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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DAC와 TPA6404-Q1을 사용해서 프리

미엄 오디오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설명한다. 

TPA6404-Q1의 2.1MHz PWM이 어떻게 프리미엄 사운드를 

달성하는지 설명한다. 외부 부품, 스키매틱, PCB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한다. 프리미엄 사운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쉽지 않은 질문이다. 사람들마다 주관적이기 때문이

다.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게 음질만을 따진다. 또 어떤 사람들

은 사양이 얼마나 훌륭한지 따진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둘 다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에서는 음질 및 사양 모두와 관련해서 잡음, THD+N, 

IMD, 그룹 지연, 오디오 대역폭 같은 요소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잡음, THD, IMD

이다. 잡음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것이다. 잡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며, 잡음은 음질을 나쁘게 만든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 잡음을 되도록 낮추려고 한다. 여기를 보시면 신호대 

잡음비가 있고, 동적 범위가 있다. 이것들 모두가 잡음에 관한 

것이며, 이 수치들을 되도록 좋게 해야 한다.

다음은 THD+N이다. THD는 ‘총 고조파 왜곡’을 뜻하는 

것으로서, 증폭기 디자이너들이 이 수치를 사용해서 증폭기 

선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사람이 THD를 들을 수 있을까? 이

것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악기나 

목소리는 모두가 배음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음이 약간 빗나갔다고 했을 때 사

람이 0.001%와 0.01%를 구분할 수 있을

까? 음질을 판단할 때 항상 하게 되는 질

문은, 사람이 THD를 들을 수 있느냐 하

는 것이다. THD가 충분히 높다면 당연

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IMD이다. IMD는 ‘혼변조 왜

곡’을 뜻하는 것으로서, 두 주파수가 섞

여서 증폭기 시스템으로 비선형성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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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키는 것이다. 사람이 IMD를 들을 수 있을까? 

조잡하게 설계된 시스템으로 IMD는 THD보다 

더 잘 들릴 수 있다. 두 주파수가 섞여서 또 다른 

주파수를 발생시킨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설명하겠다. 

다음은 그룹 지연이다. 그룹 지연은 시간 왜

곡을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이다. 그룹 지연은 

주어진 주파수로 위상 응답 기울기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그룹 지연에 있어서 변화가 신호 왜

곡을 일으킨다. 그룹 지연은 오디오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다. 스피커나 멀티웨이 스피커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같은 오

디오 재생 사슬을 구성하는 많은 장치들이 오디오 신호로 그

룹 지연을 일으킨다. 오디오 사슬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어

느 정도의 그룹 지연과 시간 왜곡을 일으킨다.

중요한 것은, 그룹 지연이 사람에게 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

이 시간 왜곡으로 인해서 그룹 지연이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

다. 그러면 디지털 입력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을 어떻게 설

계하는지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 설계나 마찬가

지로, 시스템을 부분별로 구분해야 한다. 각기 부분을 설계하

고 전체적으로 잘 동작하도록 인터페이스해야 한다. 이 시스

템은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 디자인과 증폭기 스테이지 디

자인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Class-D 증폭기를 구동하기 위한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부터 시작한다. PCM175x 고성능 25비트 스테레오 오

디오 DAC를 보자. 이 DAC는 잡음 성능이 106dB로 매우 우

수하고, THD+N도 -94dB로 매우 우수하다. 4차 잡음 성분

과 8레벨 진폭 균등화 역시 매우 우수하다. 이러한 특징들을 

앞세워서 우수한 지터 성능으로 높음 음질을 달성할 수 있다. 

훌륭한 동적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다중의 전원 레일을 

통합함으로써 시스템 복잡성을 낮출 수 있다.

