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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향성 압전 트랜스듀서용 새로운 고효율 전력 증폭기

New High-efficiency Power Amplifier System for High-directional Piezoelectric Transducer

김 진 영* ․ 김 인 동†․ 문 원 규**

(Jin-Young Kim ․ In-Dong Kim ․ Wonkyu Moon)

Abstract - Piezoelectric micro-machined ultrasonic transducers for highly directional speaker need DC bias voltage. Most 

existing power amplifiers are not suitable for use in highly directional transducers because they are based on AC. In 

addition, since the piezoelectric micro-machined ultrasonic transducer has a large capacitive reactance, the power efficiency 

of the power amplifier is very low. Thus this paper proposes a new high efficiency power amplifier with DC bias voltage. 

In addition, by designing a matching circuit to compensate the capacitive reactance of the micro-machined ultrasonic 

transducer, the power efficiency of the power amplifier increases. The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power 

amplifier was verified by an experimental prototype. The proposed power amplifier is expected to be widely used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other related power amplif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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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적인 트랜스듀서를 구동하기 위한 전력 증폭기와 

pMUT을 구동하기 위한 전력 증폭기 개요도

Fig. 1 Basic block diagram of power amplifier for driving a 

typical transducer and pMUT

1. 서  론

파라메트릭 어레이 현상(Parametric Array, PA)을 구현할 수 

있는 매질인 압전 박막형 트랜스듀서(Piezoelectric micro- 

machined ultrasonic transducers, pMUT)는 음성 신호를 특정

한 방향으로 음향 빔(Acoustic beam) 형태로 발생 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청 주파수 대역의 음성 신호는 공기 중에서 전 방

향으로 퍼져 나가는 특성을 가지므로 원하는 공간으로만 전달하

기가 어렵다. 하지만 압전 박막형 트랜스듀서에서 발생되는 2차 

음파가 가청 주파수 대역이 되도록 원 신호를 변조한다면 공기 

환경에서도 고 지향성의 음파를 전달하는 스피커 구현이 가능하

다[1-5]. 

압전 박막형 트랜스듀서는 일반적인 트랜스듀서와 달리DC 바

이어스 전압을 인가해야 구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1-(a)는 일반적인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구동하기 위한 전력 증폭

기와 트랜스듀서의 동작 특성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트랜스듀서

는 출력 전압 VO와 출력 전류 iO가 그림 1-(a)처럼 0점을 기준으

로 교번하는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압전 박막형 트랜스듀서는 

DC bias 전압이 요구되므로 출력 전압 VO와 출력 전류 iO가 그

림 1-(b)처럼 양(+)의 방향에서만 동작을 한다. 따라서 압전 박

막형 트랜스듀서를 구동하기 위한 전력 증폭기에는 일반적인 전

력 증폭기와 달리 양(+)방향의 큰 공급 전압 VCC가 요구된다. 이

러한 이유로 압전 박막형 트랜스듀서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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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존 전력 증폭기의 회로도[13]

Fig. 2 Detailed power circuit of existing power amplifier[13]

그림 3 트랜스듀서의 등가회로와 어드미턴스 벡터도

Fig. 3 The equivalent circuit of the transducer and the 

admittance vector diagram

그림 4 제안하는 전력 증폭기의 개요도

Fig. 4 Basic block diagram of proposed power amplifier

량의 전력 증폭기가 요구되며, DC 바이어스 전압이 클수록 전력 

증폭기의 효율은 낮아지게 된다. 또한 전체 시스템의 외형이 커

지고 다량의 방열판이 요구되므로 경제성이 떨어지게 된다

[6-12].

