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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창 구동 방식의 이식형 
인공중이를 위한 트랜스듀서 
개발

1. 서 론

세계 보건 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

계 인구의 5% 이상이 크고 작은 난청을 가지고 있

으며, 최근에는 휴대용 음향기기의 과도한 사용으

로 인한 소음성 난청자와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

한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자가 급증

하고 있다 [1]. 지금까지 인류의 난청 극복을 위하

여 매우 다양한 종류의 보청기가 개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난청을 해소하기 위한 보청기에는 중

고도 이하 난청자에 적용하는 공기 전도형 보청기

(conventional hearing aid)와 청력이 소실된 고도 

난청자에 적용되는 인공 와우(cochlear implant)

가 있다. 대부분의 난청자들은 중고도(moderately 

severe) 미만의 청력 저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

기 전도형 보청기를 사용함으로써 난청을 해소 할 

수 있다 [2]. 그러나 중고도 이상에서 고도(severe) 

난청이 있는 난청자들은 공기 전도형 보청기를 이

용하여 난청을 해소하기에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

다. 또한 90 dB 이상의 청력 역치를 갖는 심도 난

청(profound), 즉 청력이 소실된 난청자의 경우는 

인공와우를 시술 받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3]. 그러나 공기 전도형 보청기의 경우 하울링 현상

(howling effect)과 미용상의 문제로 난청자가 사

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보청기를 착용할 

경우 외이도가 닫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면 귀 

폐쇄감이 심화되어 아주 불편하다. 인공와우의 경

우 보청기 본연의 기능인 자연음의 재생이 불가능

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10여 년 전부터 자연음에 가까운 음질

과 우수한 어음 분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이식형 인

공중이(implantable middle ear hearing aid)에 대

한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4]. 현재 인공중이 시장은 

1600만 불에 머물고 있으나 2010년대 이래로 매년 

30% 이상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치아 이식이 일반

화 된 것처럼 앞으로는 음향 특성이 우수한 이식형 

인공중이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개발된 이식형 인공중이는 초소형 트랜

스듀서(transducer)를 이소골(ossicular chain)에 

이식하여 진동 에너지를 내이(cochlear)에 전달하

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청각전달 경

로(auditory pathway)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음향 궤환(acoustic feedback)이 적고 높은 수준의 

음질 재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사용자들

의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이는 이소골이 소실되거

나 선천적인 이소골 기형을 가지는 환자에 대해서

는 적용이 불가능한 단점을 갖고 있어 감음신경성 

난청(sensorineural hearing loss) 해소에만 시술되

고 있는 실정이다 [5].

최근에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달팽이관의 정원창(round window)

으로 트랜스듀서를 이용하여 구동하는 방식의 이식

형 인공중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원창 구동 방식의 인공중이는 기존의 인공중이가 



10   테마

가지는 단점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이소골이 부

재한 난청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6]. 따라서 수년전부터 세계적인 인공중이 회사

인 Cochlear사와 MED-EL사에서 주도적으로 정원

창 구동 방식의 인공중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인공중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은 진

동력을 발생시키는 트랜스듀서이다. 특히, 정원창 

구동 방식의 경우 트랜스듀서를 정원창 소와(round 

window niche)에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충

분히 작으면서도 진동 효율이 높아야 한다. Cochlear

사의 정원창 구동 방식의 이식형 인공중이는 측두골

(temporal bone) 내벽에 트랜스듀서를 설치한 후 트

랜스듀서의 끝단에 팁(tip)을 연결하여 정원창에 이

식한다. 이 경우 트랜스듀서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수

술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시간의 수술 시간

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7]. MED-EL사의 정원창 구

동 방식의 이식형 인공중이는 트랜스듀서를 근막

(fascia)으로 둘러싼 후 정원창 소와에 이식한다. 이

는 수술 시간이 짧고 수술법 또한 간편한 장점이 있

으나,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원창 구동 시 1 kHz 

이하의 저주파 영역에서 낮은 출력특성을 가진다 [8]. 

이와 같이 기존의 정원창 구동 방식의 트랜스듀서는 

앞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원창 구동 전용의 트랜스듀

서 개발이 필요하다.  

본 리뷰 논문에서는 기존의 정원창 구동 방식의 

트랜스듀서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

원창 구동 전용의 3-코일 벨로우즈 트랜스듀서(3-

coil bellows transducer, TCBT)에 대한 소개 및 

개발 과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9,10].

