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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st recent trend on digital hearing aid is to increase 
the ratio of signal to noise by directivity or to develop noise 
reduction algorithm inside DSP IC chip. This paper designed, 
fabricated and tested a digital hearing aid directivity testing 
device in which a micro-mouse-like the stepping motor with a 
speaker rotates around an examinant. Both ears of the 
examinant were fixed with ITE hearing aids in order to 
response to receiving sound. The diameter of the directivity 
testing device was 2 [m] and the micro-mouse was precisely 
controlled by PICBASIC micro processor. 

 

I. 서론 

 
보청기는 마이크로폰으로 입력되는 음압을 

증폭하여, 리시버에 의해 고막으로 증폭된 음압을 

전달하는 전기 음향 기기이다[1]. 현재 추세에 따르면 

보청기는 기존의 아날로그 보청기로부터 디지털 

보청기로 그 사용 추세가 바뀌어 가고 있다. 디지털 

방식의 증폭기는 회로 성능을 임의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청력 상태가 제각기 다른 청각 

장애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보청기를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보청기에는 다수의 파라미터들을 

조절하여 압축률 조절, 피드백(하울링) 소거나, 시간 

지연 효과 및 주파수별 증폭률 조절 등 다양한 디지털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보청기 전용 

DSP 칩을 사용하고 있다. 

두 개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증폭하되 두 신호 간의 시간(위상) 지연 효과를 

추가하게 되면 지향성 보청기가 된다[2]. 지향성 

보청기는 신호 대 잡음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사람의 양쪽 귀에 두 개의 마이크로폰을 내장한 

귓속형 디지털 보청기를 각각 착용한 상태에서 

보청기의 주 지향성을 임의로 조정 가능하도록 하려면 

디지털 증폭기의 내부 시간 지연 파라미터를 조절해야 

하는 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문제점을 가진다. 한쪽 

귀에만 두 개 마이크로폰을 내장한 귓속형 디지털 

보청기를 착용하면 디지털 증폭기의 내부 시간 지연 

파라미터을 조절하여 지향성을 임의로 바꿀 수 있으나 

머리의 음향 간섭에 의한 음향 그림자 효과로 지향성 

정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한쪽 귀가 아닌 양쪽 귀에 

두 개 마이크로폰을 내장한 귓속형 디지털 보청기를 

각각 착용하여 지향성을 높이려고 한다. 하지만 양쪽 

귀에 두 개의 마이크로폰을 내장한 귓속형 디지털 

보청기를 각각 착용한 상태에서 보청기의 주 지향성을 

임의로 조정 가능하도록 하려면 두 개의 디지털 

보청기의 내부 시간 지연 파라미터들을 모두 조절해야 

한다. 그런데 양쪽 귀에 각각 착용한 디지털 보청기 

사이에는 시간 지연에 관한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양쪽 귀에는 각각 독립된 디지털 보청기가 

착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된 두 개의 디지털 

보청기를 양쪽 귀에 착용한 상태에서의 지향성 인지는 

청각 기관과 대뇌에서의 인지를 모두 포함하여 시간 

지연 파라미터를 조절해야 한다. 

 

본 논문은 2005 년도 산업자원부 표준화 기술 

개발사업 (디지털 보청기에 대한 표준화 연구: 

과제번호 10016821) 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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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양쪽 귀 고막 이상의 청각 기관과 청각 

신경의 전달 과정 그리고 대뇌에서의 청각 인지도를 

포함하는 전자회로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양쪽 귀에 두 개의 

마이크로폰을 내장한 귓속형 디지털 보청기를 각각 

착용하도록 한 뒤, 지향성 실험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알려진 전기음향 기술만으로 사람의 

청각 생리학적 지향성 인지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 방법을 제시한다. 

 
II. 본론 

 

2.1 기존의 실험 방법 
그림 1-(a)는 양쪽 귀에 두 개의 마이크로폰을 

장착한 귓속형 디지털 보청기를 각각 착용한 실제 

수검자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귓속형 보청기 지향성 

실험 방법이다. 실험에서는 함수발생기와 스피커를 

연결하여 음원을 발생시킨다. PC 의 1 번 시리얼 포트를 

통해 함수 발생기를 제어하여, 입력된 주파수와 진폭에 

따라 정현파 신호를 발생시켜 스피커에 전달한다. 

음원인 스피커의 위치는 스테핑 모터로 가동되는 

구동체를 원형 레일을 따라 수검자를 중심으로 회전 

시킨다. 이 구동체는 PC 의 3 번 시리얼 포트를 통해 

제어된다. 

