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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초정밀 가공, 신소재 개발, 고집적 회로 기

술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이것이 의료에 

접목되면서 다양한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다. 그 중

에서도 이식형 의료기기 (implantable medical de-

vice)는 수술이나 약물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신

체 일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

이식형 보청기에 의한 자기공명 영상의 인공음영

축소를 위한 외부 코일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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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several implantable hearing aids such as cochlear implant, middle ear implant, etc., which

have a module receiving power and signal from outside the body, are frequently used to treat the hearing

impaired patients. Most of implantable hearing aids are adopted permanent magnet pairs to couple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devices for the enhancement of power transmission. Generally, the internal device

which containing the magnet in the center of receiving coil is implanted under the skin of human temporal

bone. In case of MRI scanning of a patient with the implantable hearing aid, however, homogeneous

magnetic fields of the MRI might be interfered by the implanted magnet. For the above reasons, the

MR image is degraded by large area of artifact, so that diagnostics are almost impossible in deteriorated

region.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external coil system that can reduce the artifact of MR image

due to the internal coupling magnet. By finite element analysis estimating area of MR artifact according

to varying current and shape of the external coil, optimal coil parameters were extracted. Finall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external coil system was verified by confirming the artifact at real MRI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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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의료기기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1,2]. 이와 

더불어, 이과학 (otology) 분야에서도 이식형 보청기 

(implantable hearing aid)는 음향 피드백(acoustic

feedback)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난청 상태를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며[3], 청각 경로 (auditory

pathway) 상에 적용되는 위치에 따라 이식형 보청기

는 인공중이 (middle ear implant), 인공와우 (co-

chlear implant), 이식형 골전도 보청기 (implantable

bone conduction hearing aid) 등으로 나눌 수 있다

[4-6].

이식형 보청기를 포함한 이식형 의료기기들은 체

내에 기기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식되는 특성 때문

에, 체외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식부의 제어를 위한 통신 방식도 필요하다. 때문에 

체외부 장치를 이용하여 체외부 장치와 체내 이식부 

장치가 결합된 상태로 작동시키거나[7], 체내 이식부 

장치에 2차 전지를 내장하여 충전시킨 후 리모콘을 

이용하여 구동시킨다[8]. 그리고 체외기와 체내기의 

결합을 위하여 코일 간의 전자기 결합(electromag-

netic coupling)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으며

[9,10], 이식형 보청기도 이와 같은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때, 체외에 있는 송신 코일 (primary

coil)과 수신 코일 (secondary coil)이 동일한 중심축

에 있으면서 서로 평행하게 위치해야 성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용이하도록 각 코일의 중앙

에 영구 자석 (permanent magnet)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이식형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생체적합성 (bio-compatible) 금속과 폴리머 등을 이

용하여 기밀 패키징 한 다음, 측두부 (temporal bone)

에 이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1].

한편,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병변을 정확하게 진

단하기 위하여 자기공명영상장치 (magnetic reso-

nance imaging, MRI)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렇지

만 MRI의 동작 원리에 따르면 자석이나 금속은 자기

공명 영상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영구 자석이 포함되

어 있는 이식형 보청기를 이식한 상태로 MRI 촬영을 

할 경우 정확한 진단 영상을 획득할 수가 없다[12].

뿐만 아니라 영구 자석과 MRI 고자장과의 상호작용

에 의하여 진통, 발열 등의 의도하지 않은 위험이 발

생할 수 있다[13]. 그러므로 이식형 보청기를 착용한 

환자들은 측두부 피부를 절개하여 체내 이식부로부

터 영구 자석만 제거한 다음 MRI 영상 촬영을 하도

록 권장하고 있으며[14], 촬영 이후에는 영구 자석을 

다시 삽입하고 측두부 피부를 봉합하기 때문에 환자

들에게 침습적이고 많은 불편을 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는 이식형 보청기의 

영구 자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구 자석이 이식된 

상태에서의 MRI 안전성 분석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

정이다[15,16].