그림 2는 기존에 제시된 전력 증폭기의 회로도이다[13]. 기존

의 전력 증폭기는 높은 전력 효율을 위해서 에너지 회수 기능과 

Q-ET(Quasi Envelope Tracking)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력 증폭기의 전력 효율은 여

전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력 증폭기의 전력 효율을 높

이기 위해서는 트랜스듀서의 부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3-(a)는 트랜스듀서의 간단한 등가회로를 나타내고 그림 

3-(b)는 트랜스듀서의 어드미턴스를 나타낸다[14]. 그림 3의 등

가회로에서 알 수 있듯이 트랜스듀서는 큰 용량성 리액턴스를 가

지므로 전력 증폭기의 구동 시 매우 큰 무효 전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력 증폭기는 트랜스듀서의 소비 전력(유효전력) 보다 

매우 큰 피상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력 증폭기에는 

보다 큰 용량의 소자들이 요구되며 전력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압전 박막형 트랜스듀서를 구동하기 위한 전력 증폭기에

는 트랜스듀서의 무효 전력을 보상할 수 있는 매칭 회로가 요구

된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력 증폭기의 단점

을 보완하고 압전 박막형 트랜스듀서를 구동하기 위한 최적화 된 

전력 증폭기를 구현하고자 한다. 기존의 전력 증폭기는 트랜스듀

서의 부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현이 되었다. 따라서 먼저, 

pMUT의 부하 특성을 연구한 뒤에 고효율의 특성을 갖는 전력 

증폭기를 구현한다. 그리고 부하의 임피던스를 고려한 매칭 회로

를 추가하여 전력 증폭기의 전력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전력 증폭기는 프로토 타입으로 제작하여 실험을 

통해 동작특성을 검증한다.

2. 제안하는 고효율 전력 증폭기

그림 4는 제안하는 전력 증폭기의 개요도이다. 전력 증폭기는 

전원 공급 장치(DC-DC Converter), 선형 증폭기(Linear 

Amplifier), 매칭 회로(Matching Circuit)로 구성된다. 그리고 압

전 박막형 트랜스듀서는 2개의 채널(CH1, CH2)로 구성되어 있

다. 고효율의 전력 증폭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하 특성

을 고려해야 한다. 압전 박막형 트랜스듀서의 부하 특성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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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MUT CH1과 CH2의 측정된 임피던스

Fig. 5 Measured impedance of pMUT CH1 and CH2

그림 6 기존의 전력 증폭기[13]과 제안하는 전력 증폭기의 출

력 파형.

Fig. 6 Output waveform of the existing power amplifier 

[13] and the proposed power amplifier

그림 7 제안하는 전력 증폭기의 회로도

Fig. 7 Detailed power circuit of proposed power amplifier

2.1 압전 박막형 트랜스듀서의 부하 특성

그림 5는 본 연구에 사용된 pMUT CH1과 CH2의 DC bias 전

압에 따른 측정된 임피던스 크기를 나타낸다. pMUT의 임피던스

는 구동 주파수 대역인 f1=89 [kHz], f2=97 [kHz]일 때 측정하였

다. pMUT CH1, CH2의 임피던스는 DC bias 전압이 0~7 [V]일 

때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

만 DC bias 전압이 7 [V] 이상부터는 pMUT의 임피던스가 조금

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임피던스 특성은 트랜스듀

서의 출력 선형성이 낮아지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전력 증폭기

의 DC bias 전압은 pMUT 구동이 가능한 최소한의 전압으로 선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DC bias 전압은 그림 6처럼 선정

할 수 있다.

그림 6은 기존 전력 증폭기(Ref[13])와 제안하는 전력 증폭기

의 DC Bias전압과 출력 파형을 나타낸다. B-Class 타입의 선형 

증폭기는 일반적으로 drop-out voltage가 최소 1.4 [V]이며 출

력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drop-out voltage도 점차 커지므로 

2 [V]의 마진을 두었다. 

DC bias 전압이 7 [V]로 변경됨에 따라 선형 증폭기에 공급

되는 전압 VEE는 0 [V]가 되므로 별도로 공급 전압 VEE를 생성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전원 공급 장치는 공급 전압 VCC만 고

려하면 된다. 그림 7은 pMUT의 임피던스 특성이 고려된 제안하

는 전력 증폭기의 회로도이다.