(a) (b) 

그림 1 (a) 실제 수검자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귓속형 

보청기 지향성 실험 방법 

(b) KEMAR 마네킹으로 실험하는 귓속형 

보청기 지향성 실험 방법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양이(Bicros hearing aid) 

보청기의 지향성 검사를 장시간 동안 수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림 1-(b)와 같이 마네킹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사람이 직접 느끼는 청각 생리학적 

지향성 인지도와 연관시킬 수 없어, 오른쪽 귀와 왼쪽 

귀의 지향성을 각각 별도로 시험 검사해 왔다.[4] 

그림 1-(b)는 내부가 비어있는 마네킹의 양이에 두 

개의 마이크로폰을 장착한 귓속형 디지털 보청기를 

각각 착용 시킨 후, 실험하는 귓속형 보청기 지향성 

실험 방법이다. 오른쪽 귀와 왼쪽 귀로 듣는 소리가 

청각 기관을 지나면서 청신경 유발 전위로 변환되는 

과정과 대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호 결합되는 

복잡하고도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청각 인지 

생리를 전기전자회로로 재현시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 귀와 왼쪽 귀에 대한 지향성 검사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 되어 왔다[3]. 

 

2.2 새로운 실험 방법 

본 논문에서는 2.1 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 

때문에, 기존의 마네킹을 이용하여 양쪽 귀 각각에서 

방향성을 측정하는 방법과 사람에게 인지되는 청각 

인지도를 사람이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결합하여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 외부에서 인지 하도록 하는 새로운 귓속형 

보청기 지향성 실험 사진 

 

그림 2 는 내부가 비어있는 마네킹의 양이에 두 

개의 마이크로폰을 장착한 귓속형 디지털 보청기를 

각각 착용 시킨 후, 외부에서 인지하도록하는 귓속형 

보청기 지향성 실험 사진이다. 그림 1-(a),(b)와 같은 

기존의 방법과 다른 점은 수검자의 청각 인지도로 

지향성을 평가하기 위해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입력된 

전체 4 개 채널의 신호 처리 결과를 수검자가 실험장 

밖에서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 

소리의 유무를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림 3 은 그림 2 를 도식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PC 의 1 번 시리얼 포트를 통해 함수 발생기를 제어하여, 

입력된 주파수와 진폭에 따라 정현파 신호를 발생시켜 

스피커에 전달한다. 음원인 스피커의 위치는 스테핑 

모터로 가동되는 구동체를 원형 레일을 따라 수검자를 

중심으로 회전 시킨다. 이 구동체는 PC 의 3 번 시리얼 

포트를 통해 제어된다. 

 
그림 3 외부에서 인지하도록하는 새로운 귓속형 

보청기 지향성 실험 방법 도식 

 

그림 4 의 회로에서는, 마네킹 내부로 삽입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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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에 연결되어 있는 양이 보청기의 두 개 

마이크로폰의 출력 신호 증폭 및 잡음 소거 등의 신호 

처리 과정을 거치고, 2 번 마이크로폰으로 수신된 

신호에 시간 지연을 발생시켜, 여기서 출력되는 신호와 

1 번 마이크로폰에서 수신된 신호를 합하게 된다. 그림 

6 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디지털 보청기의 리시버로 

전달 되어 소리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PC 의 2 번 

시리얼 포트에 연결된 디지털 오실로 스코프를 통해서 

PC 로 전송된다. 즉, 그림 4 의 회로는 두 개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출력된 음성 신호를 증폭하고 두 

마이크로폰에서 수신된 신호 간의 시간 지연을 

인가하여, 최종적으로  두 마이크로폰 신호를 합하여 

출력시킨다. 양쪽 귀에 각각 두 개의 마이크로폰을 

장착하게 되므로, PC 에는 총 4 채널의 신호가 전송된다. 

 
그림 4 마이크로폰 신호를 합계하여 파우어 증폭기로 

출력시키는 전자회로도 

 

본 논문에서 제시한 수검자의 청각 인지도를 

고려한 양이 귓속형 디지털 보청기의 지향성 조절을 

위한 새로운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음원의 회전 이동 

지향성 측정 실험을 위해서는 음원이 360 도로 

회전하며, 정현파 신호음에 대한 음압 감지 반응을 

측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피커를 고정시키고 

수검자가 앉는 의자를 회전시키거나, 수검자를 

고정시키고 스피커를 회전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택하였다. 따라서, 그림 5 에서 

보여주듯이 원형 도관을 따라 스테핑 모터를 사용하여 

이동 가능한 구동체가, 적외선 센서에 의해 일정한 

각도로 회전 운행하는 회전 시스템을 고안하고 설계 및 

제작하였다. 

(2) 음원 회전을 위한 구동체 

원형 레일을 따라 일정한 회전 각도만큼씩 

운행하는 구동체는 스테핑 모터와 모터에 연결된 

바퀴에 의해 구동되며, 모터 제어장치를 자체 설계, 

제작하였다. 원형 레일 바닥에 5 도 간격으로 빛의 

반사를 위한 흰색 라인을 만들고, 구동체가 적외선 

센서로 감지하여 일정한 거리만큼 움직이도록 

제어하였다. 그림 5 는 원형 레일의 전체적인 모습과 

구성을 보여준다. 이 원형레일은 반지름이 1m 의 

원으로 구성되어있다. 

