽게 60dB이 된다는 점을

합니다. 별도의 ADC가 있는 아날로그 마이크와
스마트 스피커 기본 사항: 설계 장단점 따져 보기

고려하면, 디지털 마이크의 동적 범위가 더 낮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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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명령이 주변 사운드보다 훨씬 높지 않은 이상

Crystal
24.576 MHz

음성 명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PCM1864
(Master mode)

Microphone
5—8

PCM1864
(Slave mode)

LRCK

스피커에 더 많은 마이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넓은 관점으로 봤을 때 104dB~120dB의 동적 범위에는
놀라운 이점이 있습니다. 동적 범위가 6dB 향상되면
음성 인식 범위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범위를 늘려도 실용적이거나 유용하지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 동적 범위가 많아집니다. 14dB

DOUT2

DOUT1
DOUT2

그림 3. 원형 마이크 보드 레퍼런스 설계.

의 동적 범위를 추가하면 필요한 마이크 개수를 줄여서

스피커 증폭기 및 전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마이크를 추가하는
것은 비용이 더 들 뿐만 아니라, 각 마이크를 SoC에

스피커 증폭기의 경우 출력 전력(일반적으로

페어링하기 위해 세 개의 신호 트레이스(데이터 및

5W~25W), 전력 소모, 열, 크기, 스피커 보호 및 사운드

클록)을 라우팅하여 복잡성이 증가함으로써, 그리고

정확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SoC 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PDM 입력 개수에 의해

하나의 중간 범위 스피커 및 우퍼가 있는 단순한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쌀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스피커는 좋은 사운드를 제공하지만, 최신 오디오 처리

각 트레이스가 잡음을 내거나 방사할 수 있다는 사실로

기술이 결합된 다중 스피커는 360도 오디오 경험을

인해 전자기 간섭이 큰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 디지털 마이크의 클록 라인은 라우팅 및 지터와

일회성 룸 보정을 구현하여 스피커의 스펙트럼 특징을

관련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아날로그

튜닝하고 최적으로 일치시키거나, 사운드 영역 내의

마이크에는 신호 추적 라우팅에 대한 공통 모드 제거를

움직임을 보완하는 더 복잡한 적응형 튜닝 접근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TI PurePath™ 콘솔 그래픽 개발

지원하는 차동 출력이 있습니다. ADC는 또한 각

마이크에 대한 바이어스 전원을 제공하여 어레이의

제품군은 간단한 일회성 튜닝으로 인상적인 결과를

파워 트리 복잡성을 줄입니다.

제공합니다.

아날로그 마이크와 고정밀 ADC를 사용했을 때

소비 전력 및 열 측면에서 지속적인 전력 드레인을

증가하는 마이크 범위 및 민감도의 조합은 비용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접근 방법은 증폭기 펄스폭 변조

복잡도를 줄일 뿐 아니라 다양한 잡음 환경에 걸쳐

방법을 어댑티브 전원 공급 장치를 결합하여 스피커의

해결하기 어려운 명령 인식 오류를 크게 줄입니다. 2

전력 요구 사항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가변(

세대 스마트 스피커가 출시됨에 따라 이 오류율은 점점

고정되지 않음) 클래스 D 출력에 대해 스위칭 주파수를

더 중요한 시장 차별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오디오 콘텐츠에 기반하여 주파수를

멀티 마이크 설계와 음성 인식 도입에 관한 한 휠을

변경합니다. 즉,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스위칭이

재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TI의 PCM1864 기반

많아지고, 콘텐츠가 적어질수록 스위칭이 적어집니다.

