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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of the important parts on multimedia era is acoustic ones. With increased demand of smallest multimedia products such 
as 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and mobile phon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coustic devices which have higher 
performance and smaller size. Acoustic parts with various function for hearing impaired persons. This paper introduces a bone 
conduction vibrator (BCV) for hearing impaired persons to use portable acoustic device without additional devices. For 
vibration analysis of the BCV, electromagnetic, mechanical and their coupling effects are considered for the analysis. This 
paper shows that the development of design and analysis technique by finite element method (FEM) of BCV. 

1. 서 론 

정보통신사회에서 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의 진보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초기의 유선 전화기를 시작으로 하
여 현재의 무선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치까지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기술 진보

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의사소통의 편리함을 위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는 노후화가 진행되면 여러 
감각기관들의 성능이 점점 저하하게 된다. 그 중
에서 의사소통에 치명적일 수 있는 수음기관의 능
력이 저하되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매
우 불편함이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난청자의 의
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청기 등의 장치가 
있지만 워낙 고가인데다 유지 및 보수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 그다지 널리 보급이 되지 않는 실정

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난청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간편하면서도 저가의 새로운 장치를 고
안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BCV (Bone Conductor 
Vibrator)이다. BCV 는 음성을 공기로 전달하는 기
존의 원리에서 벗어나 난청자의 뼈(bone)를 진동

시켜 소리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에 바탕

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BCV 는 그 출력이 아

직까진 만족할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기존 보청기 

보다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
재의 BCV 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전자기 시스템 측면과 기계 시스템 측면에서의 해
석을 동시에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 및 개
발 추진하였다. 해석을 위해 BCV 를 2 차원으로 
모델링하였으며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를 활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 은 BCV 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BCV 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Vibration plate, Voice coil 로 이루

어진 진동부와 두 번째는 Permanent magnet, Top 
Plate, Yoke 로 이루어진 고정부이다. 여기서 고정부 
쪽이 전자기 시스템 해석을 해야 하는 자기회로

(Magnetic circuit)이다.  
Vibration Plate

Suspension

Voice Coil

Top Plate YokePermanent MagnetFrame

Cover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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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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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BCV 

 
자기회로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자속(Flux)의 

공급을 위해 축방향으로 착자된 Permanent magnet
이 있으며 Voice coil 로 교차하는 자속의 양을 집
중시키기 위해 Top plate 가 존재하고 있다. Yoke 는 
이러한 자속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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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기회로를 폐루프(Closed loop)로 형성하기 위
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상기 구조는 폐루프로 형성된 자속이 
Voice coil 을 교차하도록 되어 있다. 

BCV 의 작동을 위해 Voice coil 에 전압을 인가

하면 이에 따라 전류가 흐르게 되고 발생된 전류

는 자속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축방향으로 힘을 
발생시키게 된다. 발생된 힘은 진동부의 운동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전압의 형태가 정현파, 
즉 교류형태로 인가되면 발생되는 힘은 주기적 특
성을 가지면서 상하로 일정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된 힘은 Suspension 의 강성(Stiffness)과 
맞물려 Vibration plate 의 진동을 유도할 것이다. 

앞선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BCV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전자기 시스템과 기계 시스템이 서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 시스템만 고려

하여 설계를 하면 보다 나은 특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 시스템과 기
계 시스템을 각각 해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계 
및 개발을 진행하였다. 

2. 전자기 시스템 해석 

전자기 해석은 앞서 설명한 고정부, 즉 자기회

로의 2 차원 모델링을 수행하고 유한요소법을 이
용하여 이를 수행하였다. 전자기 시스템의 지배방

정식(Governing Equation)은 Maxwell 방정식으로부

터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식 (1)과 같다. 
 

}A{×∇=}B{                          (1) 
 
여기서, {B}는 자속밀도(Flux density), {A}는 전자

기 벡터포텐셜(Magnetic vector potential)을 나타낸다. 
준정적 상태(Quasi-state)에서의 전자기장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J{=})A{×∇
μ
1

(×∇                     (2) 

 
여기서, {J}는 전류밀도(Current density), μ 는 투

자율(Permeability)을 나타낸다.  
Voice coil 에 흐르는 전류는 식 (3)에 나타나 있

는 전압방정식을 풀어서 구할 수 있다. 
 

zBl+
dt
dI

L+IR=V &                       (3) 

