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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와 음향기기의 과도

한 사용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소

음성 난청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음성 

난청은 대표적으로 공기전도 보청기로 청각을 보조

한다[1-2]. 하지만 고막천공, 이소골의 움직임 및 내

이로 전달되는 음에너지 저하와 같은 문제로 발생하

는 전도성 난청자는 외이와 중이의 손상이나 선천적

인 기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각경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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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hearing loss patients have been increasing to excessive use of various multimedia devices.

One of the hearing rehabilitation systems, bone conduction hearing aid can be used to conductive deafness

patients efficiently. However, the conventional bone conduction hearing systems has some problems such

as skin diseases, repulsion of patients, and vibration power reduction by skin damping. In this paper,

to overcome the conventional problems, we proposed power improvement method by curved beam

diaphragm. The proposed method is skin attachment system which is non-implantable, and then the power

of transducer is improved by the proposed method. In order to improve the vibration power of diaphragm,

variable that has correlation with displacement are extracted, the diaphragm designed by extracted

variable. To verify efficient of the proposed method, experiment conducted by finite element analysis.

As a result of, the proposed method confirmed improved power to compare with the conventional method

and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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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기전도 보청기(air conduction hearing aids)

로 청각을 보조하는데 한계가 있다[3]. 골전도(bone

conduction) 보청기는 공기전도 보청기와 달리 측두

골에 진동을 가하여 달팽이관으로 진동을 전달하기 

때문에 전도성 난청자에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

하다[4]. 최근에는 소음성 및 전도성 난청자들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골전도 보청기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골전도 보청기는 다양한 시스템

으로 구성된다.

경피적(percutaneous) 골전도 시스템은 외부로 노

출된 트랜스듀서(transducer)와 피부를 통과하여 뼈

에 고정되어 있는 티타늄 재질의 나사에 의해 진동을 

전달한다[5]. 하지만 뼈에 직접적으로 진동을 전달하

여 효율적인 장점이 있지만 피부를 통과하는 반 이식

형 특징 때문에 외관상의 문제와 피부의 괴사 및 염

증과 같은 사용자의 불편함을 유발시키는 문제점들

이 발생한다[6-8]. 이러한 경피적 골전도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골전도 이식(implants) 시스템은 

피부 내부에 완전한 이식을 통해 뼈에 진동을 전달한

다[9]. 골전도 이식 시스템은 기존의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으나, 진동체가 피부 

내에 위치해있는 이식형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불가

피한 수술로 인해 환자들의 거부감이 유발될 수 있다

[10-12]. 이러한 기존의 골전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피부 경유(transcutaneous) 시

스템은 피부 외부에 진동체를 위치시키는 비 이식형 

골전도 시스템으로 피부 외부에서 힘을 가하여 뼈에 

진동이 전달된다[13]. 피부 경유 골전도 시스템은 피

부 외부에 진동체를 위치시킴으로써 피부와 관련된 

문제들과 불가피한 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거부감이 

해결될 수 있으나, 피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동체

의 진동력 감쇠(attenuation)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골전도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피부 경유 골전도 시스템의 진동력 감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골전도 진동체의 변위 향상

을 위한 곡면보 진동막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

안한 방법은 동일 크기 진동막에서 보의 길이 확장과 

비틀림을 이용한 최대 수직 변위를 향상시킬 수 있으

며, 향상된 변위는 가속도와 비례관계로 동일 질량에

서 진동 전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진동 전

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위와 관련된 변수를 도출

하고, 도출된 변수를 이용하여 진동 전달력 향상을 

위한 변위가 향상된 진동막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

법은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도출된 변수의 조절

로 다양한 진동막을 설계하고, 진동막에 대한 변위 

및 고유주파수를 확인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을 이용

하여 설계한 진동막과 기존의 진동막을 비교를 통하

여 제안한 방법의 향상된 효율을 확인하였다.

2. 변위와 진동력의 관계

변위는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기준이 되는 축

으로부터 물체의 변화량을 측정한 값이다. 골전도 진

동체에서 뼈에 실질적으로 가해지는 힘의 크기에 따

라 진동 전달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동막의 변위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변위는 속도, 가속도와 관

련이 있으며, 수식 (1)은 변위를 나타내는 수식이다

[14-15].

   (1)

여기서, 는 점 에서 점 까지의 변화량, ,

, 는 세 축 방향의 변위 백터량을 나타낸다. 수

식 (1)과 같이 변위는 각 축에서 발생하는 변위의 합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변위는 속도, 가속도와

의 관계를 통하여 환산할 수 있다. 처음으로, 변위와 

속도와의 관계는 수식 (2)와 같다.