원형 마이크 보드(CMB) 레퍼런스 디자인(그림 3에

효율성을 추가하기 위해 콘텐츠에 따라 증폭기의 출력

표시)은 2개의 4채널 오디오 ADC를 사용하여 최대 8

전원 공급 장치 전압을 동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개의 아날로그 마이크 어레이와 연결되며, 잡음이

이러한 기술을 엔빌로프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이

있는 환경에서 명확한 사용자 음성 명령을 추출할 수

기술은 음악에 전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특히 베이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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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T1

BCK

최종 사용자가 마이크에 더 가깝게 가야 하거나 스마트

Microphone
1—4

많은 부분(신호 콘텐츠에 피크가 많은 경우)에서만

오디오 콘텐츠를 추적하고 전압(출력 전력)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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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입력, 클래스 D, IV 감지 오디오 증폭기

3.3 V

VBAT

TL760M33

스테레오 평가 모듈 레퍼런스 디자인(그림 4에 표시)
은 다중 포켓의 디지털 입력을 받아들이고 고품질

오디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클래스 D 토폴로지에

3.3 V 1.0 V

정확도 및 성능의 저하 없이 다양한 출력 범위에

SDZ

걸쳐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추가 기능이 포함되어

SDZ

있습니다.

TPS62085

1.0 V

I2C

VBAT

1.8 V

Level shift
SN74AVC4T774
TCA9406
SN74AVC2T244
LVC1G12

1.8 V

SDZ
I2S

TAS2770

I2C

I2S
VBAT

I2C

전원 관리

1.8 V

TAS2770
JUMPER
CTRL

대부분의 전자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전력 관리는

시스템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궁극적인

ADDRESS CTRL
SN74LVC266

그림 4. 스테레오 평가 모듈 레퍼런스 디자인.

목표는 더 적은 열을 방출하는 전력 효율성을 제공하여

어댑터가 더 널리 사용됩니다. 이 주 전원은 저전력

더 작고 비용이 낮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피커용 마이크로 USB 커넥터를 통해 공급되거나

휴대용 시스템의 경우 배터리 작동 시간을 늘리는

고전력 스피커용의 더 간단한 최신 USB Type-C™를

것입니다. SoC 및 Wi-Fi 칩셋에 전용 PMIC가 번들로

통해 공급되어 기존의 대형 벽면 AC/DC 어댑터 및 원형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만, 여전히 DC/DC 컨버터, 저손실

잭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댑터의 전력 수준은

레귤레이터 및 전압 통제기를 사용하여 시퀀싱과 같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USB Type-C를 도입하려면

기능을 수정하고, 보드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잡음 및/

스피커에서 어댑터로의 일정 수준의 핸드셰이킹이

또는 비용을 줄이는 개별 구현의 공급기 유연성 및 추가

필요하거나 통합 과전류 및 과전압 보호 기능을 갖춘

보드 레이아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기 또는 입력 USB 전류 제한 스위치를

또한 고정된 통합 솔루션이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더

사용해야 합니다.

낮은 정동작 전류로 작동하는 것 또는 더 높은 스위칭

휴대용 스피커의 경우 전원 경로 보호라고 불리는

주파수(예: 1.4MHz~4MHz)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술을 통해 외부 AC/DC 벽면 어댑터로 배터리를

고정된 통합 솔루션이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설계를

충전하는 동시에 통합 레귤레이터를 통해 스피커에

최적화하여 소형 인덕터의 필요성에 따라 더 작은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12V 또는 18V와 같이

풋프린트를 달성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펄스

더 높은 스피커 증폭기 전원 레일이 필요한 경우,

스킵 또는 에코 모드를 사용하여 낮은 부하에서 전력을

한 가지 옵션은 8V의 이중 셀 배터리를 사용한 다음

절약하는 동시에 20kHz 미만에서 전환(가청 잡음이

스피커 증폭기에 필요한 만큼 높이는 것입니다. 배터리

생길 수 있음)하지 않음으로써 오디오 대역에 간섭하지

충전기는 입력을 더 높은 배터리 전압까지 늘려야 하며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스템 입력 전압

(어댑터 출력이 5V인 경우), 피크 전력 상황에서 더

유연성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폭기에는 내부

높은 전압을 달성하기 위해 스피커 증폭기 레일에 대한

전원 공급 장치 또는 외부 전원 어댑터에서 제공되는

추가 부스트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휴대용 스마트

12V~24V 전원 공급이 필요합니다.

