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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전관방송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관방송용 파워앰프에 대해 TTA에서 개발한 시험규격을 설명하고, 주요 시

험항목에 대해 출력 레벨에 따라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시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시험을 위해 현재 상용으로 판매되는

정격출력이 260 W, 360 W, 480 W, 600 W 인 앰프를사용하였고, 각각의앰프에대해정격출력, 1/2 정격, 1/4 정격, 1/8 정격,

10W, 1W 일 때 주파수 응답, 신호대잡음비, THD+N 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향후 본 논문의 시험 데이타가 전관방송용

앰프의 성능을 가늠할 때 중요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서론

전관방송 시스템은 건물내에 설치되는 방송 시스템으로 비상 화

재방송과안내방송, 음악 방송등의구내 방송용도로 사용되는시스

템을 말한다. 전관방송 분야 장비는 국내 비방송사 장비 중에서 구매

시장이 가장 큰 방송 장비이며, 국산 장비 점유율이 9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전관방송 시스템을 이루는 다양한 장비 중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

하는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것이전관방송용파워앰프이다. 전관방

송용 파워 앰프는 오디오 신호를 입력 받아 신호를 증폭하는 장비로

전관방송 시스템에 사용되는 하이임피던스 앰프를 말한다. 일반 음악

용 앰프(SR 앰프, Sound Reinforcement amplifier)와는 달리 전관방

송용 앰프는 원거리 전송을 위해 출력 전압이 높고, 출력 전압을 기준

으로 출력 로드를 정하기 때문에 SR 앰프와는 시험기준과시험항목에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관방송 관련 기업의 대표 제조사, 방송사, 학계

등의 전문가를모아 TTA에서 개발한 전관방송용앰프 시험규격을설

명하고, 전관방송용앰프의품질을알수있는주요시험항목인주파수

응답(Frequency Response), 신호대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THD+N 비(Total Harmonic Distortion + Noise Ratio)를 출력 레벨에

따라 측정하여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전관방송용 앰프에 대한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전관방송용 앰프의 시험항목

구내/전관방송용 앰프 TTA Verified 인증 기준[1]에서 전관방송

용 앰프는 전관방송 시스템에 사용되는 하이임피던스 앰프로 제한한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관방송용 앰프는 음악 감상을 위한 용도

가 아닌원거리신호 전송이목적이고다수의스피커를연결하게되므

로 출력 임피던스가 높다.

시험항목은 오디오 품질 시험, 전원 시험, 신뢰성 시험, 환경 시험

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시험항목은 표 1 에 정리하였다.

분류 시험항목

오디오 품질 시험

출력 전압 확인 시험

THD+N Ratio 측정 시험

SNR 측정 시험

Frequency Response 측정 시험

Crosstalk 측정 시험

Input Sensitivity 측정 시험

출력 레벨 확인 시험

전원 시험

전원 확인 시험

소비전력 측정 시험

DC 전원 지원 확인 시험

신뢰성 시험 앰프 출력 단락(short) 시험

환경 시험
저온 동작 확인 시험

고온 동작 확인 시험

표 1. 전관방송용 앰프 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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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관방송용 앰프 시험환경

그림 2. 260 W앰프의 주파수 응답

시험항목 중 DC 전원 지원 확인 시험과 앰프 출력 단락 시험은

SR 앰프에서는 불필요한 시험항목으로 전관방송 시스템의 비상 화재

방송 기능과 관련이 있는 시험항목이다. 비상시 AC 전원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전관방송용 앰프는 배터리를 통한 DC 24 V 전원을 사용 할

수 있어야 하며, AC 전원에서 DC 전원으로바꾸어 인가했을때, 앰프

출력이 정격출력 대비 80% 이상 되는 지 확인한다. 또한 전관방송용

앰프의 출력 단자끼리 단락되어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발생해도 재

동작 시켰을 때 정상 동작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확인

한다.