2.2 매칭 회로

그림 8은 매칭 회로의 유무에 따른 전력 증폭기와 출력 파형

을 나타낸다. 그림 8-(a)에서 알 수 있듯이 트랜스듀서는 큰 용

량성 리액턴스를 가지므로 출력 전류 iO가 출력 전압 VO보다 위

상 θ만큼 앞서게 된다. 이로 인해 무효전력 QC가 발생하게 되고 

전력 증폭기의 효율은 매우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그림 8-(b)처

럼 매칭회로를 추가하면 트랜스듀서로 인해 발생하는 무효전력을 

보상할 수 있다. 그림 8-(b)에서 매칭회로의 인덕터 Lm과 커패시

터 Cm은 직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매칭회로의 임피던스는 인덕

터 Lm의 리액턴스와 커패시터 Cm의 리액턴스의 합이 된다. 만약, 

트랜스 듀서의 대표 구동 주파수 93 [kHz]에서 커패시터 Cm의 

리액턴스가 매우 작아지도록 커패시터 Cm을 선정한다면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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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매칭회로의 유무에 따른 전력 증폭기의 출력 파형

Fig. 8 The output waveform of the power amplifier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matching circuit

그림 9 주파수에 따른 pMUT CH1과 CH2의 측정된 커패시턴스

Fig. 9 Measured capacitance of pMUT CH1 and CH2 

according to frequency

그림 10 프로토타입으로 제작된 전력 증폭기의 개요도

Fig. 10 Overall block diagram of experimental prototype of 

proposed power amplifier

[kHz]에서 매칭회로의 임피던스는 인덕터 Lm의 리액턴스 성분만 

나타날 것이다. 이때의 인덕터 Lm과 커패시터 C, 저항 R은 병렬 

구조를 갖는다. 이 구조에서 커패시터 C에 의해 발생하는 무효전

력 QC의 크기가 인덕터 Lm에 의해 발생하는 무효전력 QL의 크기

와 같도록 인덕터 Lm을 선정한다면 무효전력을 크게 줄일 수 있

다. 그 결과로 그림 8-(b)의 그림처럼 출력전압 VO와 출력전류 

IO의 위상이 같아지게 되며 출력 측의 피상 전력은 크게 감소한

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매칭 회로를 갖는 전력 증폭기는 전력 

효율이 높아진다. 주파수 f가 93 [kHz]일 때 매칭회로와 트랜스

듀서의 무효전력 합이 0이 되기 위한 인덕턴스 Lm은 식 (1)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

     
 ∙


               (1)

그림 9는 DC bias 전압 7 [V]가 인가 된 트랜스듀서 CH1과 

CH2의 커패시턴스 측정값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트랜

스듀서의 주파수는 89 [kHz]와 97 [kHz]이므로 평균 주파수 

f=93 [kHz]에서의 커패시턴스는 Cm_CH1=0.45 [uF]과 Cm_CH2= 

0.26 [uF]이다. pMUT의 측정된 커패시턴스 Cm_CH1, Cm_CH2와 식 

(1)를 이용하여 매칭 회로의 인덕턴스를 구하면 Lm_CH1=6.5 [uH]

와 Lm_CH2=11.2 [uH]가 된다. 매칭회로의 커패시터 Cm은 DC 

blocking 커패시터 용도로 이용된다. 본 연구의 전력 증폭기는 7

[V]의 DC bias 전압을 사용하므로 매칭회로에 커패시터 Cm을 

추가해야 한다. 다만, 트랜스듀서의 무효전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는 주파수가 93 [kHz]일 때 커패시터 Cm의 리액턴스 크기가 인

덕터 Lm의 리액턴스 크기보다 매우 작아야 한다. 커패시터 Cm과 

인덕터 Lm은 직렬 구조이므로 공진 주파수 fR에서 매칭 회로의 

합성 리액턴스는 0이 되며 공진 주파수 fR보다 낮은 주파수 일수

록 커패시터 Cm의 리액턴스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공진주파수 

fR이 93 [kHz]보다 매우 작도록 식 (2)를 만족하는 커패시터 Cm

을 선정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커패시터 Cm은 22 [uF]이

며 이때의 공진 주파수 fR은 약 13 [kHz]가 된다. 동작 주파수 

93 [kHz]에서 인덕터 Lm의 리액턴스 크기는 커패시터 Cm의 리액

턴스 크기보다 약 50배가 크다.

     


≪           (2)

3. 실험 결과

그림 10은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한 전력 증폭기의 개요도를 나

타낸다. 프로토타입의 전력 증폭기는 한 개의 전원 공급 장치, 2

개의 선형 증폭기, 2채널의 매칭 회로로 구성된다. 

