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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식형 인공중이(middle ear implants, MEIs)는 

기도형 보청기(acoustic hearing aids)의 음향 출력

에 상응하는 기계적 진동을 출력으로 갖는 청각재활

기기이다. MEIs는 전자기력 혹은 압전력을 힘의 근

원으로 하는 진동력 발생장치를 갖고 이로부터 발생

된 진동 출력을 자연의 청각 전달 경로(natural a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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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y pathway) 상의 한 부분, 예컨대 망치뼈 놀이

(malleus head) 또는 모루뼈 긴다리(incus long pro-

cess, ILP)에 전달하며 음향 신호를 내이(choclear)

로 전달하게 된다[1-3]. 전달된 진동 신호는 난원창

(oval window)을 거쳐 내이에서 수압(hydropres-

sure)으로 바뀌게 되고 유모세포(hair cell)에 의해 전

기적 신호(electric potential)로 변환되어 대뇌로 전

달되며, 이때 난원창을 통해 입사된 수압은 정원창

(round window)을 통해 해소된다[4]. 기도형 보청기

를 비롯하여 이렇게 자연음의 전달경로를 청각재활

기기의 전달경로로 사용하는 청신경 자극방법을 난

원창 자극(oval window stimulation) 또는 순방향 자

극(forward stimulation)이라 한다. 최근까지 상업적

으로 성공을 거둔 MEIs는 순방향의 출력 전달 방법

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VSBⓇ(Vibrant

Sound Bridge, Med-El GmbH, Austria), ESTEEM
Ⓡ(Envoy Medical Co., USA), CARINAⓇ(Cochlear

Ltd., Australia) 등이 있다[5-7].

최근, MEIs의 적용증을 넓히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특히 FMTTM(Med-El GmbH, Austria)

를 이용한 정원창 자극에 대한 임상 결과들이 보고되

고 있다[8][9]. 이 방법은 기존의 순방향 자극에서 자

연의 청각 전달 경로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정원창

을 진동력 전달의 매개로 사용하며, 음향 신호 전달 

경로 상의 유모세포 이후에 자극점을 둔다는 점에서 

정원창 자극(round window stimulation) 또는 역방

향 자극(reverse stimulation)이라 부르기도 한다

[10]. 역방향 자극 방식은 이소골(ossicle chain)이 전

체 혹은 일부가 소실된 환자 즉, 전도성 난청자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순방향 자극 보다 넓은 적용

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역방향 자극에서 자극점

으로 하는 정원창은 순뱡향 자극에서의 모루뼈나 망

치뼈 등과 비교할 때 MEIs의 출력 진동체를 거치하

기 위한 다양한 보철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11,12]. 실제로 역방향 자극의 비임상 연구 결과물은 

순방향과는 달리 큰 오차 범위를 보이고 이는 출력 

진동체 거치용 보철물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뼈가 아

닌 직경 1 ㎜의 정원창에 진동체의 이식형을 정형화 

하기는 매우 어렵다.

진동을 출력으로 갖는 MEIs는 당연히 출력의 벡

터를 갖게 된다. 따라서, 출력 진동체의 진동 각도를 

자극점의 각도와 평행하게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며 이를 통해서 진동력의 전달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FMTTM는 티타늄 클립을 이용

하여 ILP에 이식되는데 다양한 유형의 고정 보철물

이 효과적인 부착을 위해 개발되었고 수술 과정에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방향 자극에서 

출력 진동체의 이식은 매우 복잡하다. 왜냐하면, 자

극점인 정원창이 일반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고 정

원창 소와(round window niche)의 해부학적 구조가 

개인마다 크게 상이하기 때문이다[13,14]. 역방향 자

극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단한 연구가 이어지

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역방향 자극 연구는 순방향 

자극에 사용되는 진동체의 변형으로만 수행되는 수

준에 그치고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자극점에 

진동 방향을 정렬하고 효율을 극대화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편, 기도형 보청기의 출력장치인 음향 리시버

(acoustic receiver)는 출력 부피의 음향 임피던스에

만 영향을 받을 뿐 자극점의 각도에 영향을 받지 않

는다. 다시 말해 기도형 청각재활기기의 자극점인 고

막의 각도에 따라 출력의 전달 효율이 구애받지 않으

며, 이는 음향이 압력장(pressure field)에서 비압축

과 동위상이기 때문에 자극점에 음향은 벡터를 갖지 

않는 다는 뜻이다. 실제로 BTE(behind the ear), ITC

(in the canal), RIC(receiver in canal) 등 다양한 보청

기가 있지만 이들의 출력은 음향 도파관 끝단과 고막 

사이의 거리 즉, 출력 볼륨에만 영향을 받게 된다.

