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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부하 진단
본 애플리케이션 개요에서는 TAS6584-Q1 차량용 45V, 4
채널 클래스 D 오디오 증폭기 IC에 포함된 실시간 부하 진단
기능의 구현에 대해 설명합니다. AC 및 DC 진단이 출력을
활성화하기 전에 부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실시간 부하 진
단은 오디오가 재생되는 동안 스피커 출력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고장 상태를 I2C 버스 및 지정된 I/O 핀을 통해 알립니
다. TAS6584-Q1은 통합 전류 감지 회로를 사용하여 개방
부하, 단락 부하, 접지 측 단락 및 전원 측 단락 상태를 실시
간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D 증폭기의 실시간 부하 진단
TAS6584-Q1은 오디오가 재생되기 전에 부하 고장 상태를
감지하는 AC 및 DC 진단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내장
된 실시간 부하 진단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디바이스는 오디오가 재생되는 동안 부하 전류를 모니터링하
여 단락 부하, 개방 부하, 접지 측 단락 및 전원 측 단락 고장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부하 진단은 오디오가 재생되
는 동안 동시에 실행하거나 개별적으로 활성화 또는 비활성
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 1에서는 TAS6584-Q1에 대한 실시
간 부하 진단(RTLDG)의 단순화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
줍니다.

그림 1. TAS6584-Q1 실시간 부하 진단

니다. 이 임피던스는 사용자가 단락 부하 및 개방 부하 상황
을 감지하도록 구성한 임계값과 비교됩니다. 사용자는 실시
간 부하 진단을 활성화하기 전에 단락 부하 및 개방 부하 임
계값을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출력 임피던스가 개방 부하 임계값보다 높으면 개방 부하가
레지스터에 보고됩니다. 출력 임피던스가 단락 임계값보다
낮으면 단락 부하가 레지스터에 보고됩니다. 단락 부하 또는
개방 부하 이벤트가 감지되면 플래그가 RTLDG OL SL
Fault Mem 레지스터에 보고됩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이
벤트를 고장 이벤트 또는 경고 이벤트로 디바이스의 I/O 핀
중 하나에 직접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I2C 버
스를 통해 사용자에게도 제공됩니다. 단락 부하 또는 개방 부
하 임계값 위반이 발생하는 채널은 전환을 중지하고 고장 상
태로 전환됩니다. 채널을 다시 시작하려면 먼저 고장을 해결
하고 실시간 부하 진단을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접지 단락 및 전원 단락 진단
오디오를 활성화하기 전에 접지 단락 및 전원 단락 상태를 감
지하는 것 외에도, TAS6584-Q1은 전류 감지 기능을 사용
하여 오디오가 재생되는 동안 접지 및 전원 단락 고장을 감지
합니다. 이 진단은 오디오 재생 전에 임피던스가 낮은 단락을
감지하고, 오디오가 실시간 부하 진단에서 재생되는 동안 임
피던스가 높은 단락을 감지합니다. TAS6584-Q1은 개별 채
널 출력 FET의 감지된 전류를 사용하며 FET 사이의 오프셋
을 사용자가 구성한 단락 임계값 및 접지 개방 임계값과 비교
합니다. 진단을 활성화하기 전에 이러한 임계값을 구성하십
시오. 임계값 위반이 감지되면 전원 단락 및 접지 단락 플래
그가 RTLDG Fault Mem 레지스터로 전송됩니다. SL 및
OL 플래그와 마찬가지로 이 신호는 장치의 I/O 핀 중 하나에
고장 이벤트로 직접 라우팅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이 전원 단
락 또는 접지 단락 이벤트를 감지하는 경우 채널 전환이 중지
되고 고장 상태로 이동합니다. 채널을 다시 시작하려면 먼저
이 고장을 해결하고 실시간 부하 진단을 다시 활성화해야 합
니다.

단락 부하 및 개방 부하 진단
이전 차량용 클래스 D 오디오 증폭기가 오디오 재생이 시작
되기 전에 단락 및 개방 부하 상태를 감지하여 고장 상태가
감지될 경우 오디오가 재생되지 않습니다. TAS6584-Q1은
이러한 진단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내장된 전류 감지 기능을
사용합니다. TAS6584-Q1은 감지된 전류를 사용하여 오디
오가 재생되는 동안 단락 부하 및 개방 부하 고장을 감지합니
다. TAS6584-Q1은 DSP에서 항상 존재하지만 들리지 않
는 오디오 신호를 내부적으로 생성합니다. 이를 파일럿 톤이
라고 합니다. 파일럿 톤은 오디오 신호와 혼합됩니다. 필터링
및 복조 후에는 출력 임피던스를 지속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

PurePath™ 콘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PurePath 콘솔이라는 강력한 오디
오 설계 도구를 제공하며, 이 도구는 오디오 평가 및 설계를
지원하는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GUI를 제공합니다.
PurePath 콘솔에 사용된 실시간 부하 진단 테스트의 실시간
결과가 포함된 인터페이스는 TAS6584-Q1의 실시간 전류
감지 기능을 보여줍니다.
실시간 부하 진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 또는 TAS6584-Q1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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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AS6584-Q1-전류 감지 기능이 있는 오토모티브 45V, 10A 디지털 입력, 4채널 클래스 D 오디오
증폭기 제품 페이지
•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AS6584-Q1 EVM 툴 페이지
•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차량용 오디오 시스템에서 진단 및 보호 애플리케이션 요약
•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오디오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위한 PurePath™ 콘솔 그래픽 개발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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