  


(2)

여기서, 는 속도를 나타내며, 수식 (2)와 같이 속

도는 변위 을 시간 에 대하여 미분한 값으로 나타

낸다. 다음으로,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는 수식(3)과 

같다. 수식 (3)은 수식 (2)의 속도 를 이용하여 나타

낸 가속도 수식이다.

 





(3)

여기서 는 가속도를 나타내며 수식 (2)의 속도 

를 시간 에 대하여 미분한 값으로 나타낸다. 수식

(1-3)과 같이 변위, 속도와 가속도는 비례관계를 가

지게 되며,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변위로 진동 전

달력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식 (4)는 일반적인 힘에 

관한 수식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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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뉴턴의 운동 법칙 중 제 2 법칙의 알짜

힘, 은 물체의 질량, 는 알짜힘의 방향에 작용하

는 가속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동일 질량에서 가속도

의 크기에 따라 힘이 변하며, 가속도와 비례하는 변

위의 값을 향상시켜 진동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제안한 변위향상 방법

본 논문에서는 진동체의 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

여 곡면보(curved beam) 진동막을 이용하였다. 곡면

보는 외팔보(cantilever beam)와 달리 진동막 및 진

동막 중심부 면적이 일정할 때 보의 길이 확장과 비

틀림을 이용하여 최대 수직 변위를 향상시킬 수 있

다. Fig. 1은 진동막의 중심부 및 면적이 동일할 때 

외팔보와 곡면보 형태의 진동막에 변위 차이를 보이

고 있다.

Fig. 1(a)와 같이 외팔보를 사용한 진동막은 단일 

면적에서의 변위만으로 진동막의 중심부 수직변위

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의 길이에만 의존하게 되어 

외팔보의 변위에 한계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Fig.

1(b)와 같이 동일 중심부 면적에 보의 길이 확장과 

비틀림을 활용할 수 있는 굽은 보를 사용하게 될 경

우에는 최종 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위

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곡면보를 이용한 진동막을 설계

하기 위하여, 곡면보의 개수, 면적, 길이등과 같은 다

양한 변수들을 변화시켜 최적의 진동막 설계 변수를 

도출하였다.

Fig. 2는 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곡면보의 개

수를 증가시킨 그림을 보이고 있다. Fig. 2(a)∼(d)는 

진동막의 곡면보 개수를 3개부터 6개까지 증가시킨 

물리적 모델링을 보이고 있으며, Fig. 2(e)는 곡면보

의 개수 증가에 따른 진동체의 변위를 보이고 있다.

Fig. 2(e)와 같이 곡면보가 3개부터 5까지 진동막

의 변위는 약 7.5 μm, 10.5 μm, 29 μm로 점차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곡면보가 6개인 진동

막은 변위가 9 μm로 곡면보가 4개인 진동막의 변위 

보다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위가 감소된 이

유는 최대 수직 변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곡면보의 

길이 확장과 비틀림이 발생되는 곡면보의 면적이 동

일 크기의 진동막에서 한정적인 면적으로 인하여 점

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Fig. 3은 동일 곡면 보의 개수에서 곡면 보와 진동

막의 중심부를 연결해주는 내보의 폭의 감소에 따른 

진동막의 변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진동막의 면적 

감소는 강성이 증가시키게 되어 진동막이 움직이는 

변위를 감소시키게 된다. 그림과 같이 내보의 폭이 

감소함에 따라 변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곡면보의 개수 증가와 함께 곡면보 폭의 

변화로 변위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성은 물체에 외력을 가했을 때 변형시키거나 휘

게 할 수 있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강성이 

높아질수록 물체를 변형시키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

하며, 동일 힘에서 변위는 감소된다. 따라서 진동막

에 대한 변수 조절을 통하여 강성을 조절한다면 진동

막의 변위 향상이 가능하게 된다. 수식 (5)는 

BalalcHandran가 사용한 외팔보의 강성 수식이다.




(5)

여기서, 는 강성(stiffness), 는 외팔보의 영률

(a) (b)

Fig. 1. Comparison with cantilever beam and curved beam displacement, (a) displacement of cantilever beam and 

(b) displacement of curved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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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 modulus), 는 관성모멘트(moment of in-

ertia), 그리고 은 외팔보의 길이(length)를 나타낸

다. 영률은 단단하고 압축이 잘 안 되는 정도를 말해

주는 재질의 물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률이 높은 

재질일수록 강성도 높아진다. 또한 관성모멘트는 물

체가 자신의 회전운동을 유지하려는 정도를 나타내

며, 관성모멘트가 높아질수록 물체를 변형시키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므로 관성모멘트도 강성과 비례

(a) (b) (c) (d)

(e)

Fig. 2. Displacement improvement method result, (a) 3 curved beam actuator, (b) 4 curved beam actuator, (c) 5 

curved beam actuator, (d) 6 curved beam actuator, and (e) frequency response result.