Puria 등은 중이강 내에서 공기를 매질로 하는 음향 

전달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고막 앞 뒤편의 음향 

임피던스가 유사하기 때문에 중이강 내에서도 음향

의 전달이 가능함을 시사한 바 있다[15].

본 논문에서는 역방향 자극방식의 출력을 갖는 이

식형 인공중이의 출력장치를 제안한다. 제안한 출력

장치는 음향을 출력으로 가짐으로 정원창과 출력장

치의 접근 각도에 따라 전달 효율의 차이를 갖지 않

는다. 다만, 자극점의 음향 임피던스에 따라 전달 특

성을 달리함으로 3 개의 인체 측두골에 대해 ASTM

F2504[16]에 따라 순방향 및 역방향 전달특성 측정하

고 이에 대한 음향 임피던스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음향 임피던스의 차이는 기도형 보청기와 같은 크기

의 출력을 갖기 위해서 역방향 자극 방식의 MEIs에 

필요한 음향 출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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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MEIs가 기존의 진동 전달 방식을 탈피하여 이

식의 유연성을 갖는 새로운 음향 출력장치를 설계할 

때에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2. 정원창 자극형의 인공중이

2.1 인공중이의 출력 방식

일반적으로 인공중이는 입력 장치인 마이크로폰

은 체외에 출력 장치인 진동체는 중이강 내에 존재하

기 때문에 출력장치와 입력장치 사이에서 발생되는 

음향 궤환의 양이 매우 작아 기도형 보청기 보다 높

은 출력을 제공할 수가 있다. 기존의 인공중이는 이

소골에 기계적 진동 출력을 전달하는 매커니즘이 주

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정원창에 진동을 인가하

는 방식에 제안되어 이의 임상적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정원창 자극은 이소골이 소실된 환자에 이식이 

가능한 만큼 기존의 출력 방식을 갖는 인공중이보다 

넓은 적용증을 갖게 된다. 기계적 진동 출력을 전달

함에 있어서 자극점과 출력 장치의 정렬은 진동력의 

전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인공중이의 이식을 위

한 유양돌기 절제술에 있어 정원창은 이소골과는 달

리 시술자의 시야 내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

면, 기도형 보청기의 출력 장치인 리시버는 자극점인 

고막과의 정렬과는 전달 효율에 대한 인과가 높지 

않고 출력 매질의 음향 임피던스에만 영향을 받게 

되어 기도형 보청기의 리시버를 외이도에 삽입할 때

에 고막이 시야에 노출되지 않아도 출력을 전달 할 

수가 있다. 정원창은 고막보다 매우 높은 음향 임피

던스를 가지고 있어 공기를 매질로 하는 기도형 보청

기의 출력 방식 적용이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기도형 보청기의 출력 방식을 정원창 자극형의 

인공중이에 적용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서 사체실험

을 수행하였다.

2.2 정원창 음향 자극기

기도형 보청기 출력장치의 자극점인 고막과 이를 

둘러싼 외이도의 부피는 일반적으로 2000 ㎜3 내외이

다. 반면 출력 자극점을 정원창으로 할 경우 출력단

의 부피는 10 ㎜3 가량이 된다. 음향 임피던스 는 

수식 1에서와 같이 정의되며, 여기서 는 음압, 는 

매질의 속도 그리고 는 매질 끝단의 면적이 된다.

  


(1)

음향 임피던스는 체적 속도 ()에 반비례하기 때

문에 외이도와 정원창 소와의 부피 비에 따라 같은 

크기의 음압으로 구동할 경우 정원창의 음향 임피던

스는 외이도 음향 임피던스의 200 배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원창에 음향을 전달하는 MEIs의 

출력장치를 일정한 체적속도의 출력을 갖는 기도형 

보청기의 리시버와 직경 1.3 ㎜의 황동 도파관을 이

용해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한된 부피에서 같은 

전력에서 구동되는 음향 리시버가 출력단의 부피에 

따라 발생시키는 음압의 크기를 조사하였다. 실험에

서 리시버는 10 ㎷peak로 구동되었으며 도파관 끝단에

의 음압을 보정하기 위해 레퍼런스 마이크로폰을 사

용하였다. 100에서 8000 ㎐의 범위에서 10 ㎷peak로 

구동되는 리시버의 출력은 Fig. 1에서와 같다. 외이

도와 정원창 소와를 대변하는 두 부피에서 발생된 

음압의 크기는 측정 범위 내에서 전반적으로 25 ㏈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두 기관의 음향 임피던스 차

