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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V 응용을 위한 다상 스위칭 기반의

18W Class-D 출력단 회로

안태지, 조석희, 박준상, 신용진, 심현선, 이승훈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전화: (02)705-8913, E-mail: hoonlee@sogang.ac.kr

18W Class-D Output Power Stage 
Based on Multi-Phase Switching Scheme for DTV's

Tai-Ji An, Suk-Hee Cho, Jun-Sang Park, Yong-Jin Shin, Hyun-Sun Shim

Seung-Hoon Lee

Dept. of Electronic Engineering, Sogang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DTV 응용을 위해 18W의 고출력을 가지는 0.35μm BCDMOS class-D 출력단 회로를 제안한다. 제안하
는 다상 스위칭 기법 기반의 class-D 출력단 회로는 출력단 트랜지스터 쌍을 여러 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트랜지스터 쌍을 순
차적으로 스위칭하여 출력단 회로의 스위칭 동작에 의해 발생하는 큰 오버슈트 및 언더슈트를 감소시킨다. 시제품 class-D 
출력단 회로의 측정된 THD+N은 1kHz의 주파수를 가지는 정현파 입력을 768kHz의 PWM 신호로 가해 주어 1W의 출력을 
구동할 때 0.04%로 측정되었으며, 20Hz의 정현파 입력을 동일한 PWM 신호로 가해 주어 1W의 출력을 구동할 때 0.03%의 
값을 가진다. 또한 4Ω 스피커에서 18W의 출력을 구동할 때 최대 90% 값을 보여주고, 24V의 출력단 전원전압과 5V의 아날
로그/디지털 블록 전원전압에서 768kHz의 스위칭 주파수를 기반으로 동작할 때 216mW의 스위칭 전력과 5mW 고정 전력을 
소모한다.

Abstract

This work presents a highly power-efficient 18W class-D output power stage implemented in a 0.35μm 
BCDMOS process for DTV applications. The proposed class-D output power stage employs a multi-phase 
switching technique which sequentially switches the output circuits in a properly divided interval to minimize the 
glitch noise of output voltages such as overshoot and undershoot caused by high frequency switching operation. 
The measured THD+N is 0.04% at a 1kHz input frequency and 0.03% at a 20Hz input frequency while supplying 
1W, respectively. The power efficiency shows 90% while supplying 18W under a 4Ω load condition. This class-D 
output power stage based on the multi-phase switching consumes 221mW from 24V and 5V supply voltages, 
respectively, for output stages and analog/digital blocks at a 768kHz switching frequency.

      Keywords: Class-D 증폭기, 오디오 증폭기, 증폭기, DTV

Ⅰ. 서  론

최근 전자제품의 소형화 추세에 따라 시스템 설계자

들은 집적회로 상에 최대한 많은 기능을 집적하여 제품

의 크기를 줄이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LCD 평

판 TV와 같은 digital TV (DTV)용 오디오 시스템에

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오디오 시스템의 출력단 

회로는 비교적 높은 효율과 선형성을 가지는 

class-AB 구조를 많이 사용해 왔다. 그러나 

class-AB 구조는 출력단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한 드레인-소스 전압과 일정한 DC 바이어

스 전류로 인하여 고출력 응용 시 효율이 감소하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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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범위가 제한되며 출력단 회로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

하여 히트싱크가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그 반면 

class-D 구조는 펄스 폭 변조 (PWM : pulse width 

modulation)된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차단/선형 영역

에서 동작하는 출력단 트랜지스터의 스위칭에 의하여 

증폭이 이루어져 드레인-소스 전압 및 일정한 DC 바

이어스 전류가 필요하지 않아 고출력 및 고효율 특성을 

얻을 수 있으며, 큰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class-D 구조의 출력단 회로는 평판 

DTV 응용에서 class-AB 구조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 [1]-[2].

본 논문에서는 DTV의 오디오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18W의 고출력, 최대 90%의 고효율을 만족시키기 위하

여 다상 스위칭 기반의 class-D 출력단 회로를 제안한

다.

