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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연구되어 발표된 하나의 선을 사용하여 여러 채 의 음향 신호를 송하는 기술인 다채  직렬연결 스피커 시스템에 

USB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PC 환경에서 보다 많은 채 의 음향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 다. USB 호스트에서 음원 일을 

분석하고 처리한 후 송 알고리즘에 맞게 패킷을 생성하여 오디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송한다. 각 스피커에서는 해당하는 디지털 신호만을 

검출하여 처리한 후 DAC를 통해 음향을 재생한다. 사용자는 PC에서 시스템을 GUI 환경을 통해서 쉽게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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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which easily controls the existing serially connected multi-channel speakers in a general personal 

computer by using a USB(Universal Serial Bus) interface. The personal computer as a host of the USB interface analyzes a sound source 

and sends audio data in a real-time fashion by the use of the isochronous transmission, one of four transmission methods provided by the 

USB interface. In addition, a channel is assigned by means of the bulk transmission, one of four transmission methods provided by the 

USB interface. Transmitted data from the USB host are sent to each speaker through compression and packet generation process. Each 

speaker detects corresponding digital data and regenerates audio signals through DAC(Digital-to-Analog Converter). A user can easily 

select a sound source file and a channel by the use of a GUI environment in a personal computer. 

Keywords : Multi-Channel, Audio Signal, USB Interface, Serial Transmission

1. 서  론1)

오디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스피커의 숫자는 날로 증가

하고 있다. 한 스튜디오나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

의 스피커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스피커를 연결하는 선의 

수를 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 구성

이 복잡해 질 뿐만 아니라 설치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스피커의 연결을 효율

으로 할 수 있도록 이더넷을 이용한 코 라넷(Cobranet) 기

술이 개발되었다. 코 라넷은 일반 인 이더넷 로토콜을 

통해 여러 채 의 음향 데이터를 송하기 해 디자인 된 

소 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로토콜의 결합체이다. 

CAT5 이블이나 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64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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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를 송할 수 있다. 하나의 이블을 사용하여 송

하기 때문에 이블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이 되지만, 코

라넷 신호를 인코딩, 디코딩하고 스 칭하는 장비에 많은 

비용이 드는 단 이 있다.
[8]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다채  직렬연결 스피커 시스템은 

모든 스피커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코 라넷의 

고 비용을 일 수 있는 안이다.
[1-3] 이 시스템은 각 아날

로그 채 을 디지털화 하고 각 스피커에 ID를 부여하여 ID

와 샘 링 데이터로 패킷을 만들어 직렬로 수신부에 송하

는 기술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경우에는 여러 채 을 아

날로그 신호로 각각 입력 받은 뒤에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를 통해서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입력 받는 

오디오 선이 많아짐에 따라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단 이 있

다. 한 스피커의 채  변경을 해서 시스템에 있는 스

치를 물리 으로 작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채  직렬연결 스피커 시스템에 

USB(Universal Serial Bus)를 이용하여 GUI(Graphical User 

Interface) 환경으로 PC에 장된 여러 음원 일을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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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빌딩의 시스템 구  

(Fig. 3) System implementation example within 

a building 

Transmission
Controller

USB 2.0
Controller

Main Controller

USB Device

ADC

ADC

Line IN

Mic. IN

FPGA

(그림 2) USB 인터페이스 스피커의 직렬연결 

방법

(Fig. 2) Serial connection method of speakers 

by a USB interface

송하고[5-6], 채 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조를 

제시하 다. 

USB는 재 리 사용되고 있는 표  버스 규격으로서 

빠른 송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포트의 크기가 작아 휴 용 

장장치  미디어 기기에 리 사용된다. USB는 제어

송, 벌크 송, 인터럽트 송, 그리고 등시성 송의 네 가

지 송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 에서도 실시간 송에 

합한 등시성 송을 사용하여 오디오 데이터를 송하고, 

벌크 송을 사용하여 채 을 선택한다.[4,7]

2. 다채  직렬연결 스피커 개념

기존의 다채  직렬연결 스피커 시스템은 (그림 1)과 같

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외부 오디오 시스템으로부터 여러 채 의 아

날로그 음향 신호를 받아서 ADC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변

환한다. 그런 후 각각의 채  별로 압축하고 해당 채  ID

와 함께 패킷화 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순서 로 직렬

로 수신부에 송한다. 수신부에서는 채  ID와 스피커의 

ID를 체크하여 두 ID가 같으면 데이터를 받아 압축을 해제

하고 DAC를 거쳐 스피커로 음향 신호를 출력한다.

