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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됨에 따

라 TV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패러다임도 혁신적

으로 변화하였다. 무엇보다도, 우선 TV 제품의 외

관을 볼 때 기존의 브라운관 방식에서 얇은 패널 방

식으로 획기적으로 변하였으며, 이를 위해 TV 부품

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오디오 앰프의

관점에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앰프에서 디지털 앰프

로의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아날로그 앰프

는 전력 효율이 낮음으로 인해 많은 열이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열판 및 방열팬 등

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한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

여 제품 외형 설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 TV는 브라운관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패널의 두께가 얇아져서 아날로그 앰프에 필요한

방열을 위한 기구물의 공간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

한,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제에 의해 전력 효율 및 대기 전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TV에서도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규

제가 적용되기 시작했고, 오디오 앰프 분야에서도

전력 효율이 낮은 아날로그 앰프의 사용은 빠른 속

도로 줄어들고 있다[1]. 여기서는 현재 TV에 적용되

고 있는 디지털 오디오 앰프의 구조와 내부에서 수

행되고 있는 신호처리기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Ⅱ. 디지털 오디오 앰프의 구조

디지털 오디오 앰프의 입력은 PCM 형태의 디지

털 오디오 데이터이며, 출력은 PWM 처리가 된 펄

스 형태의 신호이다. 따라서, 디지털 오디오 앰프에

서는 입력에서 출력까지 전 과정이 순수하게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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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신호처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며, 아날로

그 앰프 및 클래스 D 앰프와 비교할 때, 신호의 입

력에서 출력까지의 중간 과정 중 디지털에서 아날로

그의 어떠한 신호 변환도 없으므로 노이즈 커플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샘플 주파수 변환,

이퀄라이징, 필터링과 같은 신호 처리를 음질 손상

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1>에 디지털 오

디오 앰프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내었다.

1. 오디오 입력

PCM포맷의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는 칩간의 연

결 신호 수를 줄이기 위해 I2S 포맷으로 직렬화 되

어 전송된다. I2S 포맷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샘플

구분을 위한 BCK, 채널 구분을 위한 WCK, 그리고

직렬 데이터 SDATA의 3개의 입력 신호가 필요하

다[2]. 이렇게 직렬로 입력된 데이터는 I2S 인터페이

스에서 다시 16비트 또는 24비트와 같이 원래의 데

이터로 복원된다.

2. 샘플 주파수 변환

I2S 인터페이스에서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의 샘

플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데, 후단

에서 디지털 신호 처리의 용이함을 위하여 일정한

샘플 주파수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몇 년 전만

해도 TV 메인칩에서 출력하는 오디오 데이터의 샘

플 주파수는 여러 가지였지만, 요즘은 대부분

32kHz, 44.1kHz, 48kHz 중 한 가지로 출력되고

있다. 샘플 변환 과정에서 데이터의 클럭과 디지털

앰프의 시스템 주파수가 정확히 동기 관계에 있을

경우는 동기식 샘플 변환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동기식 샘플 변환을 사용해야 간

헐적 샘플 누락을 막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통상적

으로 48kHz의 샘플 주파수로 변환을 하였으나, 최

근에는 고품질 오디오 소스의 대응을 위해 96kHz

의 샘플 주파수가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고사양

TV 제품들은 192kHz의 샘플주파수까지도 사용하

고 있다.

3. 믹서

두 채널의 믹싱(mixing)을 위해 (1)과 같은 수식

의 2x2행렬 연산을 할 수 있는 블록으로, 채널 별

게인(gain) 조정도 가능하다.

(1)

4. 디지털 신호 처리 부

디지털 앰프에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앰프에 비해

각종 신호처리가 음질 손실 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호처리로는

<그림 1> 디지털 앰프의 데이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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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퀄라이징, 파라미터 이퀄라이징, DRC,

볼륨 제어 등이 있다.