Ⅱ. 제안하는 다상 스위칭 기반의 class-D 

출력단 회로 전체 구조

제안하는 class-D 출력단 회로는 그림 1과 같이 두 

개의 단일 신호 채널로 스테레오 스피커를 구동하며 사 

구간 (dead-time) 제어 블록, 구동회로 블록, 과 온도 

보호회로 그리고 최종 출력단 블록으로 이루어진다. 사 

구간 제어 블록은 PWM 신호를 받아 두 출력단 트랜지

스터인 high-side switch (HSS)와 low-side switch 

(LSS)가 동시에 켜지지 않도록 겹치지 않는 펄스를 만

들어 주며, 구동회로 블록은 최종 출력단이 요구되는 

주파수 및 높은 전원전압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펄스의 

구동 능력을 향상 시켜준다. 이 때 외부 부스팅 커패시

터를 사용하지 않는 HSS 구동회로를 구현하여, 외부 

소자의 사용 및 핀의 개수를 줄였다. 과 온도 보호회로

는 한계 이상의 열이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회로의 

동작을 멈추게 하여 고온상황에서 회로의 손상을 막아

준다. 출력단 회로는 제안하는 다상 스위칭 기법을 적

용하여 고속 스위칭 동작에 의해 발생하는 오버슈트 

(overshoot) 및 언더슈트 (undershoot)와 기판 

(substrate)로 인가되는 잡음을 최소화 하였다. 전체 

회로는 5V 스윙 및 192∼768kHz의 스위칭 주파수를 

가지는 PWM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24V의 높은 스윙

을 가지는 PWM 신호로 증폭하여 출력하며, 최종적으

로 인덕터와 커패시터로 구성된 저역 통과 필터를 통해 

음성신호 대역의 24V 스윙을 가지는 아날로그 신호를 

스테레오 스피커로 전달하게 된다.

그림 1. 제안하는 다상 스위칭 기반의 class-D 출력단 회로

Fig. 1. Proposed class-D output power stage with 

multi-phase switching

Ⅲ. 제안하는 class-D 출력단 회로의 주요 설계 기법

1. 다상 스위칭 기법

기존의 스위칭 방식의 class-D 출력단 회로는 그림 

2(a)와 같이 한 쌍의 HSS와 LSS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효율 특성을 위하여 각각의 트랜지스터는 작은 온-

저항 (on-resistance)을 가지기 위해 매우 큰 면적을 

차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매우 큰 출력단 트랜지스터

가 열리고 닫히는 고속의 스위칭 동작을 반복 할 때 

출력 전압에서는 큰 오버슈트 및 언더슈트를 발생시켜 

오디오 신호의 성능을 열화 시킨다. 또한 스위칭 동작

은 기판으로 큰 잡음을 인가하여 민감한 블록의 오동

작을 야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상 

스위칭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다상 스위칭 기법은 

그림 2(b)와 같이 출력단 트랜지스터 쌍을 여러 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트랜지스터 쌍을 순차적으로 스위칭하여 

출력단 회로의 스위칭 동작에 의해 발생하는 큰 오버슈

트 및 언더슈트를 감소시켜 오디오 신호의 성능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림 2. (a) 기존의 출력단 회로 및 파형, (b) 제안하는 

다상 스위칭 기법을 적용한 출력단 회로 및 파형

Fig. 2. Output power stage and waveform (a) 

Conventional (b)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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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력단 회로를 시스템 칩에 집적할 때 스위칭 동

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큰 기판 잡음을 줄여 시스템 칩의 

민감한 블록에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어 시스템-온-칩 

(system-on-a-chip) 응용에 유리하다.

2. 부스팅 커패시터를 사용하지 않는 HSS 구동회로

일반적으로 HSS의 경우 회로의 면적을 고려할 때, 

N-type의 LDMOS (NLDMOS) 트랜지스터를 사용하

고, 회로의 간단한 구현을 위해서는 P-type의 LDMOS 

(PLDMOS) 트랜지스터를 사용한다. 먼저, NLDMOS 트

랜지스터를 사용하여 HSS를 구현할 경우 PLDMOS 트

랜지스터에 비해 면적이 작은 장점이 있지만, 충분한 턴

-온 상태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사용

해 게이트 전압을 높여주어야 하므로 구동회로의 복잡도

가 증가하고 칩 외부에 부스팅 커패시터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한 핀이 추가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 반면 

PLDMOS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HSS를 구현할 경우 

NLDMOS 트랜지스터에 비해 동일한 온-저항을 위하여 

약 3배 면적이 증가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외부 소자와 

추가적인 핀의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구동회로의 구현

이 간단한 PLDMOS 트랜지스터를 사용해 HSS를 구현

하였다 [3].

그림 3은 HSS의 풀-업 (pull-up) 구동회로로써 게

이트 전압을 24V로 인가하여 HSS를 열어주어 LSS에 

의해 출력전압을 0V로 낮추는 동작을 한다. 즉, 풀-업 

구동회로는 5V의 낮은 전압을 가지는 펄스를 받아 HSS 

게이트 전압을 24V로 끌어올려 PLD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소스 전압을 0V로 만들어 줌으로써 HSS를 열

어준다. 이 때 ND2와 ND3은 초기에 큰 전류를 흘려주

어 빠른 풀-업 동작을 수행하고, 이후 스위칭 동작이 완

료 되면 ND1과 ND4는 작은 전류만을 흘려주어 상태를 

유지시켜 전력소모를 최소화한다 [4].