이 시스템의 경우에는 별도의 외부 오디오 시스템이 필요

하고, 채  수 만큼 ADC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크기

가 커지게 된다. 한 처리할 수 있는 채 의 수가 하드웨

어 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 수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 원하는 음향을 재생하고 선택함에 있어 

외부 오디오 시스템을 조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연

성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Existing
Audio Unit

ADC 1

DAC 1
Speaker
with Amp

DAC 2
Speaker
with Amp

DAC n
Speaker
with Amp

ADC 2

ADC n

Serial
Signal

Generator

Channel 1
Selection

Channel 2
Selection

Channel n
Selection

Transmission-Part
Receiving-Part

(그림 1) 기존 송  수신측 블록도 

(Fig. 1) Transmission and Receiving-part block diagram of 

the existing system

3. 다채  직렬연결 스피커의 USB 인터페이스

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이 PC와의 USB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여러 채

의 음원을 제공받아 송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3.1 다채  직렬연결 스피커의 USB 인터페이스

(그림 2)와 같이 기존의 외부 오디오 시스템 신 PC를 

사용하여, 장된 일을 USB 2.0 로토콜로 USB 디바이

스인 주제어부(Main Controller)로 송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음향 데이터가 장된 일을 사용하 기 때문에 별

도의 ADC과정이 필요 없게 된다. 한 기존의 시스템과 비

교했을 때, USB 컨트롤러와 USB 인터페이스를 한 기능

이 추가되었다. 이 시스템을 응용하면 사용자는 (그림 3)과 

같이 빌딩의 모든 스피커 들을 PC에서 GUI 환경을 통해 제

어할 수 있다. 

3.2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은 PC가 USB의 호스트 역

할을 수행한다. PC에서는 USB 어 리 이션으로 음원 일

을 선택하여 송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는 

wave 일의 지원은 물론 mp3 일을 디코딩하는 기능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USB API 함수를 이용하여 호스트 송신 

버퍼에 데이터를 채워 넣게 되면 USB 송이 이루어진다. 

여러 채 의 음원 데이터를 받은 주제어부는 각각의 채 을 

압축하고 패킷화 하는 과정을 거쳐 각 스피커에 송한다.

 

3.2.1 시스템 설계 사양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채  오디오 스피커의 직렬연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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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내 용 사 양 비 고

USB 인터페이스 2.0 High Speed 지원

USB 송방법
등시성 송 음원데이터 송

벌크 송 채  선택

디지털 샘 링 I2S 디지털 변환 방식

샘 링 비율 48kHz
디지털 CD 수  

이상

샘 링 크기 24bit 각 채 당

샘 링 주 수 역 16Hz - 20kHz 가청 주 수

지원 음향 일 wave, mp3

<표 1> 개발 사양

<Table 1> Development specifications

Channel 
Encoding

DAC & Channel 
Decoding

Speaker 1

Speaker 2

Speaker 3

Speaker 4

Speaker n

PC Application

Transm ission-part

Receiving-part

(그림 4) 시스템 개요도

(Fig. 4) System configuration

Graphic
User

Interface

Audio File Open
MP3 File Decoding

or
Wave File Reading

Channel Select

Host
Buffer

Isochronous
USB 2.0 API

Bulk
USB 2.0 API

(그림 5) PC 어 리 이션 블록도

(Fig. 5) PC application block diagram 

Transm iss ion
C ontro lle r

USB  2 .0
C ontro lle r

M ain  Contro lle r

USB  Host

ADC

ADC

Line IN

M ic. IN

FPGA

(그림 6) 송측 블록도

(Fig. 6) Transmission part block diagram

Channel 1
Selection

Channel
Decoding

DAC 1
Speaker

With Amp

Channel 2
Selection

Channel
Decoding

DAC 2
Speaker

With Amp

Channel n
Selection

Channel
Decoding

DAC n
Speaker

With Amp

(그림 7) 수신측 블록도

(Fig. 7) Receiving part block diagram

Channel
Register 1

Channel
Register 2

Channel
Register n

Packet
Generator 1

Packet
Generator 2

Packet
Generator n

Serial
Transmission

Block

Channel
Controller

Dual Port
RAM

Addressing
Controller

USB 2.0
Controller

Line IN ADC Data

Mic. IN ADC Data

FPGA

Control Data

Audio Data

(그림 8) FPGA의 내부 블록도 

(Fig. 8) Internal block diagram of FPGA

스템은 <표 1>과 같이 사양을 가지고 있다. 