2. 기존 정원창 구동 방식의 
트랜스듀서의 문제점

정원창 구동 방식의 이식형 인공중이는 그림

1의 형태로 그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측두

부 피하에 이식되어 음향을 포집하는 마이크로폰

(microphone), 신호 처리부(signal processor), 출

력부인 트랜스듀서(transducer)로 구성된다. 외부

에서 입력된 소리 신호는 마이크로폰을 통해 포집

되어 전기신호로 변환되고, 그 신호를 난청자의 상

태에 맞추어 전기적으로 신호 처리하여 트랜스듀서

의 진동 신호로 출력하게 된다. 이 진동 신호는 정원

창을 통해 내이의 유체 내에 음향신호에 해당하는 

압력을 생성함으로써 유모세포(hair cell)를 자극하

여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킨다. 발생된 전기적 신호

는 청신경(auditory nerve)을 통해 대뇌로 전달됨

으로써 소리를 인지하게 된다. 

최초의 정원창 구동 방식은 1995년 Spindel 등에 

의해 제안되었고 [11], 그 이후 Colletti 등이 MED-

EL사의 FMT (floating mass transducer)를 사용하

여 정원창 소와에 이식하는 임상 시험을 수행하였다 

[12]. 그리고 현재 오스트리아의 MED-EL사와 오스

트레일리아의 Cochlear사에서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2(a)는 Cochelar사에서 사용하

고 있는 정원창 구동 방식의 인공중이인 CarinaⓇ 시

스템이며, 이 방식의 트랜스듀서인 MET (middle ear 

transducer)는 측두골 내벽에 MET를 고정시킨 후 트

랜스듀서 끝에 구형 팁을 연결하여 정원창에 이식한

다. 이는 트랜스듀서의 사이즈가 크고 고정되어 있

기 때문에 높은 진동력으로 정원창을 자극 할 수 있

다. 그러나 트랜스듀서가 측두골 내벽에 이식되기 때

문에 다른 이식형 인공중이에 비해 장시간의 수술 시

S p e c i a l  T h e m a    02

그림 1. 정원창 구동 방식의 이식형 인공중이 개념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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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필요하며, 외이도와 대뇌 사이의 뼈가 얇은 경

우 이식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림 2(b)는 

MED-EL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원창 구동 방식의 

인공중이인 Vibrant SoundbrigeⓇ이다. 이 방식은 트

랜스듀서인 FMT(floating mass transducer)를 생체 

근막으로 둘러 싼 다음 커플러(coupler)를 이용하여 

정원창 소와에 이식하며, 이식이 매우 쉽다. 그러나 

이 방법은 트랜스듀서의 케이스가 고정되어 있지 않

고 플로팅 되어 있기 때문에 이탈 가능성이 있고, 외

부 환경 자장에 의해 원하지 않는 음향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Nakajima 등의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

면 트랜스듀서가 가지는 메커니즘 때문에 1 kHz 이

하의 저주파 영역에서 진동 전달 특성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정원창 구동 방식의 트랜스듀서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이식형 

인공중이의 트랜스듀서로서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이식 용이성이 확보된 새로운 트랜스듀

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3. 3-코일 벨로우즈 트랜스듀서 개발

3.1 제안한 TCBT의 구조

기존의 정원창 구동 방식의 트랜스듀서가 가지

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파수 특성이 우수하며 높

은 진동 효율을 가진 새로운 구조의 3-코일 벨로우

즈 트랜스듀서(3-coil bellows transducer, TCBT)

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TCBT는 외부 케이스가 정

원창 소와에 고정되는 방식이며, 이는 FMT에서 문

제가 되고 있는 저주파 영역에서의 낮은 진동 전달 

특성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트랜스듀서 사이

즈보다 작은 초소형 체적을 가지며, 높은 진동 변위

를 발생시키기 위해 벨로우즈(bellows)를 사용하

였다. 그림 3(a)는 컴퓨터 단층 촬영(computerized 

tomography, CT)을 통해 획득한 사람의 중이강

(middle ear cavity) 사진이며 [15], 그림 3(a)와 같

이 정원창 소와에 TCBT를 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림 3(b)는 제안한 TCBT의 모식도이다. 