본 논문에서는 이식형 보청기에 포함된 영구 자석

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MRI 영상의 왜곡 및 인공

음영 (artifact)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MRI 영상 촬영

용 외부 코일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MRI 보어 (bore) 내의 균일한 경사자장 (gradient

magnetic field)을 변형시키는 영구 자석의 영향을 

외부 코일에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감쇠시켜주며, 최

종적으로 자기공명 영상에서의 인공음영을 경감할 

수 있는 형태로 동작한다. 이를 위해, 균일한 자장의 

MRI 환경을 가상 모델로 구성한 유한요소해석 

(finite element analysis)을 통해 자기공명 영상의 인

공음영 축소 효과를 예측하고 실제 MRI 촬영을 통해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제안한 시스

템이 이식형 보청기 환자들의 MRI 촬영 시 영구 자

석이 이식된 상태일지라도 인공음영의 크기를 효과

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MRI 내 이식형 보청기의 문제점
앞서 언급한 이식형 보청기는 인체에 부분 또는 

전체를 인체에 이식하는 장치로서 인공와우와 인공

중이가 가장 대표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 Fig. 1은 

(a) (b)

Fig. 1. Typical implantable hearing aids; (a) cochlear 
implant (M Co., Austria) and (b) middle ear 
implant (M Co.,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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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가장 많이 시술된 M 사의 인공와우와 인공

중이를 나타낸 것으로[17], 두 장치 모두 이식된 장치 

구동에 필요한 전력과 신호를 무선으로 공급하기 위

해 체내외부 각각에 위치한 코일 간의 결합을 이용한

다. 이 때, 신호 및 전력 전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코일의 중앙에 영구 자석을 위치시킴으로써 두 

코일이 동일한 축 상에 서로 평행하게 위치하도록 

해준다. 이것 이외에도 다수의 이식형 보청기들은 Fig.

2처럼 영구 자석을 포함하고 있으며[18-21], 여기에 

사용되는 영구 자석은 측두골 피부 조직의 두께와 

장치의 무게 등을 고려하여 피부의 유동에도 체외부 

시스템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강한 잔류 자속 밀도 

(residual magnetic flux)의 자석을 사용하고 있다

[22].

한편, 1896년 Roentgen에 의한 X-ray 발견 이후 

영상의학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는 MRI는 인체에 유해한 전리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고 자장 (magnetic field)과 비전리 방사선인 라디

오파 (radio wave)를 이용한다[23]. 따라서 인체에 

무해하고 조직 간의 대조도가 우수한 MRI는 병변의 

진단에 대한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MRI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장치이므로 이식형 보청

기 내의 영구 자석은 MRI의 동작에 영향을 주며, 이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

다.

Fig. 3은 C 사 의 인공와우인 Nucleus의 유무에 

따른 MRI 스캔 영상이다[24]. 인공와우가 이식되지 

않은 좌측의 MRI 영상은 어떠한 왜곡도 보이지 않는 

반면에, 인공와우가 이식된 우측의 MRI 영상은 인공

음영의 발생으로 뇌 영상의 절반 이상이 왜곡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식환자의 MRI 촬영 시 영구 

자석을 제거한 후 촬영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또한, 영구 자석이 사용된 이식형 보청기 환자의 

MRI 촬영 시 MRI 내 강력한 자장에 의해 체내에 

이식된 영구 자석의 회전력으로 환자가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이식된 영구 자석의 돌출 및 

조직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C 사 와 M 사 

의 인공와우는 체내 영구 자석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

에서는 1.5 T 이하의 MRI 검사가 가능하고, 자석을 

제거한 상태에서는 3 T이상의 MRI 검사가 적합하다

는 FDA 승인을 받았다[25]. 따라서 현재 인공와우 

이식환자들의 1.5 T의 MRI 검진 시 이식 부위에 압

Fig. 2. Examples of implantable hearing aid including 
a permanent magnet (clockwise from left top); 
Nucleus (C Co., Australia), Vibrant Soundbridge 
(M Co, Austria), Bone-bridge (M Co., Austria), 
ACROSS (Kyungpook Natinal University, Korea).

Fig. 3. Effect of MR image due to the permanent magnet 
(Nucleus 5, CochlearTM).