스피커 시스템에는 낮은 대기 전력 등급 및 배터리가

내부 AC/DC 공급 장치는 주 전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단일 전원일 때 충전 사이클 간에 더 긴 런타임을

필요한 스피커 전력에 따라 12V 또는 5V의 AC/DC벽면

스마트 스피커 기본 사항: 설계 장단점 따져 보기

I2S

MUX
SN74CBQ3257

1.8 V

VBAT

3.3 V

XMOS

TPS73618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강압 컨버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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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가 전력 소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증폭기의 요구 사항과 밀접하게 통합된 전원 공급

6-8.4 V
Battery

장치는 전력 및 비용 효율적인 설계를 갖추게 됩니다.

VIN

TPS61178 Boost
converter

VO
10-18 V

Power Amplifier
TPA3128D2

오디오 전력 증폭기를 위한 엔빌로프 트래킹 전원

공급 장치 레퍼런스 디자인(그림 5에 표시)은 이러한
솔루션의 좋은 예입니다. 이 디자인은 5.4V~8.4V의

OPA4377
(Operational
amplifier)

입력 전압 레일에서 작동하며 8Ω 부하에 2×20W를

제공합니다(7.2V 레일 사용). 또한 오디오 신호의 피트
간 엔빌로프에 따라 출력 전압을 변경함으로써 출력

Envelope
audio signal

Audio
signal

전압 범위에 걸쳐 높은 효율성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오디오 콘텐츠에 따라 전력 증폭기의 전원 공급을

그림 5. 엔벨롭 트래킹 전원 공급 장치 레퍼런스 디자인.

동적으로 조정하여 전력 소비를 최적화합니다.

해당 패널 푸시 버튼은 비싸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고장이 발생하기 쉽고 단일 기능으로 제한됩니다. 최종

스마트 스피커의 시장 차별화에 있어 HMI(Human

사용자는 동작(위로, 아래로, 스크롤)을 하기 위해 이

Machine Interface)가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버튼을 '길게 눌러야' 하는데, 이는 스마트폰의 시대에

원하는 최종 사용자 경험에 따라 어떤 유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인터페이스는

VCC

저비용의 단순한 버튼과 단일 표시기 LED부터

VLED

회전 LED, 소형 LCD 디스플레이, 터치 입력 및 햅틱

VCC
EN

피드백을 제공하는 LCD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지

CH1

SDA

다양할 수 있습니다.

SCL

패턴으로 움직이는 색상을 생성하여 최종 사용자

VCAP

CH2

ADDR0

LED는 상태를 알리는 데 사용되며, 최근에는 다양한

ADDR1

경험을 향상합니다. 더 간단한 시스템은 단일 색상 LED

LP5024
CH21
CH22

IREF

를 사용하지만 대다수는 빨간색-녹색-파란색(RGB)

GND

LED를 사용합니다. 멀티컬러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CH23

VCC

RGB LED을 얼마나 많이 포함할지, 시스템 프로세서,
MCU 또는 통합 LED 엔진이 탑재된 최신 다중 LED

SDA
SCL

드라이버 중 무엇으로 이 LED를 제어할지를 결정해야

MCU

ADDR

하며, 각 선택에는 비용, 전력, 시스템 부담 장단점이

VCC

OPT3001
GND

VCC

따라옵니다. 통합 LED 패턴 엔진을 사용하면 이 엔진이

VLED

패턴 생성을 관리하고 RGB LED의 어레이를 구동하여

VCC

CH0

EN

프로세서 또는 MCU가 저전력 유휴 모드로 전환됐을

CH1

SDA

때에도 프로세서의 부하가 줄어듭니다.

