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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new type of piezoelectric floating 

mass type transducer (PFMT) which has advantages 

of the piezoelectric transducers and the 

electromagnetic ones has been proposed and designed. 

To evaluate the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PFMT, the finite element analysis and the acoustic 

simulation of transducer have been performed. The 

designed PFMT was implemented by a precision 

manufacturing and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PFMT were measured. Through the measured results 

from various experiments, it is verified that the 

implemented PFMT can be used in implantable middle 

ear hearing devices.

I. 서론

난청자를 한 이식형 인공 이 (implantable middle 

ear hearing devices, IMEHD)와 요 구성품인 진동 

트랜스듀서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트랜

스듀서 방식에는 압  방식 (piezoelectric type)과 

로  매스 방식 (floating mass transducer, FMT)등이

있다[1]~[3]. 본 논문에서는 이 방식들의 장 을 동시

에 가지는 새로운 방식의 압  로  매스 트랜스듀

서 (piezoelectric floating mass transducer, PFMT) 를 

제안한다. 이소골에 매다는 형태인 로  매스 방식

을 용하 고, 은 구성 부품수, 외부 자장에 한 

응성,  력 작동 등 압 방식의 장 을 가진다.

제안한 트랜스듀서를 기계계로 모델링하여 유한요

소 해석으로 진동 발생  변 를 확인하 으며 기

계로 모델을 변환하여 신호 달 특성을 계산하 다. 

해석을 통해서 구성품의 무게, 탄성체의 강성계수 등 

설계에 필요한 상수들을 선정하고, 이 값을 기 으로 

트랜스듀서를 제작하 다. 제작된 PFMT는 무부하 진

동실험, 이 모형  사체를 이용한 진동실험을 통하

여 그 성능에 한 평가를 실시하 다.

Ⅱ. 트랜스듀서의 설계 방향

진동 트랜스듀서는 좁은 이강 내의 이소골에 설치되

어 신호를 달하므로 소형 경량화, 충분한 구동력, 청

각과 유사한 주 수 특성  고효율 등이 요구된다. 

매다는 시술을 용하기 해 FMT 구조로 구 한 형

태가 그림 1과 같으며 진동력을 증가시키기 해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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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압-변  변환상수를 가지는 층형 압 체

[4]를 이용하 다.

원 인가시 압 체가 좌우 동일한 길이만큼 팽창-

수축을 반복하므로 압 체의 한쪽을 열어 두면 축의 

이동으로 인한 변 가 발생되고 이스는 내부 압 체

의 진동방향과 반 방향으로 운동하게 된다.

그림 1.  제안된 PFMT 구조

Ⅲ. PFMT 모델링  해석

3 .1  PFMT 기계 계  모 델 링

PFMT의 진동 형태는 그림 2 (a)와 같으며 압 체 질

량 M1과 이스 질량 M2가 스 링과 기계  항으

로 연결된 형태의 2 자유도계의 등가 기계 모델은 그

림 2 (b)와 같다.

 

            (a)                         (b)

그림 2. (a) PFMT 진동 원리, (b) 기계계 등가 모델

그림 2 (b)에서 k는 탄성체의 강성  Cm은 감쇠

를 나타내며, 고정되지 않고 강체진동하는 진동체는 

반한정계에 해당되고 강제력에 의해 지속 으로 운동

하는 정상상태의 계로 해석할 수 있다. 외력을 받는 2 

자유도계의 운동 방정식은

M 1x 1̈+Cm( x 1̇- x 2̇) +k( x1+x 2)=F Psinωt     (1)

M 2x 2̈+Cm( x 2̇- x 1̇) +k( x2-x 1)=0    (2)

 와 같이 Newton 제 2법칙에 의해 표 된다[5].

식 (1), (2)의 해를 식 (3)과 같이 가정하고 지속

인 강제력을 받는 반한정계의 해석을 해 성감쇠 

Cm을 무시하면 식(1), (2)는 각각

      , i = 1, 2         (3)

 
   

 
   

   
   

(4)

  
 

   
   

   
 (5)

와 같이 단순화 된다. 여기서, M1은 압 체 질량, M2

는 압 체 외의 이스를 포함하는 질량, k는 탄성체

의 강성계수, X1과 X2는 각각 M1, M2의 진동 변

이며, Fp는 압 체에 압을 인가 시 M1의 진동으로 

발생되는 힘이다.