1) 이퀄라이징 (Equalizing)

그래픽 이퀄라이징, 파라미터 이퀄라이징, 톤 제

어 등은 기본적으로 <그림 2>의 바이쿼드(biquad)

필터가 여러 개 연결된 체인으로 구성이 되며, 각각

의 바이쿼드 필터는 개별적으로 계수 설정이 가능하

여, 원하는 주파수 응답 특성을 만들거나 스피커의

특성을 보상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디지털 TV

의 디자인이 점점 더 얇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스

피커 유닛의 구조도 공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원형이 아닌 긴 타원형의 구조가 되어 주파수 응답

특성이 악화되었으며, 스피커의 재생 방향은 전면이

아닌 아래쪽 또는 뒤쪽으로 배치됨에 따라 최근 TV

의 음향 재생 조건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어서, 이러

한 음향특성에 대한 보상 기능은 필수적이 되었다. 

<그림 3>과 같은 그래픽 이퀄라이저(Graphic

EQ, GEQ) 는 밴드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주파

수 특성의 세밀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세밀한 주파

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림 4>와 같이 많은

밴드수로 구성된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사용해야 하

<그림 3> 그래픽 이퀄라이저 (GEQ)

<그림 2> Biquad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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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경우 칩의 복잡도가 올라가게 되고 면적이

늘어나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 반면에 <그림 5>

와 같은 파라미터 이퀄라이저(Parametric EQ,

PEQ)는 몇 가지 파라미터에 의해 이득을 조정하고

자 하는 주파수의 위치 및 폭을 쉽게 조절할 수 있

어 원하는 튜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쉽게 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3]. 파라미터 이퀄라이저의 형태는

peaking과 shelving으로 나뉘는데, peaking 형태

를 만드는 파라미터로는 center 주파수, Q factor,

gain이 있으며, shelving 형태를 만드는 파라미터

에는 cut-off 주파수, slope, gain이 있다.

2) DRC(Dynamic Range Control)

DRC는 입출력간의 dynamic range를 조절해 주

는 신호처리 방법이다. TV에서는 높은 볼륨에서 과

도한 출력에 의한 소리의 왜곡 및 스피커 손상을 막

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대 출력을

제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DRC의 파라미터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

림 6>과 같이 DRC가 동작을 시작하는 레벨인

thres-hold, DRC가 동작하기 시작해서 입력 신호

가 threshold까지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인

attack time, 신호의 레벨이 threshold이하로 내려

<그림 5> 파라미터 이퀄라이저 (PEQ)

<그림 4> GEQ를 위한 여러개의 주파수 대역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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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줄어든 신호의 크기와 원래대로 복원되는 데

걸리는 시간인 release time으로 구성된다. <그림 7>

에는 1kHz +16dB의 클리핑이 발생하는 신호에 대

해 DRC를 적용한 경우의 파형 변화를 나타내었다.

초기에는 전체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 DRC가 일률적

으로 적용되었으나, TV의 저역 대역 재생 능력이 좋

지 못함으로 인해, 과도한 저역이 발생하는 음원의

경우 DRC가 동작하여 보이스 대역도 필요 이상으로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파수 대역을 <그림 8>과 같이 2개

의 밴드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어 DRC의 threshold

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고, 현재는

2밴드 DRC 또는 멀티 밴드 DRC가 보편화 되어 있

다.

DRC의 밴드를 나누는 경우에 나누어진 밴드의

신호처리 결과가 합쳐질 때 위상변화에 의한 주파

수 응답 특성이 나누기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밴드를 나누는 한 가지 방법으로

QMF 필터가 있다[4].

<그림 6> DRC의 동작

<그림 7> DRC 적용 전후의 파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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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볼륨제어

볼륨은 0.5dB단위로 조절되며, 미세 조정의 경우

0.125dB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뮤트 동작 시

<그림 9>와 같이 소프트 뮤트를 사용하여 팝 노이

즈가 들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보호 기능

디지털 앰프의 출력 단에 연결된 스피커의 임피

던스는 TV의 경우에 통상 4옴에서 8옴 정도인데,

여기에 직류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되면, 발생되는 열

로 인해 스피커가 손상되게 된다. 따라서, 오디오

앰프에서는 이러한 DC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보호

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일종의 고주파통

과필터인 DC 컷 필터를 신호처리의 최종 단에 배치

하여 스피커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5) 기타 사운드 프로세싱

이외에도 일부 기종에서는 음원에서 양쪽 귀에

도달하는 시간차이에 의해 음장감을 느끼는 원리를

바탕으로 양 채널의 크로스톡을 적절히 사용하여 더

넓은 음장을 느끼도록 하는 3D 사운드 효과나, 심리

음향학 이론을 바탕으로 missing fundamental을

이용하는 virtual bass 기능 등도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앰프의 DSP 기능은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