VCC

SCL

CH2

ADDR0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LED 링 조명 패턴

ADDR1

레퍼런스 디자인은 통합 LED 엔진과 새로운 멀티채널

LP5024
CH21

VCAP

RGB LED를 사용하여 멀티컬러 RGB LED 링 패턴

CH22
IREF

서브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GND

주변광 센서 IC를 사용하면 LED 밝기를 자동으로

CH23

그림 6. 다양한 LED 링 조명 패턴 레퍼런스 디자인.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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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떨어지고 반직관적인 작동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전식 터치 인식 표면은 더 많은 상호 작용을 지원하고

MSP430F5529
LaunchPadTM kit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합니다.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지 않으며, 동일한 표면에서 최종 사용자의

I2C

USB

근접도를 감지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백라이트를 활성화합니다. 터치 인식 표면은

단순한 푸시 대신 "스와이프" 또는 "스핀"을 지원하여

I2C

더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고, 스마트

CAPT-FR2633
CapTIvate MCU
board using the
MSP430FR2633

스피커를 차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하게

설계된 정전식 터치 컨트롤러는 플라스틱, 유리, 금속

USB HID
keyboard interface
Favorite music
player

TIDM-02004
Gestures converted to
keyboard commands

등 다양한 표면에서 작동하며, 스피커 케이스 표면과
동일한 높이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용 제스처 기반 정전식 터치 인터페이스

CAPT-BSWP

레퍼런스 디자인(그림 7에 표시)은 TI의 정전식 터치

board

MCU를 사용하여 스마트 스피커용 멀티 제스처 정전식
터치 인터페이스를 위한 사용하기 쉬운 평가 시스템을

그림 7. 제스처 기반 정전식 터치 인터페이스 레퍼런스 설계.

제공합니다. 이 설계는 탭, 스와이프, 슬라이드 및 회전
제스처를 지원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으면 메시가 자동으로 다른

무선 연결

스피커를 주인으로 지정합니다. 멀티 스피커 메시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과제는 동기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그대로 박스 밖에서의 문제가

메시 네트워크의 Wi-Fi 컨트롤러에는 사용자가 불만을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으면 스마트 스피커는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동기화 체계가 있어야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속도 요구

합니다.

사항 및 전력 제약 조건에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과 관련된 설계 결정이 있습니다.

배터리로 구동되는 휴대용 스피커는 Wi-Fi 클라우드

연결을 근처 모바일 장치로 오프로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피커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식은 Wi-Fi를 통해 직접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접 클라우드 연결을 위해 모바일 장치에 연결하거나

IEEE 802.11n의 대역폭은 충분하고도 남으며, 멀티룸

모바일 장치에 저장된 콘텐츠를 들으려면 Bluetooth

무선 스피커 메시 연결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Wi-Fi

저에너지의 대역폭 제한 및 전력 체계로 인해 오디오

전력 증폭기가 매우 많은 전력을 소모하며 배터리로

콘텐츠를 스트리밍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결에

작동하는 스마트 스피커의 재생 시간을 제한할

Bluetooth 클래식(또는 Bluetooth BR)이 필요합니다.

수 있습니다. 이 이유로 인해 Wi-Fi 지원 스피커는

Bluetooth 클래식과 함께 사용될 때 Bluetooth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매립식 콘센트에 직접 꽂아

저에너지는 장치 간 통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되거나 AC 어댑터와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홈 자동화는 현재 많은 가정에서 별도의 개체로

더 많은 방에서 사용하거나 더 나은 스테레오 음질을

존재하는 또 다른 기능으로, Wi-Fi를 통해 인터넷에

얻기 위해 여러 개의 스마트 스피커 제품을 사용하려고

연결되고 Zigbee®, Thread, Z-wave와 같은 표준에

하는 최종 사용자는 메시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의해 구현된 홈 자동화용으로 설정된 무선 메시

위한 IEEE 802.11n/s 지원이 필요합니다. 메시

네트워크를 통해 특수 조명 및 서모스탯에 연결되는

네트워크에서는 하나의 스피커가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독립형 서브입니다. 이 추가 독립형 서브가 구현된 한

나머지 스피커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

스마트 스피커는 인터넷을 통해 홈 자동화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스피커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이 스피커가
스마트 스피커 기본 사항: 설계 장단점 따져 보기

