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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음향 시스템의 음질을 개선하기 위해 음향 전력 

증폭기 회로의 비선형 저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음향 전력 증폭기에 직접 연결되어 소

리를 재생하는 스피커의 성능도 꾸준히 개선되어 왔

다. 하지만 음향 전력 증폭기와 스피커를 연동하여 

종합적으로 그 성능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

로 소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전력 증

폭기의 구동 방식이 스피커의 특성과 결합하여 음질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음향 전력 증

폭기의 구동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인다.

현재 음향 전력 증폭기의 대부분은 부귀환(nega-

tive feedback)을 이용하여 비선형성을 개선하는 기

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부 주관주의자들은 부귀

환이 오히려 음질을 저하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1],

아직도 부귀환이 없는 전력 증폭기가 등장하고 있다

[2]. 부귀환은 주로 전압샘플-전압혼합 방식을 사용

하여 출력 전압의 파형이 입력 전압의 파형과 같아지

도록 하고 있다[3-5]. 부귀환을 채용하는 것 이외에

도 전력 증폭기 회로 입력단과 출력단의 대칭성을 

확보하여 2차 비선형성을 저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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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스터의 전이전도도가 전류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출

력단의 전력 트랜지스터로 사용되는 BJT와 FET는 

특성이 달라 음질이 달라지지만 아직 어떤 소자가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다. 전력 증폭기와 스피커를 연결하는 신호선도 음

질에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 왔으

나, 음질에 대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6]. 전기 신호를 음향 신호로 변환하는 스피

커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은 영구 자석과 전자석을 이용

하는 동적 스피커 방식이며[7] 그 동작 원리에 적합

한 전력 증폭기의 구동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

다.

음향 시스템의 음질 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대부분 

부분적인 구성 요소의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

나 음원 자체의 품질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8] 실제로 소자 제조의 개선과 기술의 발달이 음질 

향상에 기여를 해 온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음향의 최종단에 해당하는 음향 증폭기

와 스피커는 각각 따로 설계하는 것이 관례이다. 음

향 증폭기의 부하는 4 Ω 또는 8 Ω의 저항을 갖는 

스피커라는 가정 아래서 음향 증폭기를 설계한다. 그

러나 이 저항 값은 스피커의 직류 저항 값으로, 정확

하지도 않거니와 음성 코일의 인덕턴스나 음성 코일

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역기전력 등으로 주파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음성 코일의 움직임은 코

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결정되는데, 지금까지의 전

력 증폭기는 출력 신호의 전압이 스피커 입력에 왜곡 

없이 인가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피

커의 동작이 전압보다는 전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

실을 반영하여 전이전도 증폭기를 구현한 논문도 있

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9].

이 논문에서는 음향 전력 증폭기가 신호의 파형에 

충실한 전압을 스피커에 인가하는 전압 구동 방식과 

신호의 파형에 충실한 전류를 인가하는 전류 구동 

방식에 대해 스피커 출력의 음압레벨(sound pres-

sure level; SPL)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함으로

써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채택해 오던 전압 구동 방식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음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스피커의 임

피던스 특성과 전압 구동 전력 증폭기와 전류 구동 

전력 증폭기의 차이를 설명하고, 3절에서는 스피커

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압 구동 방식을 사용하였을 

경우와 전류 구동 방식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스피커 

출력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비교하고 전압 구동 방식

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4절에서는 전류 구동 방식을 

적용한 음질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결론을 맺는다.

2. 이  론

2.1 스피커의 임피던스 특성

스피커는 진동 막, 고정된 영구 자석, 음성(또는 

가동) 코일, 주상 자석(pole piece), 제동자(damper)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성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따라 진동 막이 진동하여 전기 신호를 소리로 변환하