해 주로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이 된 디지털 신호처

리 방법을 사용하므로 상대적으로 구현 알고리듬의

복잡도가 낮은 편이다. 알고리듬의 복잡도가 올라

가는 경우 별도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DSP 프로

세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요즘은 오디

오 앰프 전단을 구성하는 TV 메인칩에 이와 같은

기능이 탑재되는 경우가 많다.

5. 오버샘플링(Oversampling) 및 노이즈

쉐이핑(noise shaping)

필요한 신호처리가 끝난 데이터는 16비트에서 24

비트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데이터를 곧바

로 펄스폭 변조(PWM)를 하려면 16비트의 경우 한

샘플당 2 = 65,536 의 펄스폭 해상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96kHz의 샘플 주파수를

기준으로 약 6GHz이상의 클럭 주파수가 필요하게

된다. 현재의 CMOS를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기술

로 이와 같은 속도를 구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려울 뿐 더러, 후단에 연결되어 PWM 펄스

<그림 8> 2밴드 DRC를 위한 QMF에 의한 주파수 분리

<그림 9> 소프트 뮤트 적용시의 시작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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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를 증폭하는 파워스테이지에서는 이러한 빠

른 속도의 스위칭을 구현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

서 데이터의 해상도를 낮추어야 하는데, 보통 7비트

또는 8비트의 해상도를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펄스

폭 변조를 하는 데이터의 해상도를 낮추는 경우 아

무런 추가 신호처리를 하지 않으면 SNR이 심각하

게 저하되게 되므로, 이를 위해 오버샘플링과 노이

즈쉐이핑을 하여 가청 대역의 SNR은 원 데이터의

해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신호처리는 델

타시그마 변조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다[5].

6. 펄스 폭 변조(Pulse Width Modulation,

PWM)

오버샘플링과 노이즈쉐이핑을 통해 해상도가 낮

아진 데이터에 대해 최종적으로 펄스 폭 변조를 하

며, AD, BD, ternary 변조와 같은 형태가 있다[6].

7. 파워 스테이지(Power stage)

PWM 펄스는 맨 마지막에 위치한 파워스테이지

에서 스피커를 구동할 수 있는 전압으로 증폭되며,

칩 외부에 있는 LC 필터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로

복원된다. 파워 스테이지는 사용 전압이 높아서 높

은 전압에 견딜 수 있는 소자가 필요하여 BCD 공정

을 이용하여 웨이퍼가 만들어지며, 전류, 전압, 그

리고 온도에 대한 보호 회로가 포함된다[7].

Ⅲ. 맺음말

지금까지 현재 TV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오

디오 앰프의 구조와 신호처리 기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디지털 오디오 앰프는 기존의 아날로

그 앰프와 비교할 때 데이터의 흐름 및 신호처리가

모두 디지털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잡음의

영향과 같은 문제가 거의 없고, 전력 효율이 높아서

별도의 방열을 위한 기구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다만, 디지털 앰프가 오픈 루프 구조임에 따라 저주

파의 전원 노이즈의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다. TV

에서는 스위칭 전원 레귤레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저주파의 전원 노이즈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

지는 않다. 또 한가지 단점으로는 디지털 오디오 앰

프가 기존 아날로그 앰프나 클래스 D 앰프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점인데,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앰프

칩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그 차이가 많이 줄

어들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퀄라이

저나 DRC와 같은 기능의 장점으로 인해 향후에도

LCD/LED/OLED 등의 평판 TV에 디지털 앰프가

계속적으로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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