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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압전 재료를 이용한 지능구조물의 구현에 있어 압전 

액추에이터의 구동을 위해 고전압 파워 앰프가 필요하

다. 그러나 고전압 파워 앰프는 고가이며 대형이기 때

문에 지능구조물의 구현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피에조 액추에이터 구동을 위

한 저가의 소형 파워 앰프(Power Amplifier)의 설계 및 

제작 방법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APEX 사의 

High-Voltage Linear Amplifier 이용을 제안한다. 제안

된 방법은 저가이며 경량인 SMPS(Switched-mode 

power supply)를 이용하고 Apex 사의 고전압 선형 앰

프를 사용하는 것이다. 구현된 파워 앰프는 입력 신호

를 100 배까지 증폭할 수 있으며, 기존의 파워 앰프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파워 

앰프의 50%의 가격으로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 본 논문에서는 파워 앰프의 기본적인 구성과 회로

를 소개한다.  

2. 파워 앰프의 설계 

그림 1 은 본 연구를 위해 고려된 고전압 SMPS 를 보

여주고 있다. SPMS 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트랜스를 사

용하는 것보다 리플이 적고 작은 크기로 제작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단점은 220VAC 의 전압을 ±150V 로 변

환하면서 발생하는 스위칭 주파수 때문에 RF 노이즈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 

회로가 필요하다. 그림 2 는 SMPS 에서 잡음을 제거하

기 위해 사용된 이차 필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림 3 은 이차 필터의 전자 회로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전원단에서 나오는 노이즈가 출력에 전달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차 LC Filter 를 사용하였다. 

고주파 전류를 통하기 쉬운 커패시터와 통하기 어려운 

인덕터을 조합하면 특정의 주파수에서 진동하는 공진회

로가 된다. 고주파 노이즈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노이

즈 필터의 원리도 이 공진회로와 기본적으로 같다. 커

패시터는 직류일 경우 전류를 흐르게 하지 않지만, 교

류일 경우 전류에 대해서는 주파수가 높아지는 만큼 리

액턴스가 작아져 잘 흐르게 된다. 이때의 교류일 경우

전류의 위상은 90˚ 앞서는 성질이 있다. 또한 인덕터는 

직류일 경우전류는 잘 흐르게 하지만, 교류일 경우 전

류는 주파수가 높아지는 만큼 리액턴스가 크게 되어 잘 

흐르게 하지 않는다. 이때의 교류일 경우 전류의 위상

은 90˚ 늦어지는 성질이 있다. 인덕터 와 커패시터를 

같이 사용하면 위상은 180˚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서로 

소거되어 병렬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 때문

에 동조한 전류만 흐르게 되고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하

는 역할을 한다. 

 

 
Fig. 1 SMPS 

 

 
Fig. 2 2nd order Noise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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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lectronic Circuit for 2nd order Noise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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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소개한 이차 노이즈 필터를 사용했음에도 불

구하고 전원의 작은 잡음이 파워 앰프에 잡음을 일으켜 

저주파수의 잡음이 압전 액추에이터에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원 보드 형태가 아닌 외부에서 전압을 인

가해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원선을 통하여 

유입되는 잡음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충

분히 전원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전원의 입력단에 필

터 커패시터를 사용하였다. 그림 4 는 필터 커패시터를 

보여주며 그림 5 는 회로를 보여주고 있다. 필터 커패시

터의 원리는 전해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저주파 잡음을 

제거하고 탄탈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고주파의 잡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Fig. 4 Filter Capac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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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lectronic Circuit for Filter Capacitor 

 

앞에서 소개한 이차 노이즈 필터와 필터 커패시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선을 타고 나오는 잡음이 

파워 앰프의 출력에 잡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관찰되었

다. 따라서 관통형 커패시터를 사용하여 고주파 노이즈

를 잡아주려 한다. 관통형 커패시터는 리드선에 의한 

인덕터 성분이 없기 때문에 고주파에 대한 특성이 매우 

뛰어나다. 그래서 주로 이와 같은 경우의 전원선을 타

고 빠져나가는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할 때 사용한다. 

관통형 커패시터는 케이스를 같이 사용하여 그라운드를 

케이스와 납땜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림 6 은 

관통형 커패시터를 보여주며 그림 7 은 효율적인 관통

형 커패시터의 사용법을 보여주고 있다. 

 

 
Fig. 6 Feed Through Capacitor 

 
Fig. 7 Circuit For Feed Through Capacitor 

 
그림 8 은 파워 앰프의 회로도를 보여주고 있다. 파

워 앰프는 출력 전압의 증폭과 오프셋의 조정을 위하여 

가변 저항을 사용하였다. 그림 8 에서 출력의 증폭은 

R5 에 의해 결정되며 최대 증폭 비는 R2, R3 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R6 에 의하여 입력전압에 대한 출력전

압의 오프셋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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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lectronic Circuit for OPAMP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저가의 파워앰프 제작을 위한 회로 

설계와 제작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SMPS 를 사용

하여 기존에 파워앰프보다 작고 가볍게 제작을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간단한 회로를 사용하여 누구나 쉽

게 제작할 수 있는 파워앰프를 제작하였다. 향후 제작

한 파워앰프를 사용하여 압전 세라믹 감지기와 작동기

가 부착된 보를 대상으로 PPF 제어를 통한 파워 앰프

의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하여 실험할 계획이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 국방과학 연구소 “ 진동제어용 능동 

액추에이터 설계 기법 연구” 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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