USB 2.0 High Speed 등시성 송의 경우 최  속도 

24.5765MByte/sec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음향 채 의 실

시간 송이 가능하다. 한 벌크 송으로 채  선택이 가

능하도록 구성하 다. 외부에서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와 마

이크 신호를 입력 받을 수 있도록 ADC를 추가하고 

I
2S(Inter-IC Sound) 버스 신호로 변환하여 처리 할 수 있도

록 하 다. 송부 측의 ADC와 스피커 측의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에서의 샘 링 주 수는 48kHz이고 

이 때 샘 링 해상도는 각 채 마다 24비트이다. 그리고 PC

에서는 wave 일과 mp3 일을 지원한다. 

3.2.2 체 시스템 개념

다채  직렬연결 시스템의 체 인 개요는 (그림 4)와 

같다. 기존의 아날로그 신호 입력 신에 PC와 USB 통신을 

통하여 채 을 입력받게 된다. 체 블록도는 (그림 5)의 

PC 어 리 이션과, (그림 6)의 송측, 그리고 (그림 7)의 

수신측으로 이루어진다. 

PC 어 리 이션은 사용자가 원하는 음원 일인 mp3 

일 는 wave 일을 읽어 온다. mp3 일의 경우는 디

코딩 과정을 거쳐 등시성 송 API 함수를 사용하여 USB 

송신 버퍼에 데이터를 써 넣는다. 한 채  선택을 해 

벌크 송 API 함수를 이용하여 송한다. 

송 측에서는 USB 호스트인 PC에서 여러 개의 음원 데

이터를 송하면 USB 컨트롤러에서는 로토콜에 맞춰 채

 데이터만 FPGA로 넘겨주게 된다. FPGA에서는 (그림 8)

과 같이 USB 컨트롤러에서 받은 채  데이터를 가지고 세

부 인 과정을 수행한다. 실선으로 표시 된 것은 오디오 신

호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고, 선으로 표시 된 것은 채  

선택을 한 제어 신호를 나타낸 것이다. 어드 싱 컨트롤

러에서는 USB 컨트롤러로부터 받은 샘 링 데이터를 듀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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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듀얼 포트 RAM 인터페이스

(Fig. 10) Dual port RAM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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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등시성 패킷 송 과정 

(Fig. 9) Isochronous packet transmission process

포트 RAM에 장할 수 있도록 주소를 지정해 다. 그리고 

채  컨트롤러에서는 듀얼 포트 RAM에 장된 데이터를 

샘 링 간격으로 읽어 오게 된다. 오디오신호가 계속 재생

되기 해서는 데이터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RAM

의 값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계속 읽어 와야 한다. 

RAM에서 읽어온 데이터는 각각의 채  별로 지스터에 

장된 후, 패킷 생성기를 통해 압축  패킷화 과정을 거

쳐 직렬로 스피커에 송하게 된다. 

스피커에서 원하는 채 을 선택하기 해 벌크 송을 사

용하여 채  선택할 수 있는 제어 데이터를 추가로 송할 

수 있도록 하 다. 채  선택을 한 제어 데이터는 패킷 

생성기에서 패킷의 ID로 설정이 된다. 

3.2.3 USB 송

USB의 네 가지 송방법 에 실시간 송에 합한 것

이 등시성 송이다. 등시성 송의 경우 데이터를 송한 

후, 에러가 발생을 해도 재 송을 하지 않는다. 그 기 때문

에 핸드쉐이크 패킷의 송을 생략한다. 실시간으로 재생이 

되는 오디오나 비디오의 경우 한 두 비트 에러는 사람의 귀

나 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데이터

가 도착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오류가 될 수 있다. 

벌크 송의 경우 송 타이 이 요하지 않은 데이터 

송에 유리하다. 다른 송방식에게 버스를 양보하고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버스의 다른 송을 방해

하지 않고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등시성 송으로 

오디오 데이터를 송하고, 벌크 송으로 채  선택을 한 

제어 데이터를 송한다.