외부 케이스는 정원창 소와에 고정이 되고, 케이스 

내부에는 2개의 영구 자석과 정방향-역방향-정방

향으로 감긴 3개의 코일이 있다. 코일에 전류를 인

가하면 자기장이 형성되어 자석이 진동하게 되고 

이 진동은 자석과 연결된 팁에 의해 벨로우즈로 전

테마기획  _ 의료기기 및 의료용 재료

그림 2. (a) Cochlear사의 이식형 인공중이와 (b) MED-EL사의 
이식형 인공중이 [13,14].

(a)

(b)

그림 3. (a) 제안한 TCBT가 정원창 소와에 이식된 개념도와 (b) 
3-코일 벨로우즈 트랜스듀서 (TCBT)의 모식도 [9,1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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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된다. 그리고 내부 영구자석은 외부 환경 자장에 

둔감하도록 극성이 마주보는 구조인 차동 전자기 

방식을 적용하였다 [16].    

3.2 제안한 TCBT의 설계

제안한 TCBT의 설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

하였다. 먼저 정원창 소와의 해부하적 구조를 고려

하여 TCBT의 크기를 제한하고, 제한된 크기 내에

서 최대의 로렌츠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코일과 

자석의 최적 길이비를 전자기 해석을 통해 결정하

였다. 그리고 TCBT의 진동 효율을 결정하는 벨로

우즈의 최적 구조를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도출하였

으며, 마지막으로 전자기 해석을 통해 도출된 로렌

츠힘을 TCBT에 적용하여 진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Takahashi 등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정원창 소와

의 부피는 평균 4.65±0.67 mm3으로 알려져 있다 

[15]. 이를 바탕으로 TCBT의 사이즈는 지름 1.75 

mm, 높이 2.3 mm (구동부인 자석과 코일을 포

함하는 케이스의 사이즈는 지름 1.75 mm와 높이 

1.8 mm, 진동부인 벨로우즈의 사이즈는 지름 1.75 

mm와 높이 0.5 mm)로 결정하였다.

3.2.1 TCBT의 전자기 해석 

제안한 TCBT가 정원창 구동 방식의 인공중이의 

트랜스듀서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

동력은 다음과 같다. 외부에서 고막에 인가되는 음

압의 크기가 100 dB SPL인 경우 난원창이 받는 힘

은 식 (1)에 의해 약 8.9 dyne의 힘을 받게 된다 

[17]. 이 힘은 트랜스듀서 설계에 있어 기준이 되는 

최소 요구 진동력이다.  

FOW=22.3×Dli×AOWPref×10PTM/20[N] (1)  

정원창에 트랜스듀서를 이식하였을 경우 내이의 

유체와 이소골을 지탱하는 인대 등에 의해 발생되

는 감쇠 성분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최소 20 dB 이

상의 감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

문에 제안한 TCBT는 2 mW 전력 인가 시 140 dB 

SPL에 해당하는 890 dyne의 진동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정원창 구동 방식의 인공중이 트랜스듀서는 정

원창 소와에 이식되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사이즈가 제한된다. 따라서 제한된 공간 내에

서 요구되는 진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최대 전자기

력을 가지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 TCBT의 최대 전

자기력을 도출하기 위해서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인 COMSOL Multiphysics 5.0을 이용하여 전자기 

해석을 수행하였다. 전자기 해석은 벨로우즈와 외

부 케이스 두께를 제외한 코일 (지름 1.55 mm, 높

이 1.8 mm)과 2개의 영구자석 (지름 1mm, 높이 

0.6 mm)에 대해서만 수행하였으며 그림 4(a)와 같

이 모델링하였다. 모델링은 사마륨-코발트 자석 

(samarium-cobalt, Sm2Co17) 2개를 사용하여 극

성을 마주보게 부착하였고, 코일 (두께 16 μm)의 

구조는 중앙 코일과 상하 대칭인 상단 코일, 하단 코

S p e c i a l  T h e m a    02

그림 4. (a) TCBT의 전자기 해석 모델과 (b) 영구 자석에 의한 자
속선 [9,1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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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구성되며 중앙 코일과 나머지 2개 코일의 전류

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인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

다. 그림 4(b)는 전자기 해석 결과인 영구 자석에 의

해 발생된 자속선을 나타낸 것이다. 

