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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금까지 난청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음향 전달 

메커니즘을 가진 청각 보조기기가 개발되고 있다

[1-3]. 그 중에서도 난청자에게 자연음에 가까운 음질

(sound quality)과 우수한 어음명료도 (speech dis-

crimination score)를 제공하는 이식형 인공중이 

(middle-ear implant)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

어 왔다[4-6].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인공중이는 

체외기가 외부에 존재하는 부분 이식형 구조로서, 체

외기의 탈부착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편함과 미용상

의 문제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완전 

이식형 인공중이 (fully implantable middle-ear im-

완전 이식형 인공중이의 하이브리드 음향센서
특성 평가를 위한 귀 물리모델

신동호†, 문하준††, 김명남†††, 조진호††††

A Physical Ear Model for Evaluating Hybrid-acoustic Sensor
Characteristics of Fully Implantable Middle-ear Hearing Aid

Dong Ho Shin†, Ha Jun Moon††, Myoung Nam Kim†††, Jin-Ho Cho††††

ABSTRACT

In this paper, biomimetic based physical ear model proposed for measuring the characteristics of a
hybrid-acoustic sensor for fully implantable middle-ear hearing aid. The proposed physical ear model
consists of the external ear, middle-ear, and cochlea. The physical ear model was implemented based
on the anatomical structure and CT images of the human ear. To confirm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r
model, the vib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tapes was measured after applying sound pressure to the
tympanic membrane. The measured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vib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human temporal bone specified by ASTM F2504-05. Through the comparison results,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ear model was confirmed. Then, after attaching the hybrid-acoustic sensor to the ear model,
the output characteristics of the ECM and acceleration sensor were measured according to the sound
pressure. The measured results were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using human temporal bone, and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physical ear model was verified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Key words: Physical Ear Model, Hybrid-acoustic Sensor, Fully Implantable Middle-ear Hearing Aid,
Temporal Bone

※ Corresponding Author : Jin-Ho Cho, Address: (41944)
Gukchaebosang-ro 680, Jung-gu, Daegu, Korea, TEL :
+82-53-427-5538, FAX : +82-53-427-5539, E-mail : jhcho
@ee.knu.ac.kr
Receipt date : July 10, 2019, Approval date : July 15, 2019
††Institute of Biomedical Engineering Researc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mail : swap9552@naver.com)

††Sigma Delta Technologies
(E-mail : mhj1990@naver.com)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mail : kimmn@knu.ac.kr)

††††Institute of Biomedical Engineering Research, Kyung-
pook National University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
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
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6R1A6A3A11931621 and
2019R1C1C1006176)



924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2권 제8호(2019. 8)

plant)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완전 이식형 인공중이에는  Envoy 사의 

Esteem, Implex 사의 TICA 그리고 Cochlear 사의 

Carina가 있다[7-9]. Envoy 사의 Esteem은 음향센

서를 이소골에 이식하여 소리에 의한 진동을 포집하

는 방식이며, 이는 부착 환경에 따라 음향 포집 특성

이 달라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7]. Implex 사의 

TICA는 외이도 피하에 음향센서를 이식하는 방식이

며, 외이도의 얇은 피부 두께로 인하여 이식 후 음향

센서가 돌출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8]. Cochlear

사의 Carina는 음향센서를 측두골 피하에 이식하는 

방식이며, 피부에 의해 감도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문제가 있다[9].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완

전 이식형 인공중이는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즉, 완전 이식형 인공중이에서는 음향센서가 가장 중

요한 요소이며, 음향센서가 가지는 문제점을 필수적

으로 해결해야만 완전 이식형 인공중이를 구현할 수 

있다.

최근 기존의 완전 이식형 인공중이용 음향센서가 

가지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 등

[10]이 하이브리드 음향센서 (hybrid-acoustic sen-

sor)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하이브리드 음향센서는 

진동 기반의 가속도센서와 음압 기반의 ECM을 접목

한 구조로서, 고막제 (umbo)에 거치하여 외이도로 

통해 들어오는 음압 신호는 ECM이 포집하고 음압에 

의해 진동하는 고막의 움직임은 가속도 센서가 포집

하게 된다. 개발된 하이브리드 마이크로폰의 특성 확

인을 위해 사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사체 실험 결

과를 통해 제안한 하이브리드 음향센서는 기존 음향

센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10]. 일반적으로 개발단계의 이식형 인공중이용 

음향센서는 사체 실험을 통해 성능 평가가 이루어지

기 때문에 사체 실험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여건상 사체 수급이 용이하지 않으며, 사체마다 

특성이 다르고 온도, 습도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

에 민감하기 때문에 재현성 있는 실험 결과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개발단계의 이식형 인공중

이용 음향센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 요인

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재현성 있는 실험이 가능

한 인체 측두골을 대체할 수 있는 귀 물리모델 제작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완전 이식형 인공중이용 하이브리

드 음향센서 특성 평가를 위한 귀 물리모델을 제안 

및 구현하였다. 제안한 귀 물리모델은 외이 (external

ear), 중이 (middle-ear), 그리고 달팽이관 (cochlea)