3 .2  PFMT 유 한 요 소 해 석 ( FEA)

제안된 트랜스듀서의 진동 발생  변 를 상하기 

해 압 체에서 발생되는 힘 F를 모델링에 용하여 

유한요소해석으로 X2를 시뮬 이션하 으며, 이를 

해 ANSYS 로그램을 사용하 다. 실린더는 내경/외

경/길이 각각 1.8/2.0/2.2 ㎜, 무게 4 ㎎이며, 탄성체를 

포함한 기타 무게는 6 ㎎ 이며 압 체는 가로/세로/길

이 각각 1/1/1.8 ㎜, 무게 10 ㎎이다. 탄성체는 실리콘

고무로서 가로 세로 각각 1 ㎜ 이고 두께는 100/150/ 

200 ㎛로 값을 달리하여 해석하 다. 유한요소해석을 

한 PFMT 모델의 형상은 그림 3 (a)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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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 FEA용 PFMT 모델링, (b) FEA 결과

유한요소해석 결과 M2의 변  X2의 변화는 그림 

3 (b)와 같으며, 압 체의 팽창-수축에 의한 힘이 M2
로 달되어 변 가 발생하 다. 탄성체의 두께 요소

를 변화시킴에 따라 공진주 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그래 의 공진특성은 성감쇠 Cm을 무시

하고 식(4), (5)와 같이 단순화시킴으로 발생되는 특성

이다.

3 .3  PFMT 등 가  기계  해 석

PFMT 의 신호 달 특성을 계산하기 해 기계로 

변환하여 하 다. 그림 2 기계계의 질량 M, 강성계수 

k,  감쇠계수 Cm에 상응하는 음향계의 인덕턴스 

LA, 커패시턴스 CA,  지스턴스 RA를 기계-기

계계-음향계 간의 응표[6]를 참고하여 각각 구한다. 

변환 단계  고려사항을 용한 음향계의 임피던스 

LA, CA,  RA는

  

  

       [H]      (6)

  
       [F]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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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Ω] (8)

와 같다. 여기서 A는 등골 부  (foot plate)의 면

이며 GmA는 이의 증폭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변환 과정을 거쳐 도출된 트랜스듀서의 등

가 음향 임피던스로 구성된 기계는 그림 4와 같다.

변환에 사용한 상수는 k = 24×105 [N/m], Cm = 21, 

A = 0.032 ㎠, GmA = 17, M1 = 10 mg,  M2 = 

10 mg 이다.

그림 4. 기계로 표 한 등가 음향 모델

PFMT의 등가 음향 모델을 청각 모델에 용하고 

신호 달 특성을 해석하기 해서 기존에 제안된 외이 

 이의 청각 모델을 활용하 으며 DFMT 를 포함

한 기존의 모델링과 비교하 다[7]~[9].

그림 5는 PFMT를 용한 청각 모델이며 제안한 

PFMT의 등가 음향 모델을 용하고 PSpice 9.2를 이

용하여 신호 달 특성을 계산하 다. 가변값은 음압 

100 dB SPL 에 해당되는 고정값을 사용하 다.

그림 5. PFMT를 용한 외이  이 청각 모델

입력되는 음압과 PFMT 구동력은 각각 동일한 

압이 동시에 인가된다고 가정하여 PSpice 9.2로 계산

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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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청각 모델, 원 제거 PFMT 삽입 모델, 원 

인가 PFMT 삽입 모델  원 인가 DFMT 삽입 

모델의 신호 달 특성

기존의 청각 모델은 1.3 kHz와 4 kHz에서 피크를 

가지는 형태로 각각 이와 내이의 특성을 나타내며 

청각 모델과 PFMT에 동일한 원을 인가한 경우는 1 

kHz 를 심으로 큰 변화가 발생하는데 주  역

에서는 두 신호의 합에 의해 달 특성이 좋으나 고주

 역에서는 간섭에 의하여 약간 하된다. 그러나 

실제 PFMT 에는 하된 청각능력을 보상해 주기 

해 약 30 dB 정도의 이득이 증가되므로 고주  역

에서의 특성 하는 크게 향을 주지 않는다.