3. 출력 레벨에 따른 전관방송용 앰프 특성

전관방송용 앰프에 국한된 시험항목이 존재하지만 전관방송용 앰

프역시품질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적인 오디오품질시험을 통

해그성능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품질을측정하는주요시험항목

으로 주파수 응답, 신호대잡음비, THD+N 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전

관방송용앰프의 특성이어떻게나타나는지 출력레벨에 따라측정하

여 제시한다.

가. 시험 환경 및 시험 방법

그림 1 은 전관방송용 앰프의 주파수 응답, 신호대잡음비,

THD+N 비를측정하기 위한 시험 환경을 보여준다. 오디오 분석기출

력과 앰프 입력을 연결하고, 앰프 출력에 부하 저항을 연결한다. 또한,

앰프 출력의같은신호를 필터를통과시켜오디오분석기 입력으로 연

결한다. 전관방송 앰프는 일반적으로 스위칭 타입(Class D) 앰프로서

고주파대역의스위칭잡음을제거하기위해필터가필요하다. 부하저

항의 경우 100V 출력 신호를 기준으로 각 앰프의 출력 레벨에 따라

P=V2/R의 수식으로 계산하여 적정 부하를 연결한다.

부하저항의경우 인덕턴스 성분때문에 주파수 특성이변하지않

도록 인덕턴스 성분이 거의 없는 무유도 저항을 사용하였다.

시험을 위해 사용한 앰프는 정격출력이 260 W, 360 W, 480 W,

600 W 인 앰프들이며, 각각의앰프에대해최대출력, 최대출력의 1/2

출력, 1/4 출력, 1/8 출력, 10W, 1W 일 때 결과를 측정하였다. 최대 출

력은제품에표시되어있는정격출력으로하였고, 저 출력레벨에서앰

프의 동작 특성을 보여주고자 10W와 1W 측정 결과를 추가하였다.

나. 주파수 응답

주파수 응답은 주파수에 따른 출력 레벨을 측정하여 나타내는데,

넓은대역에대해출력레벨이일정할수록그특성이좋다고판단한다.

이는 앰프가 입력 신호를 그 만큼 충실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파수응답에 대해 TTA Verified 인증기준에서는 1/8 정격출력에해

주파수 범위 80 Hz ~ 16 kHz에서 1 kHz 신호를 0 dB 기준으로 ± 3

dB 이내를 만족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시험에서는 앞서 설명한 시험

환경에 따라 정현파 신호를 입력하여, 주파수 범위 20 Hz ~ 20 kHz에

서 측정하였다.

그림 2 는 정격출력이 260 W인 A사의 앰프에 대하여 앰프의 정

격, 1/2 정격, 1/4 정격, 1/8 정격, 10 W, 1 W인 경우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여준다. 1/8 정격 측정 결과 TTA 인증기준을 만족하며, 다

른 출력레벨도 주파수범위 80 Hz ~ 16 kHz에서 ± 3 dB 이내로나타

난다.

고주파에서는 출력 레벨이 낮을수록 주파수 응답 특성이 일정하

게 좋지않은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저주파에서는 출력레벨에따라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그림 4, 그림 5 에서 보여주는 정격출력 360 W, 480 W,

600 W인 3개 앰프는 같은 A사 제품으로 주파수 응답 특성이 동일한

경향을 보여준다.

주파수 범위 80 Hz ~ 16 kHz에서는 TTA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그외범위에서는저주파에서특성감소가훨씬심하게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출력 레벨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360 W 앰프의 주파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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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앰프
정격 1/2정격 1/4정격 1/8정격 10W 1W

260W 107.0 104.0 101.3 99.0 93.6 83.6

360W 101.9 98.9 95.7 93.3 86.4 76.7

480W 101.4 98.3 95.4 92.4 87.7 75.0

600W 100.7 97.7 94.7 91.7 83.2 72.9

표 2. 앰프 별 출력 레벨에 따른 신호대잡음비(dB)

그림 4. 480 W앰프의 주파수 응답

그림 5. 600 W 앰프의 주파수 응답

다. 신호대잡음비(SNR)

신호는 잡음이 많으면 품질이 나빠져 듣기에 곤란하다. 그러므로

상대적인신호 전력의크기가잡음에 비해클수록성능이 좋은앰프라

고할 수있다. 이러한앰프의 잡음특성을알아보기위한방법이신호

대잡음비를 측정하는 것이다.