그림 3. HSS의 pull-up 구동회로

Fig. 3. Pull-up driver circuit of the HSS

그림 4는 풀-다운 (pull-down) 구동회로로써 HSS

의 게이트 전압을 낮추어 출력전압을 24V 전압으로 올

려주는 동작을 한다. 즉, 풀-다운 구동회로에 5V 입력 

신호가 가해지면 IPD (풀-다운 전류)를 흘려주어 HSS를 

닫아 출력전압을 24V로 올려주게 된다. 이 때 ND1에서 

초기의 큰 전류를 흘려주어 빠른 풀-다운 동작을 완료하

며, ND2의 작은 전류와 5V 제너 다이오드 (zener 

diode)를 통해 HSS의 게이트 전압을 19V 상태로 유지 

시킨다 [4].

그림 4. HSS의 pull-down 구동회로와 파형

Fig. 4. Pull-down driver circuit and waveform of the HSS

Ⅳ. 시제품 class-D 출력단 회로의 측정결과

제안하는 다상 스위칭 기반의 class-D 출력단 회로

는 0.35μm BCDMOS 공정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그림 5는 시제품 회로의 total harmonic distortion +

noise (THD+N)이며, 1kHz의 주파수를 가지는 정현

파 입력을 768kHz의 PWM 신호로 가해 주어 1W의 

출력을 구동할 때 0.04%로 측정되었으며, 20Hz의 정

현파 입력을 동일한 PWM 신호로 가해 주어 1W의 출

력을 구동할 때 0.03%의 THD+N값을 가진다.

그림 5. 시제품 class-D 출력단 회로의 측정된 THD+N

Fig. 5. Measured THD+N of the prototype class-D 

output power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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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power (W) 18 (@4Ω Speaker)

Switching frequency (kHz) 192, 384, and 768

Input bandwidth (kHz) 0.02 to 22

Supply voltage (V)
24 / 5

(Power stage / Control block)

Dynamic range (dB) 102

THD+N (%)
0.04 (@1W, 1kHz)

0.03 (@1W, 20Hz)

Power efficiency (%) 90.0 (@18W, fSW: 768kHz)

Power consumption (mW)
221 (Switching: 216mW, 

Fixed: 5mW)

Active die area (mm2) 3.18 (=1.70mm x 1.87mm)

그림 6은 4Ω 스피커에서 18W의 출력을 구동할 때

의 효율을 나타내며 최대 90% 값을 보여주며, 모의실

험 결과와 유사하게 측정되었다. 제안하는 시제품 다상 

스위칭 기반의 class-D 출력단 회로는 24V의 출력단 

전원전압과 5V의 아날로그/디지털 블록 전원전압에서 

768kHz의 스위칭 주파수를 기반으로 동작할 때 

216mW의 스위칭 전력과 5mW 고정 전력을 소모한다. 

제안하는 시제품 출력단의 측정된 주요 성능을 표 1에 

요약하였다.

그림 6. 시제품 class-D 출력단 회로의 측정된 효율

Fig. 6. Measured efficiency of the prototype class-D 

output power stage

표 1. 시제품 class-D 출력단 회로의 성능요약

Table1. Performance of the prototype class-D 

output power stag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TV 응용을 위해 고출력, 고효율 특

성을 가지는 다상 스위칭 기반의 class-D 출력단 회로

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class-D 출력단 회로는 다상 

스위칭 기법을 적용하여 고속 스위칭 동작에 의해 발생

하는 출력 전압의 오버슈트 및 언더슈트, 그리고 기판

으로 인가되는 잡음을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외부 부스

팅 커패시터가 필요하지 않는 HSS 구동회로를 사용하

여 추가적인 외부 소자 사용 및 핀의 개수를 줄였다. 

시제품 class-D 출력단 회로는 0.35μm BCDMOS 공

정으로 제작되었으며, 3.18mm2의 면적을 차지한다. 측

정된 THD+N은 1kHz의 정현파 입력에서 1W의 출력

을 구동할 때 0.04%이며, 4Ω 스피커를 구동하여 

18W의 출력을 나타낼 때 최대 90%의 효율을 가진다. 

시제품 class-D 출력단 회로는 24V 및 5V 전원전압

에서 768kHz의 스위칭 주파수를 기반으로 동작할 때 

221mW의 전력을 소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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