(a) (b) (c) (d)

(e)

Fig. 3. Displacement improvement method result, (a) inner beam width 1 mm actuator, (b) inner beam width 0.8 

mm actuator (c) inner beam width 0.6 mm actuator, (d) inner beam width 0.4 mm actuator, and (e) frequency 

respons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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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 길이가 길어질수록 외팔보를 변형시키

는데 필요한 힘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강성과 반비

례관계를 가진다. Fig. 4는 수식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변화를 통한 변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두 외팔보의 폭, 두께, 고정 면, 그리고 하중이 가해지

는 면은 동일한 조건에서 외팔보의 길이에 따른 변위

를 비교한 그림이다. Fig. 4(a)는 2 mm길이의 외팔보

의 변위를 보이고 있으며, Fig. 4(b)는 4 mm길이의 

외팔보 변위를 보이고 있다.

그림과 같이 외팔보의 한쪽 면에 동일한 힘을 가

했을 때 길이가 2 mm인 외팔보 보다 4 mm인 외팔보

의 변위가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Mun은 수식 (5)의 외팔보 수식에 사용되는 변수

들을 이용해 곡면보를 가지는 진동막의 강성 수식을 

제안하였다. 수식 (6)은 Mun이 제안한 진동막의 강

성 수식을 나타낸다[16].

 


 
 

(6)

여기서, 은 보의 개수, 는 영률, 는 관성모멘트,

은 보의 길이, 는 보의 너비(width), 는 보의 두

께(thickness)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곡면보 진

동막의 변위와 관련된 추가적인 변수를 통하여 변위

향상을 시도하였다. 강성을 변수로서 도출하기 위해

서는 물질에 대한 고유주파수를 이용하게 된다. 수식 

(7)은 강성의 변수 도출을 위한 일반적인 고유주파수 

수식을 나타낸다.

 




(7)

여기서, 은 고유주파수의 값, 은 질량, 는 

강성을 나타낸다. 수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 

질량일 경우 강성에 따라 고유주파수 값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강성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들을 도

출하기 위하여 진동막의 각 부위를 역할에 따라 분류

하였다. Fig. 5는 역할에 따라 분류된 진동막의 구성 

요소를 보이고 있다.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곡면 형태의 보를 곡면보, 진동막의 고정부와 곡면보

를 연결시켜주는 보를 외보(outer beam), 중심부와 

곡면보를 연결시켜주는 보를 내보(inner beam)로 분

류하였다. 곡면보의 개수, 외보의 폭, 내보의 폭, 진동

막의 영률, 진동막의 두께, 진동체에서 움직이는 물

체의 질량, 곡면보의 길이와 같은 각 변수들을 다양

하게 수정하고, 수정한 변수에 따라 변화하는 고유주

파수를 확인하였다. Fig. 6은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

여 변수에 따라 변화하는 고유주파수의 값을 보이고 

있다. Fig. 6(a)∼(g)와 같이 곡면보의 개수는 3∼6

개, 외보의 폭은 1.7∼3.2 mm, 내보의 폭은 1.0∼2.5

mm, 진동막의 영률은 70∼312 GPa, 진동막의 두께

는 0.10∼0.16 mm,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0.74∼

(a) (b)

Fig. 4. Comparison of displacement according to length of cantilever beam, (a) displacement of 2mm cantilever 

beam, and (b) displacement of 4mm cantilever beam.

Fig. 5. Area name of diaphragm.



(a)      (b)

     (c)      (d)

      (e)     (f)

(g)

Fig. 6. The natural frequency value according to the variables, (a) resonance frequency result for number of curved 

beam, (b) resonance frequency result for outer beam width, (c) resonance frequency result for inner beam 

width, (d) resonance frequency result for young's modulus, (e) resonance frequency result for thickness, 

(f) resonance frequency result for curved beam length, and (g) resonance frequency result for moving objects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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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g, 곡면보의 길이는 4.86∼6.36 mm로 수정하여 

수행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곡면보의 개수, 외보

의 폭, 내보의 폭, 진동막의 영률, 진동막의 두께는 

고유주파수 및 강성과 비례하고, 움직이는 물체의 질

량과 곡면보의 길이는 반비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변위 및 강성과 관련된 변수

들을 도출하였으며, 도출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진동

체의 진동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2 제안한 진동막

본 논문에서는 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변위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들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최대변위가 향상된 진동막을 설

계하였다. Fig. 7은 도출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설계

한 진동막을 보이고 있다.