Ⅳ. PFMT 설계  제작

제안한 트랜스듀서 시제품의 크기  무게는 유한요소

해석에 용된 동일한 치수로 제작하 으며 구성품  

외형은 그림 7과 같다. 제작한 PFMT는 외경/내경/길

이 2.0/1.8/2.2 ㎜, 무게 4 ㎎이며, 압 체는 가로/세로/

길이 1/1/1.8 ㎜, 무게 10 ㎎, 탄성체는 탄성계수가 

7×105 N/m2, 가로/세로/두께 1/1/0.1 ㎜, 체 무게는 

20 ㎎이다.

  

                (a)                      (b)

그림 7. 제작된 PFMT, (a) 내부 구조, (b) 외형도

Ⅴ. 실험  결과

제작된 PFMT를 매달아 항을 최소화하고 무부

하 시의 진동을 측정하 다. 실험은 그림 9와 유사하

게 진동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 고 입력 압은 10 V

의 첨두치를 가지는 정 를 인가하 다. 함수발생기

로 PFMT에 정  신호를 1 ㎑ ~ 15 ㎑ 범 에서 

500 ㎐ 단 로 인가하며 측정하 으며 결과는 그림 8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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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트랜스듀서 측정  유한요소해석 결과 비교

측정된 주 수 특성이 탄성체 두께 100 ㎛를 용

한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유사한 형태의 진동변 가 발

생되었다. 그래 에서 보면 1.5 ㎑ ~ 3.5 ㎑ 사이의 주

수에서는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실험치가 매우 근

함을 보 다. 10 ㎑ 부근에서 상되었던 피크는 없는

데 이는 유한요소해석시 고려되지 않았던 PFMT의 주

변 공기에 의한 성감쇠  탄성체의 이력감쇠 등이 

요인인 것으로 단된다.

제작된 PFMT를 이 모형과 사체 샘 의 이소골 

심에 각각 설치하고 등골 종단 (stapes footplate)에 

반사 을 부착한 후 등골 종단의 진동변 를 측정하

으며 진동 측정 시스템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트랜스듀서 진동  음압 측정 구성도

입력 압은 10 V의 첨두치를 가지는 정 를 인가

하 고 측정된 등골 종단의 진동 변 와 음압의 세기

는 그림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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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등골의 진동 변   고막으로부터 발생되는 

음압 (a) 이 모형 실험, (b) 사체 샘  실험

 실험 결과 이모형에서는 최  50 ㎚ 정도, 사체

샘 에서는 최  40 ㎚ 정도의 진동 이 발생되었다. 

주 수 특성은 청각 모델이 1 kHz와 4 kHz에서 피크

를 가지는 형태와 거의 유사하게 이모형에서는 1 

kHz와 5 kHz 부근, 사체 샘 에서는 1 kHz와 4.5 

kHz에서 피크 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로서 

기계 모델링에 한 해석이 타당함을 입증하 고 

PFMT의 신호 달 특성을 확인하 다.

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공 이용 진동 트랜스듀서로서 압  

로  매스 트랜스듀서 (PFMT)를 제안하 다.

제안한 트랜스듀서의 기계계 모델링, 유한요소해석 

 기계 모델링  해석을 통해 동작 특성을 확인 

하고 설계 제원을 구하 다. 이 값을 기 으로 트랜스

듀서를 제작하 고 진동 변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부하 진동실험, 이 모형  사체샘  실험으로 진

동변 를 측정하 다.

실험 결과 제작된 트랜스듀서의 기계 해석과 유

사한 형태의 진동 변 가 이 모형과 사체 실험에서 

발생하 다. 이러한 모델링과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압 형 트랜스듀서가 이식형 인공 이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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