이를 볼 때 200 배인 46 ㏈의 차이를 가져야 하나 

리시버 내부의 부피와 음향 도파관의 부피를 포함하

면 그 차이가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정원창 소와를 모사한 부피에서의 실험은 접근 

각도의 차이를 두기 위해 도파관을 0°, 45° 및 90°의 

각도를 두고 실험하였으나 Fig. 1의 실험 결과에서 

같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3 사체 실험

본 연구에서는 3 개의 인체 측두골을 사용하여 순

방향 자극 및 역방향 자극에 대한 보청기 출력의 전

달 특성을 특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원창 음향 자극

의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 보았다. 실험에 사용된 3

개의 측두골은 Anatomy Gift Registry로부터 기증

받아 TB1, TB2 및 TB3으로 명명하였으며, TB1과 

TB2는 각각 62 세 Caucasoid 남성의 좌우측 측두골

이며 TB3는 82 세 남성의 좌측 측두골이었다. 사체

는 사망 후 48 시간 내에 측두골을 체취하고 급속 

냉동하였고, 실험은 사체를 해동한 후 72 시간 이내

에 완료되었다. 중이강 개방을 위해 숙련된 전문의의 

유양돌기 절제술(mastiod tympanotomy)이 시행되

었고, 측두골은 실험 기간 동안 수분의 증발로 인한 

특성의 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점토로 감싸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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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발을 최소화하였다. 또, 실험의 재현성 확보를 

위해 정원창 소와는 막의 손상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

한 깎아 내어 사체별 구조적 특성을 유사하게 가공하

였고, 각 측두골은 외이도의 연조직을 완전히 제거하

고 지름 10 ㎜, 길이 25 ㎜의 원통형 플라스틱 튜브로 

만든 인공 외이도 (artificial ear canal, AEC)를 부착

하였다. 외이도 자극 시에 자극음이 중이강을 통해 

정원창으로 입사되지 못하도록 외이도 입구를 얇은 

유리막으로 차폐하였다. 또, 등자뼈 족판(stapes

footplate)의 진동 속도를 LDV(laser Doppler vibr-

ometer)로 측정하기 위하여 직경 0.1 ㎜의 광반사 비

즈를 족판의 중앙에 부착하였다.

순방향 및 역방향 자극 실험에서 리시버에서 발생

된 음향을 각각 인공 외이도와 정원창으로 인가하고 

LDV로 등자뼈 족판의 진동속도를 측정하였다. 각각

의 경우 리시버에서 발생된 음향의 크기를 자극 점인 

고막과 정원창 앞에 놓인 프루브 마이크로폰을 이용

하여 인가된 음압의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정원

창 자극에 있어서는 외부로 음향이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원창 소와와 도파관의 맞닿은 면을 

근막(fascia)을 이용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

다.

실험의 셋업은 컨트롤러(SYSiD 7.1, Stanford Uni-

versity, USA), 오디오 앰프(D75, Crown HARMAN

Inc, USA), LDV (HLV-1000, Polytek GmbH, GER),

리시버(GQ-30783, Knowles Inc., USA) 및 레퍼런스 

마이크로폰(ER-7C, Etymotic Research Inc., USA)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실험 셋업의 상세 블록다이어

그램은 Fig. 2에서와 같다. 컨트롤러는 음향 신호의

생성과 포집을 동시에 수행할 있으며 발생된 음향 

신호를 오디오 앰프로 인가하고 증폭된 전기신호를 

리시버에 인하여 고막 또는 정원창을 자극할 수 있게 

한다. 자극에 따른 음향 신호는 정방향 또는 역방향

으로 전파되어 등자뼈의 족판을 진동시키게 되고 등

자뼈의 진동은 LDV에 의해 측정되고 이는 다시 컨

트롤러에 의해 수집된다. 컨트롤러에서 발생되는 음

향 신호는 100에서 8000 ㎐의 범위에서 25 개의 등 

로그 간격으로 발생되었고, 오디오 앰프의 출력-리

시버에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는 10 ㎷peak를 동 주파

수 대역에서 유지하였다. LDV와 프로브 마이크 시

스템으로부터 획득 된 신호는 평균 10 회 고속 푸리

에 변환을 사용하여 4096 포인트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방향 및 역방향 자극에 대하여 등자뼈 족판의 진동 

