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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cro speakers are used to reproduce sound in small electric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devices, such

as cellular phones, PMPs, and MP3 players. The acoustical properties and sound quality, which are changed due to the decreased

size of the speaker, are often adjusted varying the type and thickness of the diaphragm. The most widely used diaphragm

material is thin polymer. It was previously reported by the author of this paper that the resonance frequency of a micro speaker

is changed by the type and thickness of a polymer diaphragm. In this paper, the frequency response near the resonance

frequency of a micro speaker was studied as functions of the type and thickness of the polymer diaphragm. While Rmax and

RDC were affected by the type and thickness, an analysis of the electrical impedance curve revealed that Ro(= Rmax/RDC) and

∆f were not changed. Thus, QTS which was function of Ro, ∆f, and the resonance frequency, is only related to the resonance

frequency. The increase of the resonance frequency led to a proportional rise of QTS. The change of the frequency response

near the resonance frequency was not dependent on the type or thickness of the polymer diaphragm, but was affected by the

resonanc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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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소형전자정보통신기기(스

마트폰, MP3, PMP...)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소형제품

들은 음향재생장치에 대한 크기의 감소를 필연적으로 요

구하고 있다. 스피커의 크기가 감소할 경우에 공명진동

수가 높아지거나 출력이 감소하여 음질이 떨어질 수 있

다. 이처럼 스피커의 크기감소에 따른 음질의 열화를 억

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1-6) 

소형전자정보통신기기용 마이크로스피커의 진동판은 거

의 대부분이 폴리머 계통의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폴리머의 종류 또는 두께를 변화시켜가며 마이

크로스피커의 음향특성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진동

판의 종류 또는 두께가 달라졌을 경우에 재료의 영률과

밀도 또는 스티프니스(stiffness)의 차이에 의해 공명진동

수와 같은 음향특성이 변한다는 것은 이미 보고된 바 있

다.3-4) 이러한 공명진동수의 변화가 마이크로스피커의 음

질과 주파수특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마이크로스피커의 공명진동수가 음질 또는 주

파수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이론적 배경

스피커에 입력되는 전기임피던스(Zinput)는 아래의 식들

과 같이 쓸 수 있다. 

Zinput= Rinput + jXinput

 

(Xinput = XL− XC)

 

여기서 Rinput, Xinput, XL, XC 그리고 φ는 입력저항, 입

력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그리고 위

상을 각각 의미한다. 스피커의 기계적 공명진동수(fo)에

Zinput Rinput
2 XL XC–( )+=

φ  tan 1–
XL XC–

Rinp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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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유도성 리액턴스(XL)와 용량성 리액턴스(XC)의 크

기가 동일하여 입력리액턴스(Xinput)가 소멸된다. 따라서 보

이스 코일의 DC저항(RDC)과 운동임피던스(ZMOT)에서의

저항성분만이 남게 된다(Fig. 1). 주파수가 지속적으로 증

가함에 따라서 용량성 리액턴스는 감소하고, 보이스 코

일에서의 인덕턴스로 인한 유도성 리액턴스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공명주파수 근처에서는 주로 운동임피던스

의 저항성분이 그리고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보이스 코일

에 의한 인덕턴스가 중심이 된다(Fig. 1). 여기서, 보이

스 코일의 DC저항은 주파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

으로 모든 주파수에서의 전기임피던스에 기여하게 된다. 

공명주파수 부근에서의 주파수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Fig.

2와 같다. Q(= QTS)값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언더 댐핑

(under damping)이라고 부르고, 1보다 작으면 오버 댐핑

(over damping)이라고 한다. 

QTS값은 공명진동수 근처에서의 전기임피던스 특성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우선, Ro를 최대 임피던스

(Rmax)와 보이스 코일의 직류저항(RDC, 본 연구에서는 20~

30Hz에서의 임피던스 값으로 대치함)의 비율로 식(1)처럼

정의한다. 그리고 최대 임피던스(Rmax)로부터 3dB가 감소되

는 임피던스(R1 또는 R2) 값을 식(2)로부터 얻을 수 있다. 

(1)

(2)

따라서 식(2)로부터 구해진 임피던스(R1 또는 R2)값을 갖

는 두 개의 주파수를 공명주파수 전(f1)과 후(f2)에서 결정

할 수 있다. 이처럼 공명진동수(fo)와 이들 주파수(f1 &

f2) 그리고 Ro를 이용하여 기계적 Q(= QMS)값을 구하게

된다. 그리고 QMS값을 식(4)와 식(5)에 대입하여 전기적

Q(= QES)값과 전체 Q(= QTS)값을 각각 결정하게 된다.

 (3)

 (4)

(5)

 

만약 QTS값을 알게 되면, 공명진동수 부근에서의 주파

수특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스피커의 음질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Fig. 2). 