PCM175x DAC 제품은 샘플링을 하면서 대역외 잡음을 

발생시킨다. 저역통과 필터를 사용해서 이 잡음을 낮춤으로

써 우수한 잡음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 대역외 잡음을 감쇠시

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필터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적인 필

터링이라면 오른쪽 상단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대역외 잡

음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필터

도 이상적일 수 없으며, 롤오프로 인해서 오디오 대역으로 잡

음이 유입될 수 있다. PCM175x 디바이스의 잡음 성능을 보

자. 이 아키텍처는 디지털 필터와 오버샘플링을 사용해서 출

력 잡음 에너지를 20Hz~20KHz의 가청 대역 바깥으로 이동

시킨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대역외 잡음이 아날로그 신호 경로로 

원치 않는 에일리어싱을 일으킴으로써 시스템 성능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PCM5000 같은 제품은 잡음 성능이 좀 더 향

상되었다. DAC에 주로 사용되는 출력 필터 타입을 보자. 왼

쪽에 3개 회로를 볼 수 있다. 맨 위는 일차 필터이고, 두 번째

는 이차 필터이고, 세 번째는 삼차 필터이다. 그림에서 보듯

이, 일차 필터보다는 이차 필터가 오디오 대역 바깥의 잡음을 

더 잘 제거하고, 이차 필터보다는 삼차 필터가 더 잘 제거한

다. 하지만 차수가 높아질수록 회로가 점점 복잡해진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외부적 잡음 필터 구성을 보자. 위는 수동 일차 

RC 필터이고, 아래는 능동 이차 저역통과 필터이다. 이것은 

주파수 응답 플롯이다. x는 주파수이고, y는 DAC 출력 잡음

이다. 빨간색 선이 이차 필터로서, 고주파수대로 잡음 제거가 

적어도 10dB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RC 필

터는 잡음 제거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 슬라이드는 디스크리트 SMT 부품을 선택하는 것에 관

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AC 신호 경로 부품으로는 COG나 

NPO가 권장된다. X7R과 여타 세라믹은 DC 커플링이나 바

이패스 커패시터에 선호된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Sallen-

Key 저역통과 필터를 사용했을 때 COG의 THD+N(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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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낮고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0603 

또는 1206 사이즈 X7R은 THD+N이 훨씬 높다. 이번에는 TI

의 PCM5102A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를 보자. 2VRMS 출

력을 제공하고, 스테레오를 지원하며, 112/106/100dB의 세 

가지 동적 범위 제품을 제공한다. 

또한 32비트 DAC로서 384KHz를 지원한다. 특징은 대역

외 잡음이 극히 낮고 지터 억제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들 저

가격대 DAC 제품들 간에 잡음 성능 차이를 보자. 빨간색 선

은 PCM5102A로 출력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검정색 

선은 PCM175x 제품으로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림

에서 보듯이, 대역외 구간으로 잡음이 20dB부터 40dB 혹은 

50dB까지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PCM510x 디바이스를 TPA6404-Q1과 인터페이

스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보자. 먼저 간단한 RC 필터가 필요하

다. 넓은 대역폭 증폭기 용으로 153KHz 대역폭을 지원하는 것

을 사용할 수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DC 블로킹 커

패시터가 필요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RC는 간단한 박막 필름 

저항과 COG나 NPO나 전해 커패시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차동 출력 PCM5242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를 

보자. 마찬가지로 동적 범위가 114dB로 매우 뛰어나다. 대역

외 잡음 성능 역시 뛰어나다. 또 차동 출력을 제공하므로 시스

템 내의 증폭기로 공통 모드 제거가 우수하다. PCM5242 또

는 PCM5252의 차동 출력을 TPA6404-Q1의 차동 입력으로 

어떻게 인터페이스하는지 보자. 마찬가지로 DC 블로킹 커패

시터를 사용하며, 각기 출력으로 간단한 RC 네트워크를 위해

서 박막 필름 저항과 COG/NPO를 사용한다. 또한 마찬가지

로 153KHz 수동 RC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회로에는 출력/입력 부분에 접지 배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회로로 접지 잡음이 유입되지 않

도록 할 수 있다. 완벽하게 브리징되어 있고 공통 모드 제거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PCM5242와 PCM5252의 특징은 miniDSP

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miniDSP를 활용해서 필터링을 하

기 위한 풍부한 바이쿼드를 구현할 수 있다. 또 3대역 동적 범위 

압축기와 스테레오 모노 믹서를 구현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음량 제어이고, 그 다음은 필터이고, 출력을 해서 