그림 11-(a)는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한 전력 증폭기의 외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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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 프로토타입으로 제작된 전력 증폭기, (b) 2채널의 

트랜스듀서로 구성된 스피커, (c) 프로토타입의 스피커 

시스템

Fig. 11 (a) Prototype of Power amplifier and power supply, 

(b) Speaker with two-channel transducer, (c) 

Prototype of speaker system

Parameters Specification

Power rating 10 [W]

Input voltage 5~12 [V]

Input Signal frequency f1,f2 89, 97 [kHz]

Boost output voltage VCC 14 [V]

Reference voltage of amp 12 [V]

Boost output voltage VEE 0 [V]

Inductance Lm_CH1, Lm_CH2 6.5 [μH], 11.2 [μH]

Capacitance Cm_CH1, Cm_CH2 22 [μF], 22[μF]

Max Output peak voltage of amp ±5 [V]

표    1 시스템 파라미터

Table 1 System parameter

그림 12 매칭회로가 없는 전력 증폭기의 공급전압 VCC. VEE와 

pMUT의 출력전압 VO와 출력전류 iO를 측정한 파형

Fig. 12 Measured supply voltage VCC, VEE of the power 

amplifier without the matching circuit, and the 

output voltage VO and current iO of the pMUT

그림 13 기존의 전력 증폭기(Ref[13])와 제안하는 전력 증폭기

의 입력 전력

Fig. 13 Input power of the existing power amplifier[13] 

and proposed power amplifier

며 그림 11-(b)는 2 채널의 압전 박막형 트랜스듀서로 구성된 

스피커의 외형이다. 그림 11-(c)는 전력 증폭기와 스피커로 구성

된 프로토타입의 스피커 시스템의 외형이다. 표 1은 설계된 전력 

증폭기의 시스템 파라미터이다. 

실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매칭 회로가 없는 전력 증폭

기를 실험하여 기존의 전력 증폭기(Ref[13])와 출력 특성을 비교

하고 입력 전력과 소비 전력을 분석한다. 그리고 매칭 회로를 추

가하여 매칭 회로의 유무에 따른 전력 증폭기의 전력 효율을 검

증한다. 

그림 12는 매칭 회로가 없는 전력 증폭기의 공급 전압 VCC, 

VEE와 스피커에 인가되는 전력 증폭기의 출력 전압 VO, 출력 전

류 iO를 측정한 파형이다. 트랜스듀서의 최대 구동전압은 DC 

bias 7 [V]를 기준으로 ±5[V] 진폭을 가지며 동작한다. 그림 12

에서 나타나듯이 전력 증폭기는 스피커에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은 전력 증폭기의 출력 전압 진폭에 따른 기존 전력 

증폭기(Ref[13])의 입력 전력 PIN과 제안하는 전력 증폭기의 입

력 전력 PIN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전력 증폭기는 기존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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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매칭 회로가 없는 전력 증폭기의 출력 전압 VO에 따른 

입력 전력 PIN, 전력 증폭기 소비전력 PPowerAmp, 스피커

의 소비전력 PSpeaker

Fig. 14 Input power PIN, power consumption of power 

amplifier and power consumption of speaker 

according to output voltage VO of power amplifier 

without matching circuit

그림 15 매칭회로의 유무에 따른 전력 증폭기의 출력 전압 VO

와 전류 iO의 시뮬레이션 파형

Fig. 15 The output voltage VO and the current iO simulation 

waveforms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matching circuit

그림 16 매칭회로의 유무에 따른 전력 증폭기의 출력 전압 VO

와 전류 iO

Fig. 16 The output voltage VO and the current iO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matching circuit

증폭기에 비해서 입력 전력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출력 전

압 VO가 5 [V]일 때 약 1.1 [W]의 입력 전력이 감소하였다.