Fig. 4. Surgical removal of the permanent magnet for 
MRI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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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붕대를 감고 촬영하거나, Fig. 4와 같이 수술을 

통해 체내 영구 자석을 제거한 후 촬영을 한다[26].

그렇지만 수술은 환자에게 매우 침습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과 불편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비록 이식형 보청기의 영구 자석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1.5 T의 MRI 촬영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영

구 자석에 기인한 자기공명 영상의 인공음영은 원천

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수술로 인한 영구 자석의 

제거는 인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단점이 있다. 위의 

단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 등[27]은 이식형 보청

기 내의 자성체를 유지하는 동시에 자기공명 영상의 

인공음영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구조의 영구 자석 

고정체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송수신 

코일 간의 결합력 기존보다 약하여 이식환자의 움직

임으로 인해 결합 상태가 분리되기 쉬울 뿐만 아니

라,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치의 

영구 자석들을 모두 교체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

라서 기 개발된 이식형 보청기의 영구 자석을 유지하

는 동시에, 이식형 보청기의 영구 자석 제거 수술 없

이 MRI의 인공음영 영역을 축소시키기 위한 외부 

코일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3. 제안한 외부 코일 시스템 
3.1 동작 원리
Fig. 5(a)와 같이 MRI 내에 영구 자석이 있는 경

우, 영구 자석 주변의 자기장이 균질성 범위(homo-

geneity range)를 벗어나기 때문에 자기공명 영상의 

인공음영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외

부 코일 시스템은 Fig. 5(b)와 같이 체내에 이식되어 

있는 영구 자석과 평행하게 원형의 체외 코일을 배치

하고 영구 자석의 자속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외부 

코일의 자속이 발생되도록 전류를 인가함으로써 

MRI 내 자기장 분포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코일 형

태와 전류 크기를 제어함으로써 체내의 영구 자석이 

MRI에 미치는 영향 (인공음영)을 조절 수 있다. Fig.

6은 제안한 외부 코일 시스템의 동작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Fig. 6(a)와 같이 영구 자석만 피하에 이식된 

상태에서 MRI를 촬영할 경우 넓은 영역에서 자기공

명 영상의 인공음영이 발생하는 반면, 외부 코일을 

고정한 뒤 전류를 흘려 영구 자석과 역방향의 자장을 

발생시켜 주면, 비록 특정 부분에 더 강한 자장이 분

(a) (b)

Fig. 5. Distribution of magnetic flux density due to the proposed external coil system; (a) zero current coil and 
(b) current driving coil.

(a)

(b)

Fig. 6. Principle of the proposed external coil system; 
(a) before and (b) after th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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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할지라도 Fig. 6(b)처럼 자기공명 영상의 인공음영 

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다.

3.2 시뮬레이션 환경
이식형 보청기에 사용되는 영구 자석에 의해 발생

되는 자기공명 영상의 인공음영 크기와 제안한 외부 

코일 시스템에 의한 인공음영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해, Fig. 7과 같은 시뮬레이션 환경을 범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COMSOL Multiphysics 5.0을 이용

하여 구현하였다. 그리고 유한요소모델에 사용한 머

리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Korea Human Scale,

Korea)에 기재된 한국인 성인남성의 크기 (가로 17

cm, 세로 23 cm, 높이 18 cm)와 피부 두께 (6.1 mm)

로 구성하였으며[28], 영구 자석과 외부 코일 시스템

이 부착된 부분을 확대하여 보면 Fig. 7(b)와 같다.

그리고 원통형의 네오디뮴 (neodymium, NdFeB) 자

석과 구리 재질의 원통형 솔레노이드 (solenoid)를 

이용하였으며, 여기서 영구 자석은 한 등이 제안한 

것과 동일하게 사용했다. 시뮬레이션의 계산을 간단

히 하기 위해 코일 두께는 0.7 mm, 권선수는 225턴으

로 제한하였으며, 사용한 각 재료의 물질 특성은 

Table 1에 표시하였다.

