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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변환기의 해석 및 설계에 있어서 측정되어진 데이터로 부터 그 변환기의 전기, 기계, 

음향적인 특성변수를 추출하는 기술의 확보는 설계되어진 변환기의 검증 및 최적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한 기존의 방법은 측정방법이 번거롭고 그 결과 또한 많은 오차를 포함하 

고 있는 관계로 변환기의 정확한 특성변수를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 

음향변환기 의 정 확한 특성변수 추출을 위 하여 기 존의 방법 과는 달리 Levy Method 반복적 으로 

사용하여 그 오차를 최소화하는 알고리듬을 개발하였匸卜.

I. 서론

최근 휴대용 전화기 등 전자 제품의 소형화 추세 

로 인해 초소형 전기음향 변환기의 수요가 급증하 

고 있匸卜 소형화와 함께 다양한 복합적 기능도 요구 

되고 있匸卜. 이러한 추세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초소 

형 진기음향 변환기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기존 

장비들의 음질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소형 전기음 

향 변환기의 성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변환기 

의 해석 및 설계에 있어서 측정되어진 데이터로 부 

터 그 변환기의 전기, 기계, 음향적인 특성변수를 

추출하는 기술의 확보는 설계되어진 변환기의 검증 

및 최적화 그리고 새로운 모델의 개발을 위해서 필 

수적이다. 그러나 초소형 전기음향 변환기는 여러 

가지로 그 크기와 형상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성능 

향상에 많은 애로가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 

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소형 전기음향 변환기의 성능향 

상과 복합기능 개발의 일환으로 기존 변환기의 전 

기적 등가회로를 추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기존의 

방법은 측정방법이 번거롭고 그 결과 또한 많은 오 

차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변환기의 정확한 특성 

변수를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음향 변환기의 정확한 특성변 

수 추출을 위하여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Levy 

Method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그 오차를 최소화하 

는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추출하여 개발되어진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임피던 

스 특성 변수를 추출한 결과 비교적 측정치와 추정 

치가 잘 일치하였匸卜.

본 분석 기법은 향후 신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개발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생산 관리를 위한 기준 

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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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방법

그림 1.고!• 같은 구조를 갖는 초소형 전기음향 변 

환기의 등가회로 모델링을 위하여 그림 2.와 같은 

순서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변환기는 코일 유닛에 의 

한 전기적 특성과 변환기를 구성하고 있는 진동판 

과 cap 등의 기계적 진동 특성이 결합된 구조를 갖 

고 있어 일반적으로 그림 3.과 같은 등가회로로 모 

델링할 수 있다[1].

그림 1. 초소형 전기음향 변환기의 구조

그림 2. 전기음향 변환기 모델링 순서도

그림 3. 전기음향 변환기의 전기적 등가회로

그림 3 같은 전기적 등가회로를 갖는 변환기의 

전기 적 입 력 임 피 던스 乙“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전기음향 변환기는 전 

기적 입력 임피던스 乙“은 주로 코일에 의한 임피 

던스 乙와 진동판과 cap 등의 기계적 진동 특성의 

전기 적 등가 임피 던스 乙”의 합으로 나타난다.

Z/Z. + Z,，，

Z _ 以《 + + r讀，，+ + s /<>/，,

" 4+%

_ by +sb2 +s2b3
<7, + sa2

(1)

(2)

srlZ =-- ?-- _一----
m 1 1 r + sl + s2rlc

-H---1-sc
r si

= $供
+sa2 (3)

식(2)와 식(3)으로부터 식(4)와 같이 등가회로의 

변수값을 구할 수 있다.

布=知 ' =%， L = bja、‘ lh = b3/a2 , 
r = ai, l = a» c-a3/a}a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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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乙 와 Z” 은 각각 분자, 분모가 2차 1차, 

1차 2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일반식은 식(5) 

와 같다.

百(s) _ b、+ 始 + ……bL 
方 (s) ax + a2s +......as” 시 (5)

식 (5)에 서 方3)는 N개 의 주파수

皿," = L 2,•••，시 로부터 얻은 데이터이다, 이로부터 

게수 ｛이,…%0，…시를 구하기 위해 식(6)과 같 

은 목표함수를 최소화한다.

기음향변환기 모델링 순서도에 따라 먼저 측정 데 

이터 乙“을 입력으로 하고 식(7)을 이용하여 乙의 

계수 ｛知 a房. 厶 ｝을 구하였匸卜. 다시 乙，,고卜 추정 치 

方，,의 차를 입력으로 식(7)을 이용하여 乙의 계수 

姣 a?.%｝ 를 구하였다. 각각의 추정치 泛와 Z，, 의 

합을 새로운 입 력임피던스의 추정 치 乙 로 하였다. 

乙,,과 乙이 일정한 에러범위 이내에 들 때까지 반 

복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乙의 계수 와

Z,,, 의 계수 农｝를 구하였다

반복적으로 수행한 작업의 중간 결과들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力、方(s) 
m%》Z(s) - -^― 

P N(s) (6)

식(6)이 선형식이 아니고 분수식이므로 Levy 

method를 이용하여 식(7)과 같이 변환한다[2].

minq/(s)Z(s) - B(s)|2

k V < f

식(7)로부터 계수 ｛%,•••%如••%”｝를 구한다.

본 실험에서는 그림 2.의 전기음향변환기 모델링 

순서도에 따라 먼저 측정 데이터 乙“을 입력으로 

하고 식(7)을 이용하여 乙의 계수 姉角./"」을 

구하였匸卜. 다시 乙,, 과 추정 치 Z 의 차를 입 력으로 

식⑺을 이용하여 乙의 계수 姣.%.%｝를 구하였 

다. 각각의 추정 치 & 와 Z” 의 합을 새 로운 입 력 임 

피 던스의 추정 치 Z,, 으로 하였다. 乙“과 乙 이 일 정 

한 에러범위 이내에 들 때까지 반복 수행하여 최종 

적 으로 乙 의 계수 \at a2 bt b3 j 乙 의 계 수 

｛a, a? %｝를 구하였다

III. 실험 및 결과

본 실험에서는 HP 사 impedance analyzer 

(HP4194a)를 이용하여 그림 1.고卜 같은 초소형 전기 

음향 변환기의 임피던스 특성을 상한주파수 5kHz 

범위에서 측정하였匸h 본 실험에서는 그림 2.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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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기음향 변환기의 추정단계별 임피던스

(solid line : measured data

dotted line : estimated data ')

-347-



(c) 최종 결과

그림 4. (계속) 전기음향 변환기의 추정단계별 

임피던스

(solid line : measured data 

dotted line : estimated data )

V. 결론

초소형 전기음향 변환기의 전기적 임피던스 측정 

데이터로부터 Recursive Levy Method를 이용하여 

상한 주파수 5kHz 범위에서 만족할 만한 임피던스 

전달함수를 구하였다. 이 결과로써 등가회로를 추 

정하였다. 추정되어진 등가회로의 임피던스 특성은 

측정치와 작은 오차로 잘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반복적 Leby Method는 

여러 분야의 system modeling의 한 방법으로 사용 

되어 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알고리듬을 기 개발된 컴퓨터를 이 

용한 게측기 구동 소프트웨어와 결합시키면 일련의 

측정과 분석 작업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러한 작업을 통하여 본 분석 기법은 향후 신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개발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생산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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