그림과 같이 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진동

막의 곡면보 개수를 4개에서 6개로 증가시켰으며, 강

성과 비례관계를 가지는 외보와 내보의 폭은 0.4

mm, 0.5 mm로 감소시켰다. 또한 제안한 진동막은 

두께를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진동막의 형상에 

따라 변화가 거의 없는 질량에 대한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곡면보의 길이는 동일 진동막의 크기에서 

곡면보의 개수 증가에 따라 감소되기 때문에 제외하

였다. 따라서 곡면보의 개수, 외보와 내보의 폭을 이

용하여 변위가 향상되는 진동막을 설계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진동체의 진동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 곡면보 진동막의 형상을 이용하여 변위 향상 방법

을 제안하였으며,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설계한 진

동막은 기존의 상용 골전도 진동체의 구동부를 동일

하게 모델링을 수행한 다음, 진동막의 중심부에 동일 

힘을 인가하여 주파수응답을 도출하였다.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은 콤솔멀티피직스(COM-

SOL 5.3a, COMSOL MultiPhysics, COMSOL,

Sweden)를 사용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의 과정은 3차

원 구조를 가지는 진동체의 변위와 주파수를 측정하

기 때문에 3차원을 선택하였으며, 물리방정식은 프

로그램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있는 방정식 중 진동

막에 가해지는 힘과 그 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막

의 변위를 측정하기 위한 다 물체 동역학(multibody

dynamics)을 사용하였다. 상수 및 함수 정의는 각 

개체마다 개별적으로 입력하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조체 모델링은 상용화된 진동체의 크기

를 직접 측정하여 물리적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물성

과 경계 설정은 진동체의 각 구성 요소마다 재질과 

경계를 상용화된 진동체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요소 분할은 진동체의 구조적 특성상 일반적인 3차

원 구조에 적용하는 자유 사면체(free tetrahedral)를 

사용 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석은 주파수 응답을 도출

하기 위한 주파수 도메인 해석과 진동체의 고유주파

수 값을 도출하기위한 고유주파수 해석을 수행하였

다. Fig. 8은 기존의 상용 진동체의 동일 구동부에 

기존의 진동막과 제안한 진동막을 장착하여 유한요

소해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Fig. 8(a)는 기존의 상용 

진동막의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결과를 보이고 있으

며, Fig. 8(b)는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설계한 진동

막을 장착한 진동체의 모델링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8(c)와 (d)는 두 진동막의 변위 차이를 보기 위하

여 구동부를 제외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보이고 있

다. Fig. 8(e)는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 두 진동체의 

주파수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의 상용 진동체보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

한 진동체의 변위가 약 7배 이상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최근 멀티미디어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난청자

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난청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골전도 보청기는 외이와 중이의 손상이나 선천Fig. 7. Shape of proposed diaphra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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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형으로 발생하는 전도성 난청자들에게 공기

전도 보청기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골전도 보청기의 시스템 중 경피적 골전도 시스템은 

반이식형 특징으로 피부와 관련된 질병이나 착용자

의 불편함을 유발시키고, 골전도 이식 시스템은 불가

피한 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거부감이 발생된다. 이러

한 골전도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피부 경유 

골전도 시스템은 피부 외부에 부착을 통해 피부와 

관련된 질병들이나 수술에 대한 거부감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피부 경유 골전도 시스템은 피부에 의

한 진동력 감쇠 문제가 발생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피부 경유 골전도 시스템의 진동력을 향상시켜 

기존의 골전도 시스템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제

안한 방법은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진동막의 변위 

향상방법이며, 진동막의 구조는 외팔보와 달리 동일 

면적의 진동막에서 보의 길이 확장과 비틀림을 이용

하는 곡면보를 사용하였다. 처음으로 곡면보 진동막

을 이용하여 변위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들을 도

출하고, 변위와 반비례관계를 가지는 강성과 관련된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변수들로 진

(a) (b)

(c) (d)

(e)

Fig. 8. FEA result of conventional diaphragm and various diaphragm, (a) conventional actuator, (b) proposed actuator, 

(c) conventional actuator without drive, (d) proposed actuator without drive, and (e) frequency respons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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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향상시키는 진동막을 설계하였으며, 설계한 

진동막은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진동력이 향상되었

음을 검증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설계한 진

동막은 기존의 상용 골전도 진동체보다 변위가 약 

7배 향상된 71 μm의 변위를 가진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은 진동막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진동막 

형상에 의한 진동 변위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여,

댐핑과 전자기적 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는 진동체 전체의 전달효율을 확

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향후에 댐핑과 전자기적 

힘과 관련된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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