구현된 유한요소모델은 실제 MRI 보어를 가정하

여 1.5 T의 균일한 자장을 형성하였으며, MRI의 균

질성 범위는 5 ppm 미만이므로[29], 본 시뮬레이션

에서는 3.3 ppm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자기공명 

영상에 인공음영을 발생시키는 자속 밀도 (magnetic

flux density)의 역치 (threshold)는 0.005 mT로 결정

된다. Fig. 8은 제안한 외부 코일의 단면이 한 변이 

10.5 mm인 정사각형이 되도록 설계한 것이며, 이와 

같이 영구 자석이 MRI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MRI

내에서의 균일한 자장이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

만 실제로 영구 자석 주변의 자속이 미세하게 흐트러

(a) (b)

Fig. 7. Finite element model for simulation of MRI artifact; (a) total region and (b) surroundings of permanent magnet.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simulation model
NdFeB

magnet

Diameter Height Coercive force Residual magnetic flux density

9 mm 2 mm 12500 Oe 13200 G

External

solenoid coil

Diameter Height
Wire

diameter
Winding

Dielectric

constant

Relative

permeability
Electric conductivity

Variable 0.7 mm 225 0.99 0.99 5.99 × 107 mho/m

Fig. 8. Uniform magnetic field based on shim coil of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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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영구 자석 주변의 

자속 밀도가 위의 역치를 벗어날 경우 인공음영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체외 코일의 인가되는 전류량과 코일의 형태

를 변경하면서, 계산된 자속 밀도가 상기 균질성을 

벗어나는 범위를 확인하고, 인공음영이 발생하는 영

역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의 코일 변수값을 도출함

으로써 제안한 외부 코일 시스템의 설계를 할 수 있다.

3.3 시뮬레이션 결과 및 외부 코일의 설계
제안한 외부 코일 시스템의 설계를 위해 외부 코

일의 단면적을 정사각형 (10.5 mm × 10.5 mm)이 되

도록 하고 권선수를 225로 결정한 다음, 전류의 크기

에 따른 인공음영의 변화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인공음영의 크기는 머리 외부의 

균일한 자장 환경에 5 mm 간격으로 측정 지점 (test

point)을 설정하여 각 지점의 값을 모두 읽음으로써 

균질성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까지의 데이터를 추출

하고 그림에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우선 영구 자석에 의

해서 발생되는 인공음영의 영역을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0으로 둔 상태로 계산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는 Fig. 9(a)와 같다. 이 때, 시뮬

레이션을 통해 얻은 인공음영의 크기는 장반경 214

mm, 단반경 118 mm으로 한 등에 의해 MRI에서 직

접 측정된 결과인 장반경 191 mm, 단반경 96 mm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제안한 외부 

코일에 전류를 500 mA 단위로 증가시키면서 인공음

영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했다. 이 때, 코일에 인가하

는 전류가 점차 증가할수록 인공음영의 크기가 줄어

들었으며, 전류가 1.5 A일 때 인공음영의 영역이 Fig.

9(b)에서처럼 장반경 124 mm, 단반경 76 mm로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가 전류가 1.5 A를 넘

어선 이후에는 외부 코일에서 발생한 자속이 MRI에 

악영향을 끼쳐 오히려 인공음영의 크기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따라서 제안한 외부 코일 시스템의 

구동 전류는 1.5 A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이 외부 코일의 구동 전류를 1.5 A로 결정

한 다음, 코일의 형상 변화에 대한 인공음영의 변화

도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를 위해 코일의 권선수를 

225로 유지하면서 Fig. 10의 좌측처럼 외부 코일의 

직경 (diameter)과 높이 (height)를 변경하면서 인공

음영의 크기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 결과 모든 경

우에 대해서 영구 자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공음영 

(Fig. 10의 점선 영역)보다 작은 영역에서 인공음영

이 발생하였으며, Fig. 10과 같이 코일의 가로 길이가 

증가하면 인공음영도 단반경의 크기보다 장반경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코

일의 세로 길이가 증가할 때는 장반경의 크기보다 

단반경의 증가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각의 경우 인공음영의 영역을 면적으로 계산하여 각

각 비교하면 단면이 정사각형인 외부 코일의 경우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제안한 외부 코

일은 외경 27 mm, 내경 6 mm, 높이 10.5 mm로 결정

하였다.