는 장치이다. 음성 코일이 움직이므로 기계적인 저항

과 탄성에서 비롯되는 임피던스가 있고 코일 자제의 

전기적인 인덕턴스에서 비롯되는 임피던스와 음성 

코일이 자기장에서 움직임으로써 비롯되는 역기전

력에 의한 임피던스 등이 있어 단순한 저항 성분으로 

그 임피던스를 나타낼 수가 없다. 또 기계적으로 움

직이는 부분이 있으므로 역학적인 작용에 의한 임피

던스 성분들도 존재한다. 4 Ω 또는 8 Ω이라고 하는 

스피커의 저항은 단순한 직류 저항 성분으로서 스피

커가 동작하는 음향 신호 주파수 대역에서의 주파수

별 임피던스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메릴래이넨

(Meriläinen)에 의하면 4.5 인치 저·중대역 드라이버

(케이스에 장착하지 않은 상태의 스피커) Vifa

PL11WH09-04에 50 mA의 전류를 흘리고 주파수별

로 그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곡선맞춤기법(curve fit-

ting method)을 적용하면 Fig. 1과 같은 모델로 나타

낼 수 있다[9]. 모델은 5 개의 리액턴스 소자로 구성

되어 임피던스의 주파수 특성이 5 차식이 됨을 짐작

할 수 있다. 이 스피커의 주파수별 임피던스의 변화

는 Fig. 2와 같다. 실선은 임피던스의 크기를 나타내

고 점선은 임피던스의 위상을 나타낸다. 스피커의 임

피던스 변화를 살펴보면 스피커의 명목상 임피던스

인 4 Ω은 1 kHz 근처에서만 일치할 뿐 대부분의 주파

수에서는 맞지 않으며, 650 Hz 근처에서는 임피던스

가 21 Ω 정도까지 올라가고 1 kHz 이상에서는 주파

수에 따라 임피던스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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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는 음성코일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공

기의 압력 변화로서 소리를 재생한다. 음성코일은 전

자기력에 의해 움직이는데 전자기력 F는

  (1)

와 같이 주어진다. 식에서 B는 영구자석에 의한 자속

밀도이며 l은 자기장에 놓인 전류경로의 길이, i는 전

류를 나타낸다. 식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음성코

일을 움직이는 것은 전류이며 전압이 아니다. 따라서 

스피커의 진동막의 움직임이 신호의 파형을 따르도

록 하기 위해서는 신호의 파형과 같은 전류를 흘려 

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스피커의 출력은 음향 신호이며 세기는 음압레벨

로 나타내는데 이는 음성코일의 가속도에 비례하고,

음성코일의 가속도는 음성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비

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Fig. 1의 스피커 모델

에서 음성코일의 전류는 Cm에 흐르는 전류에 해당한

다. 모델에서 음압레벨은 Cm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

한다.

2.2 전압 구동 전력 증폭기

대부분의 음향 전력 증폭기는 스피커의 임피던스

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증폭기 입력 신호의 

전압을 왜곡 없이 충실하게 증폭하여 스피커의 양단

에 전달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

해 부귀환을 적용하는데, 스피커에 전달되는 신호의 

전압 주파수 특성이 평탄하게 하기위해 Fig. 3과 같

이 출력 저항을 줄이는 전압 샘플링을 이용한다. Fig.

3에서 는 증폭기에 부귀환이 없을 때의 전압 이득

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수 만에서 수 십 만 V/V의 

값을 갖는다. 부귀환 인수 는 저항 과 에 의해

  


(2)

이고, 가 매우 크면 부귀환을 적용하였을 경우, 전

압 이득 는 식 (3)과 같이 정해진다.

  


 




 
 


(3)

이때 증폭기의 출력 저항은 Fig. 4와 같은 등가 

회로로부터 구할 수 있다. Fig. 4에서 각 전압과 전류

는 식 (4)-(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4)

 

 



(5)

Fig. 1. Model of the loudspeaker Vifa PL11WH09-04.

Fig. 2. The impedance variation of the loudspeaker due 

to frequency variation.

i
v

1
R

2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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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ig. 3. The voltage-drive audio power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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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식 (7)에서  ≪ 이고 ≫이므로

 





≈ (8)

이 된다. 는 부귀환이 없을 때의 증폭기 출력 저항

이고 보통 1 Ω 이하이다. 식 (8)에서 알 수 있는 것처

럼 전압 샘플링 부귀환의 경우 출력 저항은 거의 0이

므로 스피커에 인가되는 신호 전압은 스피커의 임피

던스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압 샘플링 

부귀환 증폭기는 식 (3)과 (8)에서 구한 파라미터들

로써 Fig. 5와 같은 전압 증폭기로 모델링할 수 있다.

전압 증폭기 모델의 출력단은 이상적인 전압원과 값

이 거의 0인 출력 저항으로 구성된 테브난 등가 회로

로 표시할 수 있다.

스피커의 입력 임피던스가 주파수에 따라 변화한

다면 똑같은 전압을 갖는 신호가 스피커에 인가되더

라도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는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

므로 음압레벨도 달라진다. 이는 입력 신호와 출력 

음압레벨 사이의 주파수 특성이 평탄하지 않음을 의

미한다.

