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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난청 보상을 한 양 이 보청 모듈 설계

이
*

Design of a Stereo Hearing Aid Module for Presbycusis

Kwang Le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한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도 감쇄를 보상하는 회로의 고주  잡음 특성을 

개선하고, 입체 음향을 지원하는 양 이(耳)형 보청 모듈을 설계·제작하 다. 고 이득 조건에서 경우에 따라 발

생하는 기존 회로의 고주  잡음 원인을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하 다. 양 이 형 모듈에는 조  상 반 쪽 

귀에는 음을 소거하여 보다 정확하게 오른쪽과 왼쪽 귀에 맞는 증폭 이득을 조 할 수 있도록 음 소거 스 치

를 추가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mproved the high frequency noise characteristics of the previously proposed hearing aid circuits 

for presbycusis, and we designed and fabricated a stereo hearing aid module. The cause of high frequency noise, which 

occurs in some cases in the previous circuits under high gain conditions, was analyzed through simulations. Two mute 

switches were added to adjust each boosting gain for right and left ears more accurately by muting the sound of the 

other ear when adjusting the gain of one ear in the stereo hearing aid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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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노인성 난청(presbycusis)은 청각신경계의 노화로 

생기는 상으로 주  역에 비해 고주  역의 

청력이 더 떨어지는 증상을 보인다. 출산율 감소와 평

균 수명의 증가로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어 우

리나라에서도 노인성 난청은 요한 보건 과제  하

나로 평가되고 있다[1-7]. 청각 장애는 삶의 질 하

를 래하게 된다. 귀속형 보청기는 가격, 사용자 편

의성 부족 등으로 노인성 난청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 귀속형 보청기에 비해 

가격이 렴하고 간단한 조작으로 개인의 청력 손실

을 보상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고주  증폭회로

를 참고 논문 [8]에서 제한하 다. 기존에 제안된 구

조는 단  이득기(unity gain)와 미분기(differentiator)

의 주 수 특성 곡선이 만나는 의 주 수가 임계주

수()가 된다. 임계주 수 이하에서는 주 수에 

무 하게 압 이득이 일정하며, 임계주 수 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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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도가 주 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림 1에서 기

존의 고주  증폭회로와 이러한 증폭기가 2단으로 구

성된 체 고주  증폭회로도를 제시하 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기존 보청 모듈은 그림 

1(b)과 같은 고주  증폭회로를 2단 직렬 연결하여 

구성하 으며, 그림 1(b)의 고주  증폭회로에 한 

입출력 달함수 H(s)는 식 (1)과 같다. 

  

⋅


      (1)

R2, R3 그리고 R4를 동일한 값의 항으로 하고, 

  ⋅이라 하면 식(1)은 식 (2)와 같이 간

단하게 된다.

 


     (2)

(a) 고주  증폭회로 2단으로 체회로 구성
(a) The block diagram consisting of two 

high-frequency boosting schematic

(b) 고주  증폭 회로도 
(b) The high-frequency boosting schematic

그림 1. 기존 고주  증폭회로 구조
Fig. 1 The previously proposed high-frequency 

boosting circuit‘s structures

기존의 고주  증폭회로는 이득· 역폭(gain band- 

width product)이 2MHz 정도인 연산증폭기룰 이용하

여 설계하 으며, 20KHz 기 으로 각 단에서 40dB 

이상의 증폭도를 얻을 수 있음을 모의실험을 통해 확

인하 다. 하지만 장시간 사용할 경우 동작 환경에 따

라 이득 조건에서 귀에 거슬리는 고주  잡음이 존재

하 다. 

기존에는 2MHz의 이득· 역폭과 하나의 극 을 

갖는 것으로 모델링한 이상 인 연산증폭기 모델로 

모의실험을 하 으나, 고주  잡음 원인 분석을 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연산증폭기의 실제 모델 라미

터를 입수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해 주

수 안정도 열화로 인해 고주  잡음의 원이 되는 

주 수 응답의 피킹 상과 계단 입력에 한 시간 

응답의 신호 울림(ringing) 상이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고

주  잡음 문제를 해결하고. 입체 음향(stereo sound)

을 지원하는 고주  증폭회로 모듈을 설계하 다.

(a) 계단  입력에 한 시간 응답
(a) The transient response for step input

(b) 이득의 주 수 응답
(b) The frequency response of gain

그림 2. 기존 회로의 모의실험 결과
Fig. 2 The simulation results of previous circ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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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청 모듈 회로 설계

2.1 폐루  안정화  주 수 응답 개선

기존의 고주  증폭회로에서 주 수 안정도 성능 

하로 인한 고주  발진성 잡음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주 수 안정도 보상

용 캐패시터(Cp)를 추가하 다[9-10].

그림 3. 주 수 안정도 개선 회로
Fig. 3 Circuits for improving the frequency 

stability

주 수 안정도 개선을 해 추가된 캐패시터(Cp) 

용량에 따른 고주  증폭회로의 주 수 응답 모의실

험 결과는 그림 4(a)와 같다. 보상용 캐패시터의 용량

이 1.6nF 이상에서는 주 수 응답에서 피킹 상이 

없어지고 계단 입력에 한 시간 응답의 신호 울림

(ringing) 상도 하게 어들어 주 수 안정도가 

개선됨을 확인하 다[그림 4]. 하지만, 보상 캐패시터

로 인해 10KHz 부근의 고주  증폭도 열화를 래하

다. 