USB 호스트 어 리 이션에서 등시성 송 API 함수를 

이용하여 송신 버퍼에 보내고자 하는 채  데이터를 써 넣는

다. 시스템의 샘 링 주 수가 48kHz 이므로 하나의 채  당 

1 에 48,000개의 샘 링 데이터를 보내야 한다. USB 2.0 등

시성 송의 경우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최  패킷의 크기가 

1,024 바이트 이고, 그 간격이 0.125ms 이다. 따라서 1  동

안에 8,000개의 패킷을 보낼 수 있고, 하나의 패킷에 6개의 

샘 링 데이터를 실어서 보낼 수 있다. (그림 9)은 PC 어

리 이션에서의 등시성 패킷 송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패킷에는 1 - 6 번째 샘 링 데이터를 실어 보

내고, 두 번째 패킷에는 7 - 12 번째 샘 링 데이터를 실어 

보낸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는 47,995 - 48,000 번째 

샘 링 데이터를 보내게 된다. 지 까지의 과정이 1  동안 

이루어지고 계속 반복하게 된다.

3.2.4 USB 인터페이스

이 시스템에서 가장 요한 것은 실시간으로 오디오 신호

가 재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PC에서 보내  채  데이

터를 48kHz의 샘 링 주 수에 맞춰서 데이터의 락 없이 

스피커로 송해야 한다. USB 2.0 등시성 송에서는 매 

0.125ms 마다 1024 바이트의 데이터가 송이 되므로 

48kHz로 맞추기 해서는 간에 버퍼나 혹은 메모리가 있

어야 한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읽어야하므

로 듀얼 포트 RAM을 사용하여 한 쪽 포트에서는 계속 쓰

고, 다른 한 쪽 포트에서는 계속 읽을 수 있게 하 다.

(그림 10)은 듀얼 포트 RAM의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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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1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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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2

(그림 13) 패킷 복원 과정 

(Fig. 13) Packet regeneration process

(그림 14) 송부와 수신부를 연결한 사진 

(Fig. 14) Photograph for transmission and receiving connection

Channel
Packe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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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

C0

A1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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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C2

Channel ID Channel Data

Serial
Transmition A0 B0 C0 A1 B1 C1 A2 B2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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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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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패킷 송 과정

(Fig. 12) Packet transmission process 

Compressing
Block

ID Channel Data

Channel Select

Channel Register

Packet Generator

(그림 11) 패킷 생성 과정 

(Fig. 11) Packet generation process

있다. 어드 싱 컨트롤러에서는 USB 컨트롤러에서 받은 채

 샘 링 데이터를 메모리의 0x0000번지부터 샘 링 순서

로 장하도록 해 다. 그런 후, 채  컨트롤러에서는 메

모리의 0x0000번지부터 샘 링 주 수 간격으로 데이터를 

읽어오게 된다. 메모리의 0x0000번지부터 마지막 번지인 

0xBB7F까지 읽는 데에는 1 의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3.2.5 패킷 생성  송

듀얼 포트 RAM에서 각각 채 별로 샘 링 데이터를 읽어

온 후, 직렬 송하기 에 압축  패킷화하는 과정을 거치

게 된다. (그림 11)는 압축하고 패킷화하는 과정을 보여 다.

RAM에서 읽어온 데이터가 채  지스터에 장이 된

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패킷 생성기의 압축 블록을 지나 

압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음향신호를 디지털로 샘 링 한 

경우에는 서로 인 하는 데이터간의 변화량이 매우 작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큰 압축효율을 가질 수 있

다.[3] 그리고 벌크 송을 사용하여 송한 채  선택 데이

터가 패킷의 ID로 설정되어 압축된 데이터와 함께 패킷이 

만들어진다.

직렬 송 블록에서는 각각의 채 에서 생성된 패킷을 순

차 으로 직렬 송하게 된다. (그림 12)은 패킷을 직렬 

송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각 채 의 패킷은 샘 링 주 수인 48kHz의 간격으로 생

성이 된다. 따라서 다음 패킷이 만들어지기 까지 순차

으로 한 비트씩 송하게 된다. 모든 스피커가 하나의 선으

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각 스피커는 모든 패킷의 ID를 확인

하여 자신과 일치하는 ID를 가진 패킷만 선택하여 읽어오게 

된다. 그런 후, 압축된 데이터를 복원하고 DAC를 지나 스피

커에 해당 소리가 나오게 된다. (그림 13)은 패킷의 복원 과

정을 보여주고 있다.