으로 구성되며, 인간 귀의 해부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귀 물리모델의 주파수 응답 특성

을 확인하기 위해 외이도에 94 dB SPL에 해당하는 

음압을 인가한 후, 등자뼈 (stapes)의 진동 특성을 레

이저 도플러 바이브로미터 (laser Doppler vibr-

ometer, LDV)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측정된 결과를 

ASTM F2504-05와 비교함으로써 제안한 귀 물리모

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11]. 그런 다음, 고막제에 

하이브리드 음향센서를 부착하여 외이도에 94 dB

SPL에 해당하는 음압을 인가한 후, 하이브리드 음향

센서의 출력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를 조 등의 

사체 실험 결과 [10]와 비교하여 귀 물리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제안한 귀 물리모델

해부학적으로 인간 귀는 Fig. 1과 같이 크게 외이,

중이 그리고 내이로 구분된다. 인간 귀의 음향 전달

경로는 Fig. 1과 같이 외이도를 통해 들어온 음압은 

고막 (tympanic membrane)을 진동시키고, 고막과 

연결된 이소골 (ossicular chain)은 고막의 진동을 받

아 달팽이관의 난원창 (oval window)으로 진동을 전

달하게 된다. 난원창에 전달된 진동에 의해 달팽이관

의 유모세포 (hair cell)는 자극되어 전기적 신호를 

Fig. 1. Anatomical structures and sound transmission 

pathways of the human ea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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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고, 이 전기적 신호는 청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됨으로써 소리를 인지하게 된다[13].

외이는 고막, 귓바퀴, 그리고 외이도로 구성되어 

있다. 외이도의 직경은 평균 7 mm, 길이는 25 mm이

고, 고막의 직경은 평균 8 mm, 두께는 0.1 mm이다.

중이는 망치뼈 (malleus), 모루뼈 (incus), 등자뼈로 

이루어진 이소골과 이를 지탱해주는 여러 개의 인대 

(ligament)와 힘줄 (tendon)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

고 내이는 전정기관 (vestibular organ), 반고리관 

(semicircular canal), 달팽이관으로 구성되며, 달팽

이관은 2.5 바퀴 정도 감겨져 있으며 펼치면 약 35

mm 정도의 끝이 막힌 원추형 모양이다. 그리고 달팽

이관에는 림프액 (lymph)이 가득 채워진 전정계 

(scala vestibule), 중간계 (scala media), 고실계 

(scala tympani)가 존재하며 각각은 라이스너막 

(reissner’s membrane)과 기저막 (basilar mem-

brane)으로 구분되어진다. 전정계와 고실계에는 각

각 난원창과 정원창 (round window)이 존재하며, 와

우공 (helicotrema)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14].

제안한 귀 물리모델은 인간 귀의 해부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 용이성을 고려하여 달팽이관은 상하

가 대칭적으로 길게 펼쳐진 모양으로 전정계, 고실

계, 난원창, 정원창, 기저막 그리고 와우공만 표현하

였다. 그리고 외이와 중이는 각각 귓바퀴, 외이도, 고

막, 이소골 그리고 추골 인대 (superior mallear liga-

ment)와 등골근(stapedial muscle tendon)을 각각 1

개씩 표현하였다. 외이와 달팽이관은 SUS304 (stain-

less steel 304)와 아크릴 (acrylic)에 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이

소골은 실제 인간의 이소골 CT (computed tomog-

raphy) 영상 이미지 (image)를 기반으로 RP (rapid

prototyping)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Fig. 2는 

외이, 중이, 달팽이관을 각각 구현한 사진이며, Table

1에서는 제작된 귀 물리모델의 상세 사항을 표기하

였다.

3. 귀 물리모델 특성 측정 실험 결과 및 고찰

제안한 귀 물리모델은 실제 사람 귀의 청각 전달 

메커니즘과 유사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정상인의 사

체 측두골 특성은 ASTM F2504-05에서 측정 방법

을 제시하고 있으며, 측정 방법은 외이도를 통해 94

dB SPL에 해당하는 음압을 인가한 후 등자뼈의 진

동 특성을 LDV로 측정한다. 이와 같이 제작된 귀 

물리모델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ASTM

F2504-05에서 제시한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fabricated physical ear model

Component Dimension Material & method

Auricle - Silicone rubber

Ear canal
Length: 25 mm
Diameter: 7 mm

Stainless steel 304

Tympanic membrane
Diameter: 8 mm
Thickness: 0.1 mm

Latex

Ossicular chain - Rapid Prototyping

Superior mallear ligament,
stapedial muscle tendon

- Silicone rubber

Cochlea
Length: 35 mm

Volume: about 85 mm3
Acrylic

Round window
Diameter: 2 mm
Thickness: 0.02 mm

Latex

Oval window
Diameter: 2 mm
Thickness: 0.02 mm

Latex

Basilar membrane
Length: 32 mm

Thickness: 0.02 mm
Latex

Helicotrema Hole: 0.5 mm -

Lymph Volume: about 85 mm3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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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Fig. 3과 같이 스피커 (ER-2; Etymotic Inc., USA)