(a) 이득의 주 수 응답
(a) The frequency response of gain

(b) 계단  입력에 한 시간 응답
(b) The transient response for step input

그림 4. 주 수 안정도 보상 캐패시터 Cp를 
추가한 회로의 모의실험 결과

Fig. 4 The simulation results of the circuits with 
a frequency stability compensation capacitor Cp

(a) 이득의 주 수 응답
(a) The frequency response of gain

(b) 계단  입력에 한 시간 응답
(b) The transient response for step input

그림 5. 고주  증폭회로의 모의실험 결과
Fig. 5 The simulation results of newly designed 

high-frequency boosting circ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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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 안정도 문제를 해결하고 고주  증폭 역

폭을 확보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산증폭기

에 비해 이득· 역폭이 더 크고, 양 이를 지원할 경우 

기존에 비해 보드 크기가 증가되는 것을 고려하여 하

나의 패키지에 두 개의 증폭기가 내장된 연산증폭기

를 선정하여 설계하 다. 새롭게 선정한 연산증폭기는 

기존에 비해 4배 이상의 이득· 역폭을 가진다. 이로 

인해 주  역에서부터 더 높은 이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 5는 설계된 회로의 모의실험 결과이며, 

주 수 피킹 상 없이 그림 6에서와 같이 20KHz 

역에서 90dB 정도의 이득을 얻었다.

기존에는 편의성을 고려하여 스테 오 가변 항 

하나로 2단으로 구성된 회로 각 단의 임계 주 수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따라서 G1과 

G2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며 고주  증폭 역에서 주

수 증가에 따라 40dB/dec의 기울기로 증폭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주  증폭 유형의 다양화와 정

도 향상을 해 각 단의 이득 즉, G1과 G2를 독립

으로 조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따라서 그림 6과 

같이 고주  증폭 역에서 주 수 증가에 따라 

40dB/dec와  20dB/dec의 기울기로 증폭할 수 있다.

그림 6. 제안 회로의 주 수 응답 모의실험 결과
Fig. 6 The simulation results: frequency response 

of the newly proposed circuits 

2.2 양 이 보청 모듈 회로 설계  제작

그림 7.  설계된 양 이 고주  증폭 모듈 체 회로도
Fig. 7 The schematic of newly designed high-frequency boosting module for stereo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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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 보상용 캐패시터를 포함하고 역폭이 기

존에 비해 4배 이상인 연산증폭기로 구성된 양 이 

보청 모듈의 체 회로도를 그림 7과 같이 설계하

다. 원 잡음을 이기 해 원 잡음 제거 필터

를 추가하 다. 음 소거 스 치 BT1과  BT2는 헤드

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오른쪽과 왼쪽 귀의 증폭 이

득을 각각 조 할 수 있도록 조  상 반 쪽 귀에

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득 조  시 사용되는 음 소거 스 치는 평상시

에는 연결되어 있고 을 때만 개방되는 버턴 방

식의 스 치이다. 입력과 출력의 오디오 신호 연결

을 한 3.5mm 스테 오 오디오 잭, 원 스 치 그

리고 켜짐 상태 표시 LED를 추가하여 그림 8과 같

이 제작하 다.

그림 8.  제작된 양 이 고주  증폭 모듈 사진
Fig. 8 The photograph of fabricated 

high-frequency boosting module for stereo sound

Ⅲ.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작된 고주  증폭회로의 증폭 이득

은 가변 항으로 조 하므로 연속 으로 가변 된다. 

고주  증폭도가 아주 낮을 경우(G1=Low, 

G2=Low), 간일 경우(G1=Low, G2=High) 그리고 

아주 높을 경우(G1=High, G2=High) 등 3개의 표

인 경우에 해 압 이득 주 수 특성을 측정하

으며, 그 실험 결과는 그림 9(a)와 같다. 주  

네트워크 분석기를 보유하지 못해 형발생기와 오

실로스코 를 사용하여 주 수를 가변 하면서 측정

하 다. 증폭도가 아주 높은 경우 함수 발생기의 잡

음  오실로스코  미세 압 측정 한계로 인해 

60dB 이상의 압 이득은 측정이 불가능하여 주

수 범 를 3kHz 이하의 범 에서만 측정하 다. 

3kHz 이하 주 수 역에서 주 수 응답은 모의실

험과 거의 유사함을 확인하 다. 그림 9(b)는 고 이

득 조건에서 계단  입력에 한 출력 형을 보여

주고 있다. 측정 결과 계단  입력에 한 시간 응

답은 10V 정도의 진폭을 가지는 모의실험결과에 비

해 진폭이 략 1V 가량 낮게 측정되었지만, 신호 

울림(ringing) 형태는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a) 이득의 주 수 응답
(a) The frequency response of gain

(b) 계단  입력에 한 시간 응답
(b) The transient response for step input

그림 9. 제작된 고주  증폭회로 실험 결과
Fig. 9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fabricated 

high-frequency boosting circ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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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노인성 난청 해소를 해 기존에 

제안된 증폭회로의 고주  잡음 문제를 해결하고 양 

이 형으로 제작하고 측정하 다. 향후 과제로는 

주  네트워크 분석기를 입수하여 20KHz까지 주

수 응답을 측정하고, 계단  입력에 한 시간 응답 

특성이 모의실험에 비해 1V 가량 진폭이 감소되는 

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고주  증폭으로 발생되는 고주  잡음을 이고 

양 이 형으로 제작함으로 보청 화기뿐만 아니라 

오디오 기기에서 우월한 고주  증폭 특성을 제공하

는 이 라이 로 바로 용 가능하다. 따라서 고령

화 사회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

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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