2.3 전류 구동 전력 증폭기

스피커의 임피던스 변화에 관계없이 평탄한 음압

레벨 특성을 얻을 수 있는 전류 구동 방식을 살펴본

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스피커 출력의 음압

레벨은 음성코일의 가속도에 비례하고, 식 (1)에서와 

같이 음성코일의 가속도를 결정하는 힘은 전류에 비

례하므로 스피커의 양단에 신호의 모양과 같은 전압

을 인가하는 전압 구동 방식보다는 신호의 모양과 

같은 전류를 흘려주는 전류 구동 방식이 스피커의 

동작 원리에 부합한다.

전류 구동을 위해서는 증폭기의 출력단이 이상적

인 전류원에 가까워야 한다. 이상적인 전류원은 출력 

저항이 무한하여 부하 임피던스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호원의 파형과 동일한 전류를 부하에 흘려 

줄 수 있다. 전력 증폭기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출력 저항을 키우는 방법 중의 하나는 전압 샘

플링 대신 전류를 샘플링하는 것이다. 전류 샘플링 

부귀환 회로는 Fig. 6과 같이 구현할 수 있다. Fig.

6에서 가 충분히 크면 (-) 단자의 전압은 와 같고 

(-) 단자의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높아서 입력 전류

가 0이면 에 흐르는 전류는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 

와 같고 는 식 (9)과 같이 정해진다.

 


(9)

그러므로 입력 전압 에 대한 출력 전류 의 비

(比)인 전이전도도 은

  





(10)

과 같다. 부귀환 저항 로 증폭기의 전이전도도를 

i
Av

o
R

1
i

2
i

1 2x
i i i= +

x
v

i
v

1
R

2
R

Fig. 4. The equivalent circuit of the voltage amplifier for 

output impedance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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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oltage amplifier model of the voltage-drive au-

dio power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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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current-drive audio power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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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수 있다. 출력단에서 전류를 샘플링하면 출력 

저항 는 Fig. 7과 같은 등가 회로로부터 구할 수 

있다. Fig. 7의 회로에서 각 전압과 전류의 식은 식 

(11)-(1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1)

          (12)

        (13)

식 (13)에서   ≫이므로

 


≈      (14)

가 된다. 여기서 는 부귀환이 없을 때 증폭기의 전

이전도도(단위는 A/V 또는 S)이고 는  로 저

항의 단위를 갖는다.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 는 스피커의 임피던스 변

화에 관계없이 입력 전압 파형에 비례한다. 전류 구

동 음향 증폭기는 식 (10)과 식 (14)에서 구한 파라미

터들로써 Fig. 8과 같은 전이전도 증폭기로 모델링 

할 수 있다.

2.4 음향 전력 증폭기 회로

전압 구동 방식과 전류 구동 방식의 특성을 비교

하기 위해 Fig. 3의 전압 구동 음향전력증폭기(audio

power amplifier)를 설계하였다. 이 음향 전력 증폭기

는 최대 120 W를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 바이어스는 

B 급으로 설계하였다. Fig. 9에 전체 회로도를 보였

다. 모의실험과 제작을 통해 그 동작을 확인하였다.

이 증폭기는 입력단, 전압 증폭단, 출력단이 모두 밀

고-당김(push-pull) 방식으로 설계 되었으며 부귀환

이 없을 때의 이득 는 이론상 1 Hz에서 148 dB이다.

회로도에서 회색 블록 속의 는 Fig. 3의 에 해당

하고 은 Fig. 3의 에 해당한다. 전류 구동 전력 

증폭기로 변환하고자 하면 회로도의  , 를 없애

고 Fig. 6와 같이 부귀환 회로를 약간만 수정하면 된

다.

3. 모의실험 결과 및 고찰

3.1 모의실험의 개요

전압 구동과 전류 구동에 의하여 스피커의 양단에 

인가되는 전압과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의 주파수 특

성을 살펴본다. 스피커는 단순한 4 Ω이나 8 Ω 부하가 

아닌, Fig. 1과 같이 실제의 스피커와 같은 임피던스 

특성을 보이는 모델을 사용한다.