제안한 TCBT에서 가장 큰 로렌츠힘을 발생시키

기 위해 자석의 길이, 코일의 길이비 그리고 자석

과 코일의 간격을 각각 변수로 하여 전자기 해석을 

수행 하였다. 그림 5(a)는 자석과 코일간의 간격을 

100 μm로 고정한 후 자석의 길이와 중앙 코일 길

이에 따른 전자기 해석 결과이다. 그래프를 살펴보

면 자석의 길이가 길수록 높은 로렌츠힘을 발생시

킬 수 있지만, 자석의 길이가 1.2 mm보다 긴 경우 

케이스와 자석이 접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석의 

길이는 1.2 mm로 선택하였다. 자석의 길이가 1.2 

mm이고 중앙코일이 0.8 mm일 때, 즉 코일 길이비

는 0.5 mm : 0.8mm : 0.5mm 일 때 최대 로렌츠

힘이 발생하였다. 그림 5(b)는 자석 길이 1.2 mm, 

코일간의 길이비를 0.5 mm : 0.8mm : 0.5mm로 

고정한 후 자석과 코일의 간격에 따른 전자기 해

석 결과이다. 결과 그래프에서 보듯이 자석과 코일

의 간격이 좁을수록 높은 로렌츠힘이 발생됨을 보

였으나, 제작의 재현성과 용이성을 고려하여 간격

은 100 μm로 선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코일 길

이비는 0.5 mm : 0.8mm : 0.5mm, 자석의 길이는 

1.2 mm, 자석과 코일간의 간격은 100 μm으로 선

택을 하였으며 이 때 발생되는 로렌츠힘은 약 1,100 

dyne이다.

3.2.2 제안한 벨로우즈의 최적 설계 

트랜스듀서의 구성 요소 중 진동 특성에 가장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진동막이며, 진동막의 

형태나 구조에 따라 트랜스듀서의 성능과 주파수 

특성이 결정된다. 정원창 소와에 설치되는 트랜스

듀서의 경우 진동막 사이즈가 매우 작기 때문에 진

동막이 가지는 강성계수가 증가하게 된다. 진동막

이 가지는 강성계수가 높아지게 되면 트랜스듀서의 

진동 변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진

동막의 직경이 작아지더라도 트랜스듀서에서 발생

되는 진동 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새로운 구조의 

진동막 설계가 필요하다.

제안한 진동막은 초소형 벨로우즈 형상이며 그

림 6과 같이 다수의 주름(corrugation)이 연결된 형

태로 구성되어 있다. 벨로우즈는 주름의 수, 내경

(inner diameter)과 외경(outer diameter) 비, 재

료의 두께(material thickness)에 따라 특성이 결정

된다. 그러므로 벨로우즈의 구성요소를 적절히 가

변한다면 인공중이에서 요구되는 진동 주파수 특성

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이식형 인공중이의 목적이 감

테마기획  _ 의료기기 및 의료용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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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 TCBT의 전자기 해석 모델과 (b) 영구 자석에 의한 자
속선 [9,10].

(a)

(b)

그림 6. 제안한 벨로우즈의 구조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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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신경성 난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TCBT의 기계적 공진은 2 kHz 부근에서 발생되어

야 한다. 따라서 제안한 벨로우즈의 공진 주파수는 

2 kHz 부근에서 생성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벨로우즈의 설계 전제 조건은 외경과 내경의 비

가 최소 60% 이상이 되어야하고, 1.75 mm 외경

을 가진 벨로우즈를 제작하려면 주름의 넓이는 최

소 0.12 mm 이상, 두께는 최소 7.6 μm 이상이 되

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벨로우즈의 가변요

소인 주름의 수, 내경과 외경 비 그리고 재료의 두

께에 대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최적 구조

를 도출하였다. 그림 7(a)는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

하기 위해 모델링된 벨로우즈 형상이다. 그림 7(b)