그림 14는 매칭 회로가 없는 전력 증폭기의 출력 전압 VO에 

따른 전력 증폭기의 입력전력 PIN, 전력 증폭기의 소비전력 

PPowerAmp, 스피커의 소비전력 PSpeaker를 나타낸다. 그림 14에서 알 

수 있듯이 출력 전압 VO의 진폭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력 증폭기

는 스피커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14에 나타나듯이 전력 증폭기의 입력 전력 PIN은 

스피커의 소비 전력 PSpeaker에 비해 매우 크므로 전력 효율이 여

전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매칭 회로를 추가하여 

전력 효율을 높여야 한다. 

그림 15는 매칭 회로의 유무에 따른 전력 증폭기의 출력 전압 

VO와 전류 iO의 시뮬레이션 파형이며 그림 16은 실험결과 파형이

다. 시뮬레이션은 PowerSim(PSI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전

력 증폭기의 출력 전압 VO는 DC bias 전압 7 [V]를 갖지만 출력

전류 iO와 위상을 비교하기 위해 오프셋을 -7 [V]로 조정하였다. 

그림 16-(a)에서 θ=64.95°이며 스피커의 용량성 리액턴스로 인

해 전류 iO가 전압 VO보다 위상이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림 16-(b)에서는 매칭 회로로 인해 스피커의 리액턴스 성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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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매칭 회로의 유무에 따른 전력 증폭기의 입력 전력

Fig. 17 The input power of power amplifier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matching circuit

그림 18 매칭 회로를 갖는 전력 증폭기의 출력 전압 VO에 따

른 입력 전력 PIN, 전력 증폭기 소비전력 PPowerAmp, 스

피커의 소비전력 PSpeaker

Fig. 18 Input power PIN, power consumption of power 

amplifier and power consumption of speaker 

according to output voltage VO of power amplifier 

with matching circuit

보상되므로 전류 iO와 전압 VO가 동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그림 16-(a)의 최대 전류는 0.9 [A]인 반면에 그림 

16-(b)의 최대 전류는 약 0.5 [A]로 출력 전류 iO가 절반 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은 매칭 회로의 유무에 따른 전력 증폭기의 입력 전

력 PIN을 나타낸다. 매칭 회로를 갖는 전력 증폭기는 매칭 회로

가 없는 전력 증폭기에 비해서 입력 전력이 45%가량 감소하였

으며 출력 전압 VO가 5 [V]일 때 약 3.6 [W]의 입력 전력이 감

소하였다.

그림 18은 매칭 회로를 갖는 전력 증폭기의 출력 전압 VO에 

따른 전력 증폭기의 입력전력 PIN, 전력 증폭기의 소비전력 

PPowerAmp, 스피커의 소비전력 PSpeaker를 나타낸다. 그림 14와 그림 

18을 비교하면, 스피커의 소비전력 PSpeaker는 동일하지만 매칭 회

로가 없는 전력 증폭기에 비해 매칭 회로가 있는 전력 증폭기의 

소비전력 PPowerAmp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적인 상

황에서는 부하 측의 무효 성분이 변하더라도 전력 공급 장치(전

력 증폭기)와 부하의 총 소비 전력은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부

하 측의 무효 성분이 커짐에 따라서 전력 증폭기에서 부하 측으

로 공급되는 전류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전력 증

폭기를 구성하는 소자들의 손실이 공급 전류 크기의 제곱에 비례

하여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17과 그림 18을 통해 부하가 

동일한 상황에서 매칭 회로를 추가한 전력 증폭기의 전력 효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고 지향성 음파 발생이 가능한 압전 박막형 트랜스듀서는 큰 

용량성 리액턴스와 DC bias 전압을 인가해야 구동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력 증폭기는 구동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며 전력 효율이 매우 낮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압전 박막

형 트랜스듀서를 고효율로 구동할 수 있는 전력 증폭기를 제안한

다. 구동 전압 및 구동 주파수에 따른 압전 박막형 트랜스듀서의 

부하 특성을 분석하고 최적화 된 전력 증폭기를 선정하였다. 그

리고 압전 박막형 트랜스듀서의 용량성 리액턴스를 보상할 수 있

는 매칭 회로를 설계하여 전력 효율을 높였다. 제안한 전력 증폭

기는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하여 실험을 통해 동작 특성을 검증하

였다. 제안한 전력 증폭기는 에너지 수급 어려운 군사용 소나 시

스템이나 다른 전력 증폭기의 설계 및 구현에 활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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