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 D 클래스 오디오 앰프의 세라믹 평판스피커 구현 양원우 외

논문 2011-48CI-6-7

D 클래스 오디오 앰프의 세라믹 평판스피커 구현

( Implementation of Ceramic Flat speaker with a D Class Audio

Amplifier )

양 원 우
*
, 이 선 복

*
, 송 영 준

**
, 이 제 훈

***
, 홍 유 식

****
, 안 재 형

*****1

(Won-Woo Yang, Sun-Bok Lee, Young-Jun Song, Je-Hoon Lee, You-Sik Hong, and Jae-Hyeong

Ahn )

요 약

본 논문은 코일형 스피커에 사용되는 D 클래스 오디오 앰프를 세라믹 평판스피커에 적용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
법은 전압 구동 방식의 G class와는 달리 전력 구동 방식의 D class 방식을 사용하였고 매칭 트랜스미터를 사용하여 결과적
으로 보다 더 큰 전압 구동을 할 수 있었다. 목재, 플라스틱, 종이 등의 다양한 매질을 활용하여 음량에 대한 성능을 평가한 
결과, 기존의 G class 오디오 앰프 방식에 비해 제안 방법이 약 10%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다. 본 시스템은 휴대용 정
보기기들의 외장 스피커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Abstract

A class-D audio amplifier is widely used in coil speaker. This paper presented the technique for applying a class-D

audio amplifier to the ceramic flat speaker. This technique can be achieved by employing a matching transmitter in order

to replace class-G amplifier that is drven by voltage level to class-D amplifier employing power driving method.

Consequently, the presented technique can improve the efficiency by making the voltage driving level a litter larger. We

evaluate the sound-level efficiency using the various mediums such as wood, plastic, and paper. From the simulation

results, the proposed technique employing a class-D audio amplifier rather than a class-G one showed a 10%

improvement. The proposed system can be applicable for the mobile appliances as an external slim speaker.

Keywords : Audio amplifier, ceramic speaker, D class

Ⅰ. 서  론

최근에 개발되는 텔레비전, 모니터, 네비게이션, 휴대

전화 등 정보, 가전기기들은 점차 두께가 얇아지는 슬

립화가 대세를 이루면서 더 얇은 박형의 소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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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과거에는 텔레비전의 두께가 4

0～50Cm이었지만 최근에는 3D TV의 경우에도 10Cm

이내로 줄어드는가 하면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도 수

mm 이내의 두께로 생산되고 있다.

슬립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자를 얼마나 더 얇게

박막 형태로 만들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정보 가전기

기의 스피커는 자성체, 코일, 진동판 등 다양한 기계적

구조물을 필요로 하고 있어 박막형태로 만드는데 제한

요소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박막형태이면서

전기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하여 소리를 발생시키

는 세라믹 스피커나 필름 스피커가 출시되고 있다. 세

라믹 스피커의 두께는 1mm 이하로 제작될 수 있어 크

기의 부담을 줄이면서 비용적인 면에서도 충분한 경쟁

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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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스피커는 세라믹의 진동을 부착 대상체에 전

달하여 부착 대상체 자체적으로 스피커의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라믹을 어떤 대상체에 어

떻게 부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음질과 음량의 변화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음량 및 음질부분에서 기

존의 스피커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의 세라믹 또는 필름 스피커는 구동회로의 출력

을 수 Volt로 구동하여 충분한 음량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실용화하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
. 세라믹

스피커로의 교체보다는 일반 코일형 스피커의 소형화가

더욱 주목을 받는 상태이며 대부분의 소형 정보가전기

기도 소형화된 일반 코일형 스피커를 적용하고 있다
[2]
.

일반 코일형 스피커가 세라믹 스피커보다 음량면에서

효과적인 것은 확실하나 소형화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본 연구는 세라믹 스피커의 슬립화와 음량, 음질

면에서 개량한 D Class 세라믹 스피커를 설계하고 구

현하였다.