는 벨로우즈의 주름의 수는 3개, 재료의 두께는 7.6 

μm로 고정하고 내경과 외경 비에 따른 주파수 특

성을 나타낸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벨로우즈의 내

경과 외경 비가 68%일 때 공진주파수가 2.28 kHz

에서 생성이 되었다. 그림 7(c)는 벨로우즈의 내경

과 외경 비는 68%, 주름의 수는 3개로 고정한 뒤 재

료의 두께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그 결

과 두께가 7.6 μm인 경우 

2.28 kHz에서 공진 주파

수가 생성이 되었다. 마지

막으로 그림 7(d)는 내경과 

외경 비는 68%, 두께는 7.6 

μm로 고정하여 주름의 수

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그래프를 살펴보

면 주름의 수가 3개, 4개 그

리고 5개인 경우 기계적 공

진은 각각 2.28 kHz, 1.97 

kHz 그리고 1.77 kHz에서 

생성이 되었다. 주름의 수

가 4개인 경우 가장 이상적

인 공진 주파수를 가진 것

으로 확인은 되었으나, 주

름의 수가 4개 이상의 경우 

주름과 주름 사이의 간격이 

좁아 아주 미세한 이물질에

도 영향을 받아 벨로우즈의 

특성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도출된 최적 구조의 벨로우즈 형상은 

내경과 외경 비가 68%, 두께는 7.6 μm 그리고 주

름의 수는 3개이다. 

3.2.3 제안한 TCBT의 기계 진동 해석

전자기 해석과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도출된 최

적 구조의 TCBT에 대한 기계 진동 해석을 수행하

였다. 이 때 인가한 강제 구동력은 1,100 dyne으로 

이는 코일에 2 mW 전력을 인가하였을 때 발생되는 

전자기력이다. 경계 조건과 강제 구동력을 인가함

으로써 가청 주파수 대역 내에서의 진동 특성을 강

제 조화 진동 모드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8(a) 기계 진동 해석을 하기 위한 TCBT의 유

한요소 모델이며, 그림 8(b)는 해석 결과이다. 결과

를 살펴보면 기계적 공진 주파수는 2.2 kHz 부근에

서 생성이 되었으며 이는 감각 신경성 난청을 해소

하기 위한 정원창 구동 방식의 인공중이용 트랜스

듀서로서 적절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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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 유한요소해석 수행을 위한 벨로우즈 모델, (b) 벨로우즈 내경과 외경 비에 따른 주파수 
특성 그래프, (c) 벨로우즈 두께에 따른 주파수 특성 그래프 그리고 (d) 벨로우즈 주름의 수
에 따른 주파수 특성 그래프결과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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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TCBT의 제작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직경 1.75 mm, 두께 7.6 

μm 그리고 3개의 주름으로 이루어진 벨로우즈를 

미국의 Servometer사에 제작 의뢰하였으며, 의뢰

한 벨로우즈는 니켈 합금과 골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제작된 벨로우즈, 2개의 자석과 3개의 

코일을 활용하여 제안한 구조의 TCBT를 구현하였

다. TCBT의 케이스 (지름 1.75 mm, 높이 2.3 mm)

는 티타늄 합금을 사용하여 원통형 모양으로 제작

하였고, 케이스 내부에는 두께가 16 μm인 도선으

로 내경 1.2 mm, 외경 1.55 mm 그리고 길이 1.8 

mm 인 코일(중앙 코일과 상단, 하단 코일의 높이는 

각각 0.8 mm와 0.5 mm)을 제작하여 배치하였다. 

그리고 코일 내부에는 지름 1 mm, 높이 0.6 mm

의 원형 사마륨-코발트 자석 2개를 같은 극이 서로 

마주보게 접착하여 코일 중앙에 위치시키고 세라믹 

팁 (지름 0.8 mm, 높이 0.8 mm)을 이용하여 자석

과 벨로우즈를 연결하였다. 

제작된 TCBT는 그림 9와 같으며 TCBT의 특성

을 확인하기 위해 레이저 도플러 진동 측정기(laser 

Doppler vibrometer, LDV)를 이용하여 진동 측

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TCBT에 2 mW에 해당하는 

전력을 인가한 후 LDV를 이용하여 TCBT에서 발

생하는 진동을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결과는 PXI 

(PCI extensions for instrumentation, National 

Instruments) 장치와 LabVIEWTM (National 

Instruments)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획득되도

록 하였다. LDV를 통해 측정된 TCBT의 주파수 특

성은 그림 10의 검은 실선과 같고, 이를 기계 진동 

해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진동 특성이 

일치함을 보이고 있어 설계대로 TCBT가 제작된 것

으로 판단된다.

3.2.5 사체 실험을 통한 TCBT의 성능 검증

제작된 TCBT가 정원창 구동 방식 인공중이용 트

랜스듀서로서 유용한지 검증하기 위해 스탠포드 대

학(Stanford University)에서 사체 실험을 수행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사체는 모두 정상인의 귀에서 

적출된 5개의 측두엽이며 이는 기증자가 사망 후 

테마기획  _ 의료기기 및 의료용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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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 기계 진동 해석을 위한 TCBT의 모델과 (b)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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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작된 TCBT의 사진과 분해도 [9,10].