증폭기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miniDSP를 활용해서 낮은 가격

대로 고성능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PCM5252의 또 다른 특

징은 ‘스마트 증폭기’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증폭

기’ 기능은 무엇일까? 스마트 증폭기는 PCM5252로 지원되는 

일련의 DSP ROM 모듈이다. 이러한 기능의 하나로서 Smart 

SOA는 전기-기계-열 모드를 사용해서 열 과부하나 음성 코

일 오버 익스커션으로 인해서 스피커를 손상시키는 것을 피하

면서 스피커로부터 평균 출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Smart BASS 기능은 스피커 특성분석 수치를 사용해서 베

이스 대역으로 스피커 출력을 균등화한다. 스피커의 베이스 

대역과 심리음향 베이스를 확장한다. Smart EQ 기능은 스피

커 특성분석 후에 내부적 DSP

를 활용해서 SPL을 원하는 응답

으로 정규화한다. 이 슬라이드에

서는 Smart SOA가 어떻게 작용

하는지 보여준다. 진한 파란색 

실선은 24V 전원을 사용했을 때 

SPL이다. 녹색 점선은 동적 SPL

이다. 오버 익스커션이나 과열로 

인해서 SPL이 감소했다.

다음 그림에서는 기존의 한

계선을 보여준다. 스피커 출력

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 증폭기 기능을 사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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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증폭기의 동적 SPL을 조절해서 출

력을 높일 수 있다. 스피커 손상을 일으

키지 않으면서 스피커로부터 더 높은 출

력을 끌어낼 수 있다. 이번에는 Smart 

BASS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자. Smart 

BASS를 사용해서 우퍼의 베이스 응답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목표는 녹색 선과 같

이 달성하는 것이다. 누구든 훌륭한 오

디오 시스템을 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피커가 파란색 선처럼 응답한다.

그러므로 보정을 해야 하고, 보정을 

하기 위해서 신호로 빨간색 선을 주입한

다. 그렇게 해서 녹색의 양호한 출력을 

얻을 수 있다. Smart SOA를 활용할 수

도 있다. 스피커를 너무 세게 구동할 때 

베이스로 출력을 낮출 수 있다. 그러므

로 Smart BASS 기능을 사용하는 증폭기

로 SLA를 보호할 수 있다. 다음은 Smart 

EQ이다. 스피커 출력은 파란색 선이고, 목표는 녹색 선과 같

이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려면 스피커를 균등화해야 한다. 빨

간색 선을 사용해서 균등화를 한다. 그러면 실제 출력이 갈색 

선과 같이 된다.

이 그림에서는 miniDSP를 사용해서 디지털 크로스오버

를 하고 TPA6404-Q1으로 인터페이스하는 것을 설명한다. 

PCM5242 + PCM510xA + TPA6404-Q1을 사용해서 2.2 구

성(4x BTL)이나 2.1 구성(2x BTL, 1x PBTL)을 할 수 있다. 

miniDSP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크로스오버, 베이스 부스트, 

동적 범위 압축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GPIO는 PCM5102A 같

이 DSP를 포함하지 않는 DAC 용으로 데이터 출력으로 구성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TPA6404-Q1을 사용하는 것을 설명한다. 

이것은 TPA6404-Q1 EVM의 증폭기 회로이다. 신호가 어

떻게 DAC로부터 오디오 입력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다. 

PVDD 전원이 있고, 출력 LC 필터가 있다. 어디로부터 THD

가 TPA6404로 유입될까? 가능한 요인들로는 내부 증폭기 비

선형성이 있고, 2개 적분기가 있고, PWM 생성기가 있다. 그 

다음에는 게이트 드라이버 데드 타임이 있고, LC 필터 같은 

외부 부품 비선형성이 있다.

2.1MHz 스위칭이 어떻게 THD를 향상시킬까? 알기 쉽게 

모델을 보자. 이득 A는 PWM과 게이트 드라이버이다. 왜곡 D

는 개략적인 루프 왜곡이다. 신호 전달 함수는                      

이다. 왜곡 전달 함수는               이다. 2.1MHz가 어떻

게 THD를 향상시키는지 보자. 이 전달 함수는 더 높은 스위

칭 주파수를 사용해서 THD를 더 높은 주파수로 이동시킨다. 