데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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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종 사용자가 이 추가 무선 서브를 구입해야

인포메이셔널/엔터테인먼트 장치에서도 추가적인

전력 증폭기와 함께 멀티밴드 무선 MCU를 추가하는

요청되고 표시되는 방식은 개인적인 휴대용 스마트폰

하는 필요성을 없애기 위해 스마트 스피커는 통합 RF
단순한 방식으로 홈 자동화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선 MCU는 프로토콜 스택의 처리를 다루고

라디오를 제어하여 주로 사용되는 장거리 홈 자동화

프로토콜(2.4GHz 및 Sub-1GHz 대역)을 통해 통신을
활성화하는 동안 기존 SoC 또는 Wi-Fi 네트워크

프로세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Wi-Fi와

Bluetooth도 2.4GHz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합

무선 MCU에 내장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을
통해 공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래를 들여다보다

미래의 스마트 스피커는 더 독립적인 오디오 전용
제품이 될 것입니다. 평면 TV가 점점 더 얇아짐에

따라 TV의 스피커도 더 작아져야 하는데, 이는 TV의

사운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평면

TV의 사운드를 향상하는 사운드바가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을 추가하는 것은 사운드바 발전의
분명한 다음 단계입니다.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스마트 사운드바는 TV에

연결된 하나의 HDMI 케이블로 무선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셋톱박스를 통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TV

가 매우 큰 디스플레이 모니터 역할을 합니다. 평면
TV가 점점 더 얇아짐에 따라 TV 제어 회로 및 전원

공급 장치도 스마트 사운드바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피커와 스마트 사운드바가 종합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허브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홈 자동화를 위한 추가 연결과 함께, 이러한

장치들은 스마트 홈을 위한 자동화 허브가 되기 위한
경쟁 또한 펼치게 됩니다.

또 다른 추가 기능은 스마트 스피커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추가하는 것은 스마트 스피커 기능의
자연스러운 확장입니다. 자동차에서 중앙 콘솔
디스플레이가 확산되고 있듯이, 소비자들은 홈

시각적 경험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콘텐츠가

또는 태블릿 경험과는 다를 것입니다. 음성 명령이

콘텐츠 및 제어를 요청하는 주요 모드이므로,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간소화된 검색 및 제어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터치 상호
작용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면서 표시된 이미지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멀리서 보기에 적합한 충분히 큰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스마트 스피커와 상호 작용할 때

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고 더 생생한 시각 콘텐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디스플레이 기능으로 스마트 스피커는 거실의
스마트 사운드바에 일부 기능을 양보하면서 거실 외의
영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피커는 모든
표면에 큰 디스플레이를 생성하는 TI DLP® 기술을

사용하여 통합 LCD 화면부터 더 큰 초단초점 고해상도
프로젝터에 이르기까지 더 작은 개인용 디스플레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방이나 거실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영역 근처에 위치한 스마트

장치는 미적으로 보기 좋아야 하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태블릿 크기 또는 더 큰 평면 디스플레이의
추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늘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기술은 최종 사용자가
스마트 스피커에 정보(날씨, 레시피, 교통 상황 등)를
물을 때 더 뛰어난 대화형 환경을 제공하고, 익명의
음성에 얼굴을 부여합니다. 이 방식으로 가정에서
스마트 스피커의 역할과 중요성은 계속 변화하고

커져서 설계자가 새로운 트렌드를 시작하고 설계를
차별화하는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자세한 정보

• TI의 스마트 스피커용 솔루션 및 디자인 리소스를
만나 보십시오.

알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및 이 문서에 기술된 자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는 TI의 판매 표준 약관에 의거하여 판매된다. TI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제품을 주문하면 된다. TI는 애플리케이션 지원, 고객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제품 설계, 소프트웨어 성능
또는 특허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른 모든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출판물은 TI가 승인, 보증 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플랫폼 바, PurePath, LaunchPad 및 CapTIvate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상표이며 DLP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등록 상표입니다. 모든 다
른 상표는 각 소유주의 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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