4. MRI 실험 및 결과
상기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설계된 

코일은 1.5 A로 구동하는 외경 27 mm, 내경 6 mm,

(a) (b)

Fig. 9. Simulation of the MRI artifact due to coil current (a) zero current and (b) 1.5 A coil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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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0.5 mm, 권선수 225인 원형의 솔레노이드이

다. 설계한 외부 코일 시스템의 동작을 검증하기 위

하여 Fig. 11처럼 실제 MRI 촬영을 수행하여 발생하

는 인공음영을 측정하였다. 이 실험에 이용된 MRI는 

1.5 T MR scanner (Signa Excite, GE Healthcare)이

며[30], 촬영실에 한 등이 이용한 것과 동일한 측정용 

모델과 영구 자석을 배치하고, 조작실에서 직류전원

장치를 이용하여 제안한 코일을 구동하면서 자기공

명 영상을 획득하였다.

그 결과, Fig. 12와 같이 제안한 코일은 영구 자석

의해 발생한 인공음영과 비교하여 관상면 (coronal

view)에서 8.74 mm2, 시상면 (sagittal view)에서 

7.76 mm2의 인공음영 감소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측정된 결과를 한 등에 의한 연구 결과물

과 비교하면, 선행연구에 비해 관상면에서 4.16 mm2,

시상면에서 0.28 mm2의 인공음영이 감쇠하는 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1. MRI scan for verifying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oil system.

Fig. 10. Simulation results of the image artifact due to the proposed coil’s shape (coil current: 1.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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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식형 보청기의 효율적인 전력 및 

신호 전달을 위한 송수신코일 고정용 영구 자석에 

의한 MRI 영상의 인공음영을 영구 자석 제거 수술을 

없이 축소시키는 외부 코일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

안한 외부 코일 시스템은 선지름 0.7 mm의 코일을 

사용한 원형 솔레노이드 형태로 영구 자석이 사용된 

이식형 보청기 환자들의 MRI 촬영 시에 사용되며,

체내 영구 자석이 발생시키는 자속의 반대 방향으로 

자속을 발생시켜줌으로써 자기공명 영상에서의 인

공음영의 크기를 축소시킨다.

제안한 외부 코일 시스템의 설계를 위해, 유한요

소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MRI와 동일하게 1.5

T의 균일한 자장 환경을 구성하고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에 의거하여 인체 평균 머리 모델을 가상으로 

제작한 다음, 영구 자석과 제안한 코일 시스템의 전

자기 해석을 통해 영구 자석으로 인한 인공음영의 

Fig. 12. Generated image artifact in real MRI scanning experiments (Unit: mm). 

Fig. 13. MR images compared with the previous research (Han et al.)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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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 결과 MRI 내부 균일

한 자장 환경에서 영구 자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공

음영의 크기는 장반경 214 mm, 단반경 118 mm의 

크기로 나타났으며, 설계된 외부 코일에 1.5 A의 전

류를 인가했을 때 발생하는 최대로 감소한 인공음영

의 크기는 장반경 124 mm, 단반경 76 mm로서 기존 

대비 약 15.83 mm2의 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예측하

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외부 코일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MRI 촬영을 통하여 제

안한 장치의 동작 전후에 대한 자기공명 영상을 확보

하였고, 이 때 나타난 인공음영의 범위를 기존에 발

표된 한 등의 연구 결과물과 동일한 사물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제안한 코일은 영구 자석

으로 인한 인공음영보다 관상면에서 8.74 mm2의 축

소 효과가 있었으며, 시상면에서도 7.76 mm2의 축소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해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외부 코일 시스템을 

구현하여 MRI 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체내 영구 자

석으로 인한 진단부의 왜곡이 개선되어 진단이 가능

한 영상의 범위가 넓어지며 코일의 형상에 따라 진단

이 필요한 부위의 인공음영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MRI 영상 촬

영 시 영구 자석의 제거 수술 없이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고통과 번거로움을 경감시킬 수 있

다. 그러므로 제안한 외부 코일 시스템은 향후 MRI

촬영용 보조 시스템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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