그러므로 오디오 대역으로 THD가 낮아진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기존의 400K 스위칭을 사용하면 루

프 대역폭이 약 70KHz이다. 그러므로 오디오 대역으로 THD

가 훨씬 높다. 2.1MHz 스위칭을 사용하면 루프 대역폭이 

300KHz로 늘어난다. 그러므로 20KHz에서 THD가 훨씬 낮

다. 이번에는 2.1MHz 스위칭이 어떻게 IMD를 향상시키는지 

보자. IMD 왜곡이란 무엇일까? 그림에서 보듯이, f1과 f2의 

두 주파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둘의 곱이나 f2에서 f1을 뺀 차

가 발생될 수 있다.

또 f1과 f2의 측대역으로서 2f1-f2와 2f2-f1이 발생될 수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설계

           A
Y =            *X       S2 + A           S2

Y =            *D       S2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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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이차, 삼차, 사차 왜곡 성분이 발생될 수 있다. 이

런 식으로 IMD 왜곡으로 인해서 음질이 나빠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2.1MHz를 사용해서 IMD를 향상시킬까? 이것은 주

파수에 따른 정격 THD 그래프로서, 6.7KHz에서 THD가 매

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THD가 점선과 

같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므로 기존의 400KHz 스위처를 사용하면 루프 대

역폭이 70KHz이고 3KHz 대에서 THD가 매우 높다. TI의 

2.1MHz 스위칭은 300KHz 루프 대역폭으로 10KHz 대나 

20KHz 대에서도 THD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KHz

와 18KHz 대에서 IMD를 보면, 피크가 높고 주변으로 고조파

들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00KHz를 사용할 때는 녹색 

선이 훨씬 높고, 2.1MHz 스위칭을 사용할 때는 녹색 선이 훨

씬 낮다. 그러므로 IMD의 왜곡 성분이 훨씬 낮다. 

그러면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용으로 TPA6404-Q1을 채

택한 디자인 예를 보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위해서는 

벌크 커패시턴스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기 PVDD 

핀으로 대형의 전해 커패시터를 사용할 수 있다. VBAT 전원 

핀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디오 대역으로 역

동적인 전류 요구량에 따라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PVDD를 제

공할 수 있다. 또한 전원 공급이 오디오에 따라

서 변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THD와 IMD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 그림에서는 PCB 하단면에 오디오 증폭

기의 PVDD 핀에 매우 가깝게 전문적인 오디오

급 전해 커패시터를 탑재하고 있다. 다만 최종 

고객들마다 선호하는 오디오급 전해 커패시터

가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오디오급 전해 커

패시터를 필요로 할까? 이것은 축전 능력이 매

우 우수하고 오디오 대역으로 잡음이 낮기 때문

이다. 이번에는 출력 LC 필터를 보자. 먼저 메인 필터 커패시

터로 세라믹 대신에 필름 커패시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1 F 50V 커패시터이다.

필름 커패시터는 전압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그러므로 

IMD를 향상시킨다. 고품질 페라이트 인덕터는 주파수와 온

도에 대해서 선형성이 우수하다. 또한 LC 필터를 대역폭이 넓

도록 설계할 수 있다. 2.1MHz 스위칭을 사용하면 LC 필터로 

약 100KHz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오디오 대

역으로 위상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매우 우수한 그룹 지연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대역폭이 넓으면 필터 Q 위상 응답이 

오디오 대역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력 LC 필터 설계 

예를 보자.

빨간색 상자로 표시된 필름 커패시터는 훨씬 더 우수한 

THD를 달성한다. 또 화살표로 표시된 고품질 페라이트 인덕

터 역시 THD를 향상시킨다. 공통 모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PCB 레이아웃을 잘 해야 한다. 공통 모드를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모든 4개 채널 각각으로 필름 커패시터 접지를 가깝게 

해야 한다. 이들 제품의 차별화 요인을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다.

TPA6404-Q1은 2.1MHz PWM 스위칭을 사용해서 THD

와 IMD를 향상시킨다. DAC 제품들은 대역외 잡음이 낮으므

로 OP AMP를 사용할 필요 없이 단순 RC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 평형적인 출력과 입력은 공통 모드 제거와 잡음을 향상

시킨다. 

TI.com 웹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추가 정보를 보실 수 있

다. S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