신호대잡음비 측정 시 오디오 분석기에서 AES17(20 kHz)와

A-weighting 필터를 옵션을 적용하여 측정의 정확성을 높였다. 정격

출력이 260 W, 360 W, 480 W, 600 W 인 앰프 별 출력 레벨에 따라

1 kHz 정현파 입력 신호에 대해 신호대잡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표 2 에 정리하였다. 동일 앰프에서 입력 신호 레벨이 작아짐에 따라

신호대잡음비 특성이 나빠진다. 이는 신호대잡음비가 신호의 출력 레

벨 대비 입력 신호가 없는 잔류 잡음 상태의 출력 레벨의 비율이으로

동일 앰프에서 잔류 잡음은 일정한데 출력 레벨이 낮아져 신호대잡음

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정격출력이 높은 앰프 일수록 신호대잡음비 특성이 나빠지고 있

는데, 정격출력 레벨이 높을수록 앰프의 증폭률이 높고, 이는 잡음 역

시 크게 증폭되기 때문이다.

라. THD+N 비

THD+N은 전고조파 왜율과 잡음을 더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기준 신호 주파수의 정수배로 발생하는 왜곡된 신호 성분인 고조파의

모든 합과 입력 신호와 상관 없이 발생하는 잡음 성분을 합하여 기준

신호 레벨과의 비율을 THD+N 비라고 한다.

THD+N 비 측정값은 측정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오디오 분

석기에서 고역 필터와 저역 필터 옵션을 선택하여 주파수 범위 20 Hz

~ 20 kHz에서 측정하였다.[2]

그림 6 은 정격출력이 260 W인 앰프의 정격, 1/2 정격, 1/4 정격,

1/8 정격, 10 W, 1 W에 대한 THD+N 비측정 결과를보여준다. TTA

Verified 인증기준에서는 THD+N 비의 판단 기준을 1 % 이하로 정하

고 있는데, 그림 6에서는 저주파 대역에서는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1/8 정격출력 이하 부터는 THD+N 비 특성이 측정 전체 대역에

서 2%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6. 260 W 앰프의 THD+N Ratio

그림 7, 그림 8, 그림 9 는 정격출력이 360 W, 480 W, 600 W 인

앰프의 정격, 1/2 정격, 1/4 정격, 1/8 정격, 10 W, 1 W 출력에 대한

THD+N 비 측정결과를 보여준다. 1W 출력을 제외하고 전 측정 구간

에서 THD+N 비가 1 % 이하이고, 정격, 1/2 정격, 1/4정격, 1/8정격,

10 W의 순으로 점점 비율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그림 7. 360W 앰프의 THD+N 비

153



2013년 한국방송공학회 하계학술대회

그림 8. 480 W 앰프의 THD+N 비

그림 9. 600 W 앰프의 THD+N 비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관방송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하이임피던스 앰프

인 전관방송용 앰프의 시험항목을 살펴보고, 전관방송용 앰프의 품질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파수 응답, 신호대잡음비, THD+N 특성을

앰프 출력 레벨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전관방송용앰프의시험항목은오디오 품질시험, 전원 시험, 신뢰

성 시험, 환경 시험으로 구분되는 13개의 시험항목이 있고 이 중 DC

전원 지원 확인 시험과 앰프 출력 단락 시험은 전관방송 시스템의 비

상 화재 방송 기능과 관련이 있다.

전관방송용 앰프의 주파수 응답 특성은 출력 레벨에 따라 차이가

많지않았고, 신호대잡음비는 동일 앰프에서 입력 신호 레벨이 작아질

수록, 정격출력이 높은 앰프 일수록 특성이 좋지 않게 나타났다.

THD+N 비는 입력 레벨이 작을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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