4. 구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 구 한 다채  직렬연결 스피커의 USB 인

터페이스는 Cypress사의 8051 코어가 내장된 USB 2.0 컨트

롤러와 Altera사의 Cyclone 2 FPGA를 사용하여 성능 실험

을 해서 구 하 다. 8051 코어를 동작하기 한 펌웨어

(firmware)를 작성하여 열거과정을 수행하고, 등시성 OUT 

엔드포인트와 벌크 OUT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이 를 

구성하 다. 

(그림 14)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

기 해서 1개의 송부와 4개의 수신부를 연결하기 해서 

만든 보드 사진이고 (그림 15)는 확 한 보드 사진이다. 

구 한 시스템에서 한 채 의 음원 일을 직  재생한 

오디오 신호와, USB 송으로 송부와 수신부를 모두 거

쳐 최종 으로 재생된 오디오 신호의 형을 각각 비교한 

것이 (그림 16)과 같다. 

샘 링 크기는 24 비트이며, 샘 링 주 수는 48kHz이다. 

그림에서 처음의 그래 는 입력으로 주어지는 음원 일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고, 아래의 그래 는 USB 송 후에 

압축  패킷처리 과정, 그리고 송과정을 거쳐 DAC로 거

치기 의 복원된 데이터를  UART를 통해 PC로 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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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PC 사용자 인터페이스

(Fig. 17) PC user interface
(그림 15) 보드 확  사진(좌 : 송부, 우 : 수신부) 

(Fig. 15) Board enlargement photographes (left : transmission 

part, right : receiving part)

Direct Play

Serial Speaker
System

Compar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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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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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File

(그림 16) 원래의 오디오 신호와 재생 신호의 형 비교

(Fig. 16) Waveform comparison of original signal and and regenerated signal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 는 두 그래

의 차이 값을 나타낸 것이다. 두 개의 그래 를 비교해보

면 원본과 재생 신호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7)에서는 총 8개의 스피커를 제어할 수 있는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것이다. 각 스피커의 ON, OFF  

스피커별로 다른 채 을 할당할 수 있게 하 으며 각 채

별로 음원 일을 읽어올 수 있다. 

<표 2>는 코 라넷과 제안한 시스템의 실험 인 성능 비

교를 나타낸 것이다. 채  수와 해상도, 샘 링 주 수는 두 

시스템이 비슷하다. 하지만 코 라넷의 경우는 다수의 네트

워크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설치  유지 보수 비용이 고

가인 반면에 제안한 시스템의 경우는 USB 컨크롤러와 

FPGA만을 사용하여 시스템이 간단하기 때문에 설치  유

지 보수 비용이 렵하다. [8] 

5. 결  론

최근 오디오 시스템은 여러 채 과 많은 수의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어서 시스템이 복잡하고 설치  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시스템은 일반 PC 환경에서 다 채 의 방송을 각 스피커로

의 제어가 가능하다. PC는 주제어부에만 연결되어있고, 주

제어부로부터 모든 스피커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렴하다

는 장 이 있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코 라넷과 비교하 을 때에 채 의 

수 등의 성능은 비슷하게 송할 수 있다. 한 제안한 시

스템은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설치  유지보수 비용면에

서 코 라넷 보다 렴한 장 이 있다. 

사용자는 컴퓨터 GUI 환경을 통해 장된 여러 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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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내용 코 라넷 제안 시스템

채 수 64개 64개

해상도 24 bit 24 bit

샘 링 비율 48kHz  48kHz

설치 비용 고가 가

기반 기술 이더넷 네트워크 기반 음향 압축 기술,스피커 시리얼 제어 기술

사용 장비 다수의 네트워크 장비 USB 컨트롤러, FPGA

유지보수 어려움 간단함

<표 2> 제안한 시스템과 코 라넷의 성능 비교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of proposed system and Cobranet

일을 채 별로 선택하여 원하는 스피커에 음원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를 들면, 백화  같은 경우 각각의 층

에 맞는 음악을 재생하는 층별 방송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회사, 학교, 병원, 공항 등 스피커가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의 

앙 통제식 방송 시스템에 합하다. 

지 까지는 실험 으로 기능의 확인을 해서 개발을 하

지만 추가 으로 해야 할 일은 본 논문에서 제시된 시스

템의 기능을 완벽하게 구 한 시작품을 만들고 검증하여 실

제로 제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이 과정에서 

시작품에 많은 수의 채 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능 하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활용 과정에서 추가 으로 필요로하는 

인터페이스에 해서도 검토  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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