본 논문은 세라믹으로 제작된 평면 스피커(25mm x

25mm x 0.7mm(두께))를 효율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구

동 회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기존의 G Class

세라믹 스피커와 제안하는 D Class 세라믹 스피커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기존

의 클래스별 오디오 앰프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Ⅲ장

에서는 G Class를 이용한 세라믹 구동 스피커와 제안

하는 D Class를 이용한 세라믹 스피커 구현 기술을 기

술한다. Ⅳ장은 기존의 G Class 오디오 앰프의 세라믹

구동스피커와 제안하는 D Class 오디오 앰프의 세라믹

구동 스피커와의 음량을 비교하고 Ⅴ장에서 결론을 맺

고자 한다.

Ⅱ. 기존의 클래스별 오디오 앰프 특징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코일형 스피커는 영구자석

이 있고 코일이 감겨있으며 이 코일에 진동판이 붙어

있다. 이 코일에 전류(음악 신호)를 흘리면 자기장이 생

기고 이 자기장과 영구자석 사이에서 발생한 자기장이

서로 반발하거나 당기면서 코일을 진동시킨다. 코일에

있는 진동판의 움직임은 공기를 진동시키고 이를 귀에

도달하게 된다. 기존 스피커 방식은 코일과 영구자석과

같이 물리적으로 부피가 큰 소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양에 따라 음량이 변화하므로 이

들을 소형화시키는데도 한계가 있다.

스피커를 구동하는 앰프회로 부분은 오디오 앰프의

등급에 따라 A, B, AB, D Class로 구분한다
[3]
. 오디오

앰프의 각 Class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A Class 앰프

음악 신호는 +와 -가 교대로 나타나는 교류 신호로

정지해 있는 면(0)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로 반복

하여 진동하게 된다. 오디오는 +, - 신호를 상응하는 전

기신호로 바꾼 뒤 전기의 힘으로 스피커 유닛의 진동판

을 +, -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이게 하여 공기를 진동시

킨다. 신호를 증폭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트랜지스터

를 1개 사용하여 증폭하게 되지만, +, -를 1개의 트랜지

스터로 증폭시킬 수 가 없다. 이는 NPN형으로 +신호

를, PNP형으로 -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래의 신호를 +나 -방향으로 일정전압 이상을

더하여 주면 0을 중심으로 변화하던 신호가 더해진 값

을 기준으로 변화하게 된다(0을 기준으로 +-1씩 변화하

던 신호에 10을 더해서 10을 기준으로 9에서 11까지 변

화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1개의 트랜지스터를 이용하

여 증폭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더해주는 전압을 바이어

스 전압이라고 하고 바이어스 전압을 크게 걸어주는 방

식을 A Class 증폭이라고 한다. A Class 앰프는 바이

어스 전압을 지속적으로 걸어줘야 하므로 효율이 낮고

열이 많이 발생한다.

- B Class 앰프

A Class 증폭 방식의 저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

발된 방식이다. B Class 증폭 방식은 음악 신호를 +, -

로 나누어 NPN형, PNP형 트랜지스터로 각각 증폭하는

방식이다. 증폭 후 두 신호를 합쳐서 출력 신호를 만든

다. 바이어스 전압이 불필요하므로 효율은 높아지나 두

신호를 증폭하고, 합치는 과정에서 깨끗한 파형을 얻기

가 힘들다. 또한 음악신호가 +에서 -로, -에서 +로 변

화할 때 NPN이 꺼지고 PNP가 켜지거나 PNP가 꺼지

고 NPN이 켜지는 상황에서 동작 특성이 정확하게 일

치할 수 없어서 +, -가 자주 나오는 고역에서는 음질이

거칠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 AB Class 앰프

A Class의 저효율을 개선하고 동시에 B Class의 제

로크로싱 왜곡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다. B

(627)



58 D 클래스 오디오 앰프의 세라믹 평판스피커 구현 양원우 외

Class과 유사하게 + 신호는 NPN형으로, -는 PNP형 트

랜지스터로 증폭시키나 바이어스 전압을 조금 걸어준다

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 NPN에는 바이어스 전압만큼의

-신호가 포함되고 PNP형에는 바이어스 전압만큼의 +

신호가 포함되게 된다. 증폭 후 두 신호를 합치게 되면

0 근처의 중첩되었던 신호가 상쇄되므로 비교적 정확한

0점을 지나게 된다.