전압 주파수 특성은 스피커의 (+) 단자와 접지 사

이에서 측정하고, 전류 주파수 특성은 Fig. 1의 Cm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한다. 스피커의 진동막의 가속도

는 Cm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3.2 전압 구동 모드의 주파수 특성

Fig. 10은 전압 구동 증폭기로 구동한 스피커의 

주파수 특성을 보인 것이다. 전압 구동 시 스피커 양

단에 인가되는 전압의 진폭 주파수 특성을 mag

V(v_speaker), 위상 주파수 특성을 phase V(v_

speaker)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전류의 진폭 주파수 

특성은 mag I(Cm1), 위상 주파수 특성은 phase

I(Cm1)로 표시하였다. 전압 주파수 특성은 주파수에 

대한 스피커의 임피던스 변화에 상관없이 넓은 대역

(수 Hz–수 백 kHz)에서 진폭과 위상이 거의 평탄하

지만, 전류 특성은 가청 주파수 대역에서 매우 심한 

굴곡을 보인다. 500 Hz 근처에서 가장 큰 전류가 흐

르고 이 주파수에서 멀어질수록 전류가 적게 흐르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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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i

x
v

i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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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equivalent circuit of the transconductance 

amplifier for output impedance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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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ransconductance amplifier model of the cur-

rent-drive audio power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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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20 kHz에서는 최대 전류와 약 13

dB 정도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3.3 전류 구동 모드의 주파수 특성

Fig. 11은 전류 구동 증폭기로 구동한 스피커의 

주파수 특성을 보인 것이다. 전압 및 전류의 진폭과 

위상 주파수 특성에 대한 표시는 Fig. 10의 경우와 

같다. 전류 구동 시 전압 주파수 특성은 Fig. 2의 주파

수에 따른 스피커 임피던스 변화에서 미루어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임피던스와 비슷한 변화를 보인다.

전류 주파수 특성은 70 Hz에서 중간 대역보다 5-6

dB 정도의 큰 응답을 보이며 저주파 차단 주파수가 

약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주파 차단 주파수

는 저주파 특성을 결정하며 20 Hz 정도까지 낮을수

록 좋다. 그 외의 가청 주파수 대역에서는 평탄한 특

성을 보인다. 70 Hz에서 보이는 특성은 스피커의 공

진 현상에 의한 것이며 특성 개선을 위해 저주파 차

단 주파수의 하향 확장과 공진 현상을 함께 보정할 

필요가 있다.

Fig. 9. The voltage-drive audio power amplifier circuit used for simulation.

Fig. 10. The voltage and current frequency response of the loudspeaker driven by the voltage-drive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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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고찰

스피커에 의한 출력 음향 신호의 음압레벨이 전류

에 비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스피커에 인가되는 전

압 특성을 고려한 설계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위

의 모의실험은 용기에 장착하지 않은 드라이버에 대

해 수행한 것으로 용기에 의한 주파수 특성 등은 고

려하지 않은 것이다. 용기에 장착할 경우 차단막

(baffle) 효과에 의해 고주파 응답이 6 dB 정도 높아

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10]. 이를 감안하더라도 스

피커를 전압 구동할 경우 음압레벨은 평탄해지지 않

는다. 오히려 차단막 효과와 3.3 절에서 논의한 공진

에 의한 응답 특성을 보상하는 회로를 삽입하는 것이 

스피커의 구동 원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

리고 전압 구동의 경우 전압과 인덕턴스 사이의 비선

형성과 스피커 동작의 기계적 비선형성 등으로 왜곡

이 발생하나 전류 구동 시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4. 결  론

지금까지 주파수 변화에 따른 스피커 임피던스의 

변화를 고려하여 스피커의 주파수 응답을 살펴보았

다. 스피커는 주파수에 따라 입력 임피던스가 달라지

므로 이를 고려하여 증폭기의 구동 방식을 선택하여

야 한다. 스피커 출력 신호의 음압레벨은 전류에 비

례하므로 입력 신호의 전압 파형과 동일한 전류를 

흘려주는 전류 구동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스피커의 

구동 원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류 구동을 

할 경우 저주파에서 공진에 의한 이득이 나타나며 

저주파 특성이 약간 저하되고, 스피커를 용기에 장착

할 경우 용기에 의한 주파수 특성이 나타나므로 이를 

보정하는 회로를 추가하면 스피커의 선형 왜곡 특성

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류 구동은 전압 

구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선형 현상을 배제할 

수 있어 비선형 왜곡의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실험을 통해 전류 구동 방식과 전압

구동 방식에 의한 음압레벨의 주파수 특성을 비교하

여 전류 구동 방식의 타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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