여기서, V, R, I, L 은 인가전압(AC 0.1V), Voice coil

의 저항(8Ω), 전류, 인덕턴스를 각각 나타내며 l 은 
Voice coil 의 길이, z& 은 이의 속도를 나타낸다. 
Voice coil 이 상하로 운동하게 되면 역기전력 zBl&
이 발생하게 된다. 상기의 식 (3)에서 역기전력과 
인덕턴스는 전자기장 해석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전자기장과 전류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가진력은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3) 

 

∫ B×Idl=Fcoil                            (4) 

 
그림 2 는 BCV 자기회로의 Flux line 을 도시하

고 있는데 자속이 폐루프를 형성하며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의 A 로 표기된 부분에 
Voice coil 이 놓이도록 설계를 하게 된다. A 부에 
놓인 Voice coil 에 자속이 교차하면서 가진력이 발
생하게 된다. 이 때 가진력의 크기는 식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류와 자속밀도의 크기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보다 고출력의 
BCV 를 위해선 가진력의 크기를 최대로 설계하여

야 한다. 
전류는 인가전압과 저항이 일정하므로 거의 고

정 변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진력의 최대화를 
위해선 자속밀도 값을 최대화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Top plate 의 두께나 Yoke 의 두께 및 형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았으나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Permanent magnet 의 두께였다. 

그림 3 은 Voice coil 에 교차하는 자속밀도 값을

영구자석의 두께에 따라 서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x 축은 Voice coil 의 하단부에서 상단

부까지의 위치를 나타낸다. 
 

AA

 
Fig.2 Flux ling of B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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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of flux density at voice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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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agnetic Force 

 
그림 4 는 Voice coil 에서 발생하는 가진력의 크

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Voice coil 이 초기 위치에서 
상하로 이동함에 따른 가진력의 크기를 보여준다. 
그림 3 과 4 에서 보듯이 Permanent magnet 의 두

께가 1.8mm 일 경우 가장 큰 자속밀도와 가진력

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Permanent magnet 의 
두께가 두껍다고 가장 큰 가진력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Top plate, Yoke 등과의 상호 작용에 
기인한다. 
전자기 시스템을 2 차원 모델링을 통해 유한요

소법으로 해석한 결과는 Permanent magnet 의 두께

가 1.8mm 일 경우 가장 큰 가진력을 얻을 수 있
다는 것이다. 

3. 기계 시스템 해석 

Voice coil 을 포함하는 BCV 의 기계 시스템의 
해석 또한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고
출력의 BCV 를 위해서 기계 시스템 설계 시 가장 

주된 목표로 하여야 할 변수는 바로 Vibration plate
의 변위와 가속도의 최대화가 될 것이다. 
그림 1 에 나타난 BCV 에서 Vibration plate 의 변

위와 속도는 식 (5)로부터 구할 수 있다. 
 

)}t(F{=}z]{K[+]z]{C[+}z]{M[ coil&&&        (5) 
 
여기서, [M]은 Vibration plate 의 질량, [C]는 시스

템의 감쇠, [K]는 Suspension 의 강성을 나타내며 
)t(Fcoil 는 시스템에 가해지는 가진력을 나타낸

다.(4),(5) 이 때 가진력 )t(Fcoil 는 앞선 2 장에서 전

자기 시스템 해석으로 구한 것이 되겠다. 
최대의 변위와 가속도를 설계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Vibration plate 와 Suspension 의 형상, 즉 식 (5)의 
[M]과 [K]의 설계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그림 5 에 나타난 것처럼 여러 가지 형상의 
Vibration plate 와 Suspension 의 조합을 고려하여 이 
때의 변위와 가속도를 각각 비교해 보았다.(6) 

 
Prototype Type1 Type2 Type3 Type4

Vibration

Plate

Suspension

Prototype Type1 Type2 Type3 Type4

Vibration

Plate

Suspension
 

 
Fig. 5 Shapes of vibration plate and suspension 

 
그림 6 은 Vibration plate 와 Suspension 형상의 조

합에 따른 Vibration plate 의 변위를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으며 그림 7 은 이의 가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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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splacement of vib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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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cceleration of vibrators 

 
여기서 한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Vibration plate 변위의 최대값이다. 전체적인 구조