- D Class 앰프

D Class는 효율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으로 수백

KHz 이상의 PWM(Pulse Width Modulation) 출력을

이용하여 음악의 파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음악 신호

가 들어오면 프로세서가 어떻게 스위칭 할지를 판단하

고 수백 KHZ의 속도로 출력을 On/Off 하여 평균값이

음악 파형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소자의 스위칭

속도나 고주파 노이즈 등의 문제로 저주파로 동작하는

서브우퍼의 앰프나 카오디오에 적용되고 있다.

- G Class 앰프

D Class 앰프의 음질이 향상되었지만 아날로그 신호

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과 아날로그 신호를 증폭만 하

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AB

Class의 음질을 유지하면서, D Class 앰프와 비슷한 전

력 효율을 얻기 위한 앰프가 개발되어 G 클래스 앰프

라고 한다.

G Class 앰프는 여타 오디오 앰프들과 달리 입력되

는 오디오 신호의 크기에 따라 앰프에 걸리는 바이어스

전압이 변화한다. 오디오 신호가 작을 때는 작은 전압,

오디오 신호가 클 때는 큰 전압이 걸린다. 그러므로 오

디오 신호에 따라서 전력 소모를 조절할 수 있다
[4～5]
.

그림 1은 세라믹 구동 전용 앰프로 출시되는 G

Class Booster를 이용하여 세라믹을 구동하는 방법이

다. 음원의 출력을 세라믹 구동용 앰프의 입력으로 사

용하여 앰프에서 증폭된 신호를 세라믹에 직접 인가하

그림 1. G Class 세라믹 구동용 Booster 앰프를 이용한

시스템

Fig. 1. The system using G class ceramic Booster

amplifier.

는 방법이다. 매칭 트랜스가 없으므로 제품 구현 시 부

품의 실장 높이인 5mm 이하의 보드 제작이 가능하고

배터리 두께를 포함해도 약 1Cm 이하의 스피커 제품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전압증폭용 트랜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출력전압이 앰프에서 제공되는 약 20Vpp로

제한되어 세라믹에서 필요로 하는 충분한 구동 전압을

얻지 못하고 있다.

Ⅲ. 제안하는 D Class 오디오 앰프를 이용한 

세라믹 평판 스피커

제안하는 방법은 세라믹 스피커에서 요구하는 수십

Vpp의 구동 전압을 D Class 오디오 앰프를 사용하여

음원을 1차 증폭하게 된다
[6]
. 제안하는 시스템은 D

Class 오디오 앰프에서 증폭된 음원은 매칭 트랜스를

이용하여 적정 신호레벨까지 다시 증폭하도록 설계하

였다.

그림 2에서 음원의 입력(1)은 약 2Vpp 정도이며

Audio Amp의 출력(3)은 7Vpp 이다. 세라믹 스피커의

음량은 입력 전압에 비례하므로 수십 DB 이상의 음량

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판 세라믹 스피커의 입력 신호

(5)를 100Vpp 정도의 전압으로 증폭하여야 한다. 따라

서 음원의 출력인 2Vpp 음악 신호는 신호의 왜곡없이

약 100Vpp까지 약 50배 이상 증폭된다. 신호 증폭을 위

한 매칭 트랜스는 1차측과 2차측의 코일수를 1 : 70의

비율로 제작하였으며 최대 400Vpp 이상까지 신호의 증

폭이 가능하다.

입력단의 Filter(2)중 HighPass Filter는 100Hz 이상

의 신호, Lowpass Filter는 15KHz 이하의 신호만 통과

하도록 설계하였다. 제안 방법은 50배 이상의 증폭을

구현하기 위하여 충분한 출력이 보장되는 D Class 오

디오 앰프를 사용하여 그림 3과 같이 회로를 설계하였

다. 오디오 앰프 입력부에는 lowpass filter와 highpass

filter를 연속으로 연결하여 DC 신호와 고조파 잡음을

차단하였다.

그림 2. D Class 오디오 앰프를 이용한 시스템 구성

Fig. 2. The system using D class Audio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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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하는 시스템의 회로

Fig. 3. A circuit of the proposed system.

그림 4. 저주파 필터에 의한 잡음 감쇄

Fig. 4. Noise reduction by lowpass filter.

(a) 100 Hz (b) 1 KHz

(c) 10KHz (d) 20KHz

그림 5. 제안 회로의 주파수 응답 특성

Fig. 5. The frequency response characteristic of the

proposed circuit.