를 이용하여 외이도에 음압 (100 Hz∼10 kHz)을 인

가한 후, 레퍼런스 마이크로폰 (ER-7C; Etymotic

Inc., USA)을 이용하여 일정하게 94 dB SPL에 해당

하는 음압이 되도록 보정하였다. 그런 다음, 등자뼈

의 진동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반사판 (reflective

beads)을 등자뼈에 부착하고, LDV (OFV-551 and

OFV-5000; Polytec GmbH, Germany)를 이용하여 

등자뼈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측정하였다. LDV를 

이용하여 측정된 신호는 FFT 기반의 데이터 수집 

장치 (DAQ; NI PXI-4461 board in an NI PXI-1042;

National Instruments Co., USA)를 통해 자동 저장

되도록 하였다. Fig. 4는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붉은색 실선은 귀 물리모델의 주파수 응답 특성이고,

검은색 점선은 ASTM F2504-05에서 규정한 정상인

의 사체 측두골이 가져야하는 최대 및 최소 진동 주

파수 특성을 의미한다. 측정된 결과 (붉은색 실선)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ASTM F2504-05의 규정에 만

족하는 특성을 보였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귀 물리모델은 사체실험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인체 

측두골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수행된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한 귀 물리모

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더욱 명확하게 귀 

물리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체 측두골을 

이용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비

교 분석을 위해 조 등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음향센서

를 사용하여 선행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수

행하였다[10]. Fig. 5와 같이 하이브리드 음향센서를 

고막제와 연결된 망치뼈에 부착한 뒤 외이도를 통해 

94 dB SPL에 해당하는 음압을 인가하였다. 그런 다

음, 하이브리드 음향센서의 가속도 센서와 ECM의 

출력 전압을 각각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Fig.

6(a)와 같으며, 검은색 실선과 붉은색 실선은 각각 

물리모델의 고막에 94 dB SPL이 인가하였을 때,

ECM의 출력 전압과 가속도센서의 출력 전압을 의미

한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ECM의 출력 신호는 2

kHz까지 전반적으로 평탄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가속도센서의 출력은 3 kHz 이후 대역부터 ECM 출

력보다 높은 감도를 가졌다. 귀 물리모델을 통해 측

정된 실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 등에 의한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6(b)는 인체 측두골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음향센서 출력 특성을 나타낸 것

으로, 검은 점선과 붉은 점선은 각각 ECM과 가속도

센서의 출력 특성을 의미한다 [10]. 두 그래프를 비교

해보면 3 kHz 이하 대역에서는 ECM의 출력이 높고,

3 kHz 이상 대역에서는 가속도센서의 출력이 높다.

ECM의 출력 특성은 귀 물리모델과 인체 측두골을 

Fig. 2. Implemented the physical ear model.

Fig. 3.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ement of frequency 

response characteristics using physical ear model.

Fig. 4. Physical ear model frequency response charac-

teristics according to 94 dB S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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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실험 결과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가속도 

센서의 출력이 상이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실험의 실험 모델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예측된

다. 즉, 귀 물리모델은 고막, 이소골 그리고 달팽이관

의 난원창이 모두 존재하는 상태로 이소골 전체와 

림프액의 질량이 부하로 작용하였지만, 인체 측두골 

실험에서는 실험의 편의성을 위해 이소골 일부 (모

루뼈)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하가 적었

다. 따라서 귀 물리모델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높은 

부하로 인해 가속도 센서의 저주파 영역 출력이 인체 

측두골 실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출력을 보였고, 고

주파에서는 부하의 관성에 의해 높은 출력을 보인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두 실험 모두 조 등이 개발

한 하이브리드형 음향센서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도

출된 결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완전 이식형 인공중이용 하이브리

드 음향센서 특성 평가를 위한 외이, 중이 그리고 달

팽이관이 결합된 귀 물리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귀 물리모델은 인간 귀의 CT 이미지를 바탕으로 CNC

공정과 RP 공정을 이용하여 실제 사이즈와 유사하게 

제작하였다. 제작된 귀 물리모델은 ASTM F2504-

05에서 규정하는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효용성을 검

증하였다. 귀 물리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

해, 고막제와 연결된 망치뼈에 하이브리드 음향센서

를 부착한 후 외이도를 통해 94 dB SPL에 해당하는 

음압을 인가하였다. 그리고 주파수에 따른 하이브리

드 음향센서의 ECM과 가속도센서의 출력 특성을 측

정하였으며, 측정된 결과를 인체 측두골을 이용한 선

행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체 측두

Fig. 5. Physical ear model with hybrid-acoustic sensor.

(a) (b)

Fig. 6. (a) Hybrid-acoustic sensor measurement results using physical ear model and (b) Hybrid-acoustic sensor 

measurement results using temporal bone (from Cho et a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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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을 이용한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한 출력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제안한 귀 물리모델은 개발 단계의 

하이브리드 음향센서 특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며 

인체 측두골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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