속도(Vst), 고막 앞의 음압(Pec) 및 정원창 앞의 음압

(Prw)를 기록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정방향 자극(고막 자극)과 역방향 자극(정원창 자

극)에 대하여 등자뼈 족판의 진동 속도 응답을 측정

하였으며, 실험을 위한 셋업과 결과를 각각 Fig. 3과 

4에 나타내었다. 3 개의 측두골을 이용하여 각 측두

(a) (b)

Fig. 1. (a) Conceptual diagram of auditory pathway and stimulation method and (b) produced sound pressure level 

from the receiver as output volume. 



682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1권 제6호(2018. 6)

골 당 2회의 반복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Fig. 4에 고

막 및 정원창 자극에 대한 전체 측정 평균과 평균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the mean, SEM)를 에러

바로 표현하였으며, 이 때 94 ㏈의 음압을 고막으로 

인가한 경우에 대해 족판의 진동 속도는 MEIs의 전

달 특성을 표현하는 전달함수가 된다[15].

측정된 정방향 자극에 대한 등자뼈의 진동 속도의 

평균은 1 ㎑를 기준으로 ±20 ㏈/decade의 기울기를 

가지며, 기존의 연구결과(ASTM-F2504)와 잘 부합

한 특성을 보여준다[15]. 역방향 자극의 경우는 정방

향 자극과 대비하여 측정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18 ㏈의 특성을 보였고, 구간별로는 2 ㎑ 이하와 이

상에서 각각 평균 -20 ㏈와 -12 ㏈의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역방향 자극에서는 고막 대비 정원창

의 면적이 작아 높은 음향 임피던스를 가지기 때문으

로 Fig. 1의 모의실험 결과에서 보인 25 ㏈의 차이보

다 작은 차이를 보인 것은 실제로 정원창은 중앙이 

부푼 반구의 형을 띄고 있기 때문에 실면적의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고막과 정원창의 음향 임피던스가 

이론상으로 차이인 46 ㏈보다 훨씬 적은 값임을 알게 

되었다. 출력장치인 리시버와 음향 도파관의 부피를 

감안할 때 그 차이는 25 ㏈로 줄어들고 실험적으로 

밝힌 음향 임피던스의 차이는 -18 ㏈ 수준임을 보였

다. 이는 역방향 자극방식을 채택하는 정원창 음향 

자극 출력장치가 같은 에너지로 구동되는 기도형 보

청기보다 18 ㏈만 높은 출력을 가질 수 있다면 청각

재활기기로서 충분히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다

만, 본 실험에서 개인별 정원창의 해부학적 특성을 

배제하고자 일정 수준의 드릴링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순방향 자극에서 일정한 수준의 음압을 획득 

할 수 있었는데 반해 Fig. 5에서와 같이 기밀의 정도

에 따라 출력되는 음압의 편차가 매우 큼을 보았다.

기밀의 수준은 특히 저주파에서 큰 영향을 미치며 

공기를 매질로 하는 역방향 자극기를 설계함에 있어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식형 인공중이의 적용증을 넓히기 위해 정원창

을 자극하는 역방향 출력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역방향 자극은 숙련된 전문의

라 할지라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정원창 소와의 

해부학적 구조가 개인별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진동출력을 효과적으로 내이로 전달하기는 매우 어

렵다.

본 논문에서는 공기를 매질로 하여 내이로 에너지

를 전달하는 새로운 인공중이의 역방향 자극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는 진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존의 방

식이 갖는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으며, 자극점인 정

원창과 출력장치의 결합 방식에 따른 에너지 전달 

효율 간섭이 최소화된다. 사체 실험으로 순방향 및 

역방향의 전달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높은 

정원창의 음향 임피던스를 극복하고 내이로 에너지

를 전달 할 수 있음을 보였다. 기도형 보청기의 출력

장치인 리시버는 일정한 체적 속도를 생성하기 때문

Fig. 2. Experimental setup of forward and reverse stimulation with temporal b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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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원창 소와와 같은 제한된 부피에서 높은 출력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원창의 높은 음향 임피던

스를 극복하고 내이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다만, 정원창 소와와 음향 도파관의 기밀 수준에 따

른 리시버의 생성 음압이 크게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실용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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