오디오 앰프의 출력과 매칭트랜스의 입력단(그림2의

3번)은 D Class의 출력인 PWM(Pulse Width

Modulation) 신호이고 매칭트랜스의 출력은 Noise에 의

한 신호 왜곡이 발생하므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lowpass Filter를 부착하여 그림 4와 같이 상당 부분 감

쇄시켰다.

본 시스템에서 제안한 회로의 응답 특성은 그림 5와

같이 500mV의 정현파 신호를 100Hz, 1KHz, 10KHz,

(a) Top side (b) Bottom side

그림 6. 제안 시스템 구현 보드

Fig. 6. The board assembly of the proposed system.

20KHz 등의 주파수별로 입력하여 출력 파형을 측정한

결과로서 매우 우수함을 보여준다.

그림 6은 제안하는 스피커 시스템을 구현한 보드이

다. Top면에는 구동회로인 D class 오디오 앰프 및 전

원 제어 및 충전 회로들이 탑재되어 있고 Bottom 면에

는 커넥터와 트랜스미터, 그리고 건전지를 탑재하였다.

Ⅳ. D class 오디오 앰프의 세라믹 평판스피커 

시스템 구현 

제안한 D Class 오디오 앰프를 사용하는 세라믹 평

판스피커 시스템은 그림 7과 같이 초소형(4.5cm X

4.5cm)으로 기구를 제작하였다.

제안한 D Class 오디오 앰프를 사용하는 평판스피커

시스템의 성능은 거리별, 매질별로 구분하여 기존의 G

Class 오디오 앰프를 사용하는 평판스피커 시스템과 표

1과 같이 음량을 비교하였다. 실험 환경은 43 dB 소음

의 일반 사무실에서 MP3 Digital Player를 사용하여 음

원을 공급하고, ONO SOKKI 사의 LA-210 Sound

level meter 계측기를 사용하여 음량을 측정하였다.

표 1은 기존의 G class 오디오 앰프를 이용하는 시스

템의 성능으로서, 10cm 인 경우 목제 및 플라스틱 평판

에서 약 78dB, 플라스틱 원통에서 최대 87dB의 음량을

그림 7. 케이스 탑재의 제안 시스템

Fig. 7. The proposed system wit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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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질

거리

목재
플라스틱

평판
종이

플라스틱

원통

기존

방법

제안

방법

기존

방법

제안

방법

기존

방법

제안

방법

기존

방법

제안

방법

10cm 78 87 78 87 82 90 87 90

30cm 75 78 73 81 78 90 81 87

100cm 62 72 64 76 68 74 70 77

표 1. 매질별 음량 성능 비교

Table 1. The comparison of sound performance.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D class 오디오 앰프와 트랜스

매핑 회로로 구현한 제안 시스템은 같은 거리(10cm)에

서 목제 및 플라스틱 평판은 약 87dB, 그리고 플라스틱

원통과 종이는 약 90dB 이상이 측정되었다. 또한 가까

운 거리가 아닌 약 1m 거리에서의 성능 평가 결과도

약 7dB(10%) 이상의 성능 향상을 얻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 class 오디오 앰프를 이용한 평판

세라믹 스피커 구동 회로를 설계하여 구현하였다. 세라

믹 스피커는 대부분 G class 오디오 앰프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지만 20 Vpp 이상의 고출력 시스템을

구현하기가 어렵다. 세라믹 스피커에서 고출력 시스템

을 구현하기 위해 D class 오디오 앰프를 사용하는 방

법을 고안하였다.

제안 방법은 전압 구동 방식의 G class와는 달리 전

력 구동 방식의 D class 방식을 사용하였고 매칭 트랜

스미터를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보다 더 큰 전압 구동을

할 수 있었다. 다양한 매질을 활용하여 음량의 성능 평

가 결과, 기존의 G class 오디오 앰프 방식에 비해 제안

방법이 약 10%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다.

본 시스템은 음량을 크게 하고 보다 슬립화된 세라믹

기반의 스피커 시스템으로서, MP3 시스템, 휴대폰, 태

블릿 PC와 같은 정보가전기기들의 외장 스피커 시스템

으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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