를 설계함에 있어서 제품의 크기를 최소화 하는 
것이 제조원가 등의 측면에서 가장 이득일 것이다. 
그러나 BCV 의 경우 무턱대고 제품의 크기를 소
형화하게 되면 진동부과 고정부의 간섭, 즉 
Vibration plate 와 Top plate 간의 부딪힘이 발생하게 
된다. 간섭이 발생하게 되면 제품의 효율 저하 뿐
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소리가 발생할 것이고 제
품의 내구성 또한 현저히 저하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설계를 하기에 앞서 Vibration plate 의 가속

도의 최대화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변위의 분석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설계 
시 Vibration plate 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

한 진동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본 논
문에서는 Vibration plate 의 변위도 함께 해석을 수
행한 것이다. 
그림 6 과 7 의 결과를 보다 보기 좋게 설명하기 

위해 표 1 에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고출력의 
BCV 를 위한 Vibration plate 의 최대 가속도는 그 
값이 182.5dB ref. 10-6 으로써 Type3 이 가장 적합함

을 알 수 있으며 이 때의 최대 변위는 173.2dB ref. 
10-12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 설계 시 
진동공간은 1mm(180dB ref. 10-12)정도로 확보하기

로 하였다. 
 
Table. 1 Displacement and acceleration of devices 

181.5182.5180.3181.7178.9Acceleration Rms. 
[dB ref. 10-6m/s2]

168.8173.2163.9168.8169.1Displacement Max. 
[dB ref. 10-12m/s2]

Type4Type3Type2Type1Prototype

181.5182.5180.3181.7178.9Acceleration Rms. 
[dB ref. 10-6m/s2]

168.8173.2163.9168.8169.1Displacement Max. 
[dB ref. 10-12m/s2]

Type4Type3Type2Type1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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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cceleration of experimented 
and simulated vibrator 

 
그림 8 은 가진 주파수에 따른 Vibration plate

의 가속도 값을 해석치과 측정치를 서로 비교하

여 보여주고 있다. 가속도 측정은 진동판에 가속

도계를 직접 고정시킨 후 측정하였다. 비교 측정

치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기 시스템과 기계 시
스템을 각각 고려한 해석의 방법이 크게 어긋나

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
확한 BCV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후 신속한 설계를 통해 
BCV 의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이러한 BCV 는 난청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
와줄 것이며 또한 극심한 주변 소음 속에서도 정
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시끄러운 경기장이나 복잡한 시내 등에

서 전화를 받아도 명확하게 의사 전달이 될 것이

며 더 나아가 수중에서의 통신이나 전쟁터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기 전달 방식이 아니라 뼈의 진동 전달 방식이

기 때문이다. 
보다 합리적으로 BCV 를 설계하기 위한 방법으

로써 전자기 시스템과 기계 시스템의 두 부분을 
각각 고려하여 해석하고 설계한 것이 본 논문의 
주된 관점이다.  

전자기 시스템 해석에 있어서는 가진력의 최대

화를 주된 목표로 두고 자기회로 해석을 수행하였

다. 이 때의 설계 변수는 Top plate, Permanent 
magnet, Yoke 의 형상 및 두께였으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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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t magnet 의 두께가 가장 큰 영향, 즉 가장 
민감한 설계 변수였으며 그 결과는 두께 1.8mm 
일 경우에 가장 큰 가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기계적 시스템 관점에서는 최대의 Vibration plate
의 최대 가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를 위해 채택한 설계 변수는 Vibration plate 와 
Suspension 의 형상이었다. 다시 말해서 식 (5)에 
나타나 있는 진동 시스템의 질량 [M]과 강성[K]를 
주요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시 사용한 가
진력의 크기는 앞서 해석한 전자기 시스템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이의 최종 결과는 그림 5 의 
Type 3 일 때 가장 큰 가속도가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때의 최대 변위 또한 파악하여 제
품 설계 시 간섭을 피하기 위한 진동 공간을 확보

해 주었다. 
 

 

 
 

Fig. 9 Photograph of the BCV 
 
그림 9 는 본 논문의 주된 요지로 접근하여 해

석 및 설계를 수행한 후 제작한 BCV 의 부품이 
나열되어 있으며 최종 완성품 또한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9 에서 보여지는 BCV 의 전반적인 출력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음질 특성

은 아직 만족할 만한 단계는 아니며 차후 지속적

인 연구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그 방법으로

써 전자기 시스템과 기계 시스템의 연성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하여 음질에 영향을 주는 왜곡

(Distortion)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즉 왜곡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파악하여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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