그림 10. 측정된 TCBT의 진동 특성과 FEA를 이용한 기계 진동 
특성 비교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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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이내에 적출되어 항균저장고에 저장된 것이

다. 그림 11은 사체실험을 위한 실험 환경을 나타낸 

것으로 음향신호의 발생과 TCBT의 구동을 위한 신

호생성기는 컴퓨터에 장착되는 신호 발생측정용 장

치(SyncAV v0.26, Stanford University)를 사용하였

다. 신호생성기로부터 발생된 음향신호는 청력측정 

검사용 이어폰(ER2, Etymotic Research Inc.)을 통

해 고막에 인가하였으며, 인가된 음압은 프로브 마이

크로폰(ER-7C, Etymotic Research Inc.)을 사용하

여 일정한 음압 크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

막으로 인가되는 음압 또는 TCBT에 의해 발생되는 

등자뼈(stapes)의 진동은 LDV (OFV-5000 & OFV-

551, Polytec GmbH)에 의해 측정되어 SyncAV에 저

장된다. 그림 12(a)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수행된 사

체 실험 환경이고, 그림 12(b)는 TCBT가 정원창에 

이식된 모습을 보여준다. TCBT에 2 mW에 해당하는 

전력을 인가 후 정원창 자극에 의해 발생되는 등자뼈

의 진동 속도를 LDV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

된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1 

kHz 이하 영역에선 100 dB, 1~3 kHz 영역에선 111 

dB 그리고 3 kHz 이상 영역에선 129 dB에 해당하는 

등가 음압을 생성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TCBT의 성능을 조사하기 

하기 위해 Nakajima 등이 FMT를 이용한 선행 연

구와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다. Nakajima 등의 선행 

연구는 FMT를 정원창 소와에 이식한 다음 100 mV

로 구동하여 등자뼈의 응답 특성을 측정한 결과이

다 [18]. 그림 14에서 나타내는 검은 실선은 TCBT

그림 11. TCBT의 성능 평가를 위한 사체 실험 환경 [10].

그림 12. (a) 사체 실험 환경과 (b) 정원창에 TCBT가 이식된 모
습 [9,10].

(a)

(b)

그림 13. TCBT를 이용하여 정원창 자극 시 발생되는 등자뼈의 
응답 특성 [9,10].

그림 14. TCBT를 이용하여 정원창 자극 시 발생되는 등자뼈의 
응답 특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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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정원창 자극 시 발생하는 등자뼈의 응

답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붉은색 실선은 Nakajima 

등의 실험 결과로서 FMT를 이용하여 정원창 자극 

시 발생되는 등자뼈의 응답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FMT를 이용한 정원창 자극 실험에서는 1~10 kHz

의 주파수 범위에서 94 dB SPL에 해당하는 출력을 

보였지만 1 kHz 이하 대역에서는 –80 dB/decade 

기울기로 감소함을 보였다. 반면, TCBT를 이용한 

정원창 자극 실험에서는 1 kHz 이하에서도 100 dB 

SPL에 해당하는 등가 음압을 생성하였다. 이 비교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제안한 TCBT는 저주파 진동 

특성이 기존 정원창 구동용 트랜스듀서인 FMT보다 

성능이 우수하며 특히, 고주파 영역에서 높은 진동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TCBT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기

술하였다. 정원창 구동 방식의 이식형 인공중이는 

기존 보청기가 가지는 하울링과 귀 폐쇄감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보청기이지만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공중이에서 핵심적인 부품인 트랜

스듀서에 대한 개선 연구가 요구되었다. 이에 서론

에서 기술했듯이, 제안한 TCBT는 기존의 정원창 

구동용 트랜스듀서가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

해 개발된 트랜스듀서이다. 이는 이식 용이성을 확

보하기 위해 기존 트랜스듀서보다 작은 초소형의 

체적을 가지며, 사체 실험과 선행 연구 비교 평가를 

통해 진동 효율 및 저주파 진동 특성이 우수함을 확

인하였다. 이로써 개발된 TCBT는 기존 정원창 구

동용 트랜스듀서가 가지는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

으며, 내이 및 이소골의 부하에도 충분히 대처 할 수 

있어 앞으로 이식형 인공중이 유용한 트랜스듀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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