(3) KEMAR 설치 

원형 도관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심점을 지정하고 

그 위에 마네킹 인형을 세우도록 하였다. 마네킹은 

사람의 두상과 흉상을 모델화한 미국 Knowles 社의 

KEMAR 모델을 사용하였다. KEMAR 모델의 사이즈는 그림 

6-(b)와 같이 국제 표준으로 규격되었다. 귓바퀴 

모델은 아시아인 표준 규격을 사용하였으며, KEMAR 의 

귀의 형태에 맞춰서 외이도로 삽입될 귓속형 디지털 

보청기를 그림 7-(a)와 같이 제작하였다. 

 
그림 5 원형 레일 및 구동체 

 

 (a) 

 (b) 

그림 6 Knowles 社의 KEMAR 모델 

(a) KEMAR 의 실제 외관 

(b) KEMAR 의 실측 치수[5] 

 

(4) KEMAR 용 디지털 보청기 제작 

마네킹 인형의 귓구멍으로 삽입될 귓속형 디지털 

보청기의 내부 디지털 증폭기 전원 공급과 접지 그리고 

두 개 마이크로폰(M1, M2)의 신호를 출력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기회선을 보청기 안팎으로 각각 배선하고, 

외부 회로에 의해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신호를 

리시버로 전달하기 위한 회선을 추가한다. 여기에 

접지선을 포함하여 총 5 개의 회선을 사용하게 된다. 

그림 7-(a)는 KEMAR 에 장착되는 양쪽 귀의 모델과 

실험에 사용되는 디지털 보청기를 보여준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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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실험에 사용되는 디지털 보청기의 전기 회선의 

연결도를 나타낸다. 마네킹 인형의 귓구멍으로 삽입된 

귓속형 디지털 보청기에서 내부 전기선은 마네킹 인형 

내부로 삽입되었다. 

  
(a)                      (b) 

그림 7 (a) KEMAR 의 귀 모델및 귓구멍으로 삽입될 

귓속형 디지털 보청기 외형 

(b) KEMAR 의 한쪽 귀에 대한 디지털 보청기 

및 연결 회로에 대한 개요도 

 

(5) KEMAR 용 디지털 보청기 설치 

원형 레일의 중심부에 설치된 KEMAR 의 양쪽 귀에, 

그림 8-(a)와 같이 두 개의 마이크로폰이 장착된 

귓속형 디지털 보청기를 각각 착용 시켰다. 

(6) 데이터 수집 

PC 의 1 번 시리얼 포트를 통해 함수 발생기를 

제어하여, 입력된 주파수와 진폭에 따라 정현파 신호를 

발생시켜 스피커에 전달한다. 음원인 스피커의 위치는 

스테핑 모터로 가동되는 구동체를 원형 레일을 따라 

수검자를 중심으로 회전 시킨다. 이 구동체는 PC 의 

3 번 시리얼 포트를 통해 제어된다. 

그림 7-(b)의 회로에서는, 마네킹 내부로 삽입된 

내부 회선에 연결되어 있는 양이 보청기의 두 개 

마이크로폰의 출력으로부터, 2 번 마이크로폰으로 

수신된 신호에 시간 지연을 발생시켜, 여기서 출력되는 

신호와 1 번 마이크로폰에서 수신된 신호를 합하게 

된다. 이 신호는 PC 의 2 번 시리얼 포트에 연결된 

디지털 오실로 스코프를 통해서 PC 로 전송된다. 

  
(a)                       (b) 

그림 8 디지털 보청기가 설치된 KEMAR 

(a) KEMAR 의 머리부분 (b) KEMAR 와 원형레일 

 

(7) 실험 시작 및 측정 

PC 는 2 번 시리얼 포트로 부터 양쪽 귀 각각 두 

개의 마이크로폰에서 수집된 총 4 채널의 신호를 

수집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검자의 실제 청각 

인지도로 지향성을 측정, 평가하기 위해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입력된 4 채널의 신호 처리 결과를 

수검자가 실험장 밖에서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 소리의 유무를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수검자는 원형 도관 밖에 위치하여 앉아 있지만 

헤드폰을 통해 마치 원형 도관 가운데 앉아 있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수검자는 헤드폰으로 들리는 각각의 주파수에 대해 

소리 세기의 강약에 따라 주관적 판단 정보를 

검사자에게 알려주고 검사자를 이를 자료로 지향성 

패턴을 측정한다. 

 

III.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한쪽 귀에만 두 개 마이크로폰이 장착된 

귓속형 디지털 보청기를 착용하고 실험하던 종래의 

지향성 실험 검사 방법과 달리, 수검자의 청각 

인지도를 고려하여 양이에 두 개 마이크로폰이 장착된 

귓속형 디지털 보청기를 각각 착용한 상태에서 지향성 

조절 실험 검사 방법을 처음으로 고안, 설계, 제작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법과 달리 양쪽 귀에 

두 개 마이크로폰이 장착된 귓속형 디지털 보청기를 

각각 착용한 상태에서 지향성 측정에 수검자의 청각 

기관과 대뇌에서의 청각 인지도까지 모두 고려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결국 이러한 실험 방법으로 양이 

방향성 보청기를 실험하여 양이를 통한 청각 생리에 

대한 원리를 연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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