2.2 실험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지름이 16 mm이고, 두께가 3.6 mm

이며, 공칭 임피던스가 8Ω인 마이크로스피커를 사용하였

다. 이 때 진동판의 종류는 폴리머 중에서 PEI, PET와

PPS로 선정하였으며, 각 종류들의 두께를 16 µm, 19 µm,

25 µm, 30 µm 그리고 38 µm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실

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의 샘

플을 3개씩 제작하여 분석하였다. 

마이크로스피커를 무향실 안에 설치된 1,000cc의 정사

각형 배플박스 전면에 부착하였다. 그리고 주파수가 20Hz

부터 20kHz의 사인파를 신호발생기로부터 발생시켰다. 이

음향신호는 B&K 2716C의 파워앰프를 거치면서 0.1W

로 증폭된 후에 마이크로스피커 샘플들로 입력되었다. 그

때 마이크로스피커와 마이크로폰(1/2인치, B&K 4191) 사

이의 거리는 10 cm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마이크로폰으

로부터 나온 음향신호는 IEC 60268-5의 규격에 따라 오

디오 분석기(B&K 3560C)를 통해 분석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마이크로스피커의 진동판에 사용되는 재질 또는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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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lectrical Input Impedance as a function of frequency.

Fig. 2. The frequency response near fo as a function of Q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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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계적 공명진동수 사이에서의 관계는 이미 알려져 있

다.3-4) 이처럼 폴리머의 재질과 두께에 따른 주파수특성

을 Figs. 3~5에 나타내었다. 이들에서 보면, 주파수가 2

kHz 이상일 때의 주파수특성이 그 이하인 경우에 비하

여 작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폴리머의 종

류 및 두께의 변화가 2kHz 이상의 주파수특성에 큰 영

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kHz 이하에서

의 주파수특성은 이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

다. 이처럼 진동판의 종류 및 두께의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2kHz 이하에서의 주파수특성은 Fig. 2에 나타

난 공명주파수 근처에서의 QTS값에 따른 주파수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QTS값은 공명진동수 근처에서

의 주파수특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본 연구

에 사용된 모든 진동판의 종류에서 두께가 증가함에 따

라 공명진동수 근처에서의 언더 댐핑의 발생이 커져서

QTS값이 증가하는 것을 Figs. 3~5에서 볼 수 있다. 

진동판의 두께가 16 µm인 PEI로 제작된 마이크로스피

커를 사용하여 측정한 전기임피던스 특성을 Fig. 6에 나

타내었다. Fig. 6으로부터 결정된 Rmax와 RDC를 식(1)에

대입하여 Ro를 구한 후에 다시 식(2)을 활용하여 R1(= R2)

을 얻었다. 그리고 R1(= R2)값을 이용하여 Fig. 6에서 f1

와 f2를 결정하였다. 이 값들을 다시 식(3)에 대입하여 기

계적 QMS값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QMS값을 활용하

여 전기적 Q값인 QES값을 구한 후에, 식(5)를 이용해 전

체 Q값인 QTS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계산을 각

샘플별로 실시하여 모든 샘플들에 대한 QTS값을 얻었으

며, 그 값들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QTS값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Ro와 f1과 f2 사이의 대역

폭을 의미하는 ∆f를 Table 1에서 살펴보면, 각 진동판의

종류별로 두께에 따른 이들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PEI의 경우에 Ro는 1.76~1.87 Ω에

그리고 ∆f는 173Hz와 181Hz 사이에 놓여 있다. 따라서

Fig. 5. The frequency response of micro-speaker as a function of

the thickness of PPS diaphragm.

Fig. 6. The impedance curve for PEI(16 µm) diaphragm.

Fig. 3. The frequency response of micro-speaker as a function of

the thickness of PEI diaphragm.

Fig. 4. The frequency response of micro-speaker as a function of

the thickness of PET diaphra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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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진동판의 종류별로 두께에 따른 측정값들을 이용하여

Ro과 ∆f에 대한 평균, 분산 그리고 표준편차를 SPSS 12.0

을 이용해 통계적으로 살펴보았다(Table 2, 3).

PEI 진동판의 경우에 두께별로 측정된 Rmax와 RDC로

부터 얻은 Ro값들의 평균은 1.81로 나타났고, 이 측정

값들 사이의 분산과 표준편차는 0.0022와 0.047로 주어

졌다. 여기서 Ro의 평균값(= 1.81)에 대한 유의성을 평균

검증(t-test)을 통해 다시 확인하였는데, 이 때의 유의확

률(p)이 0.8724로 주어졌음을 Table 2에서 보여준다. 신

뢰도를 99%까지 높일 수 있도록 유의수준(α)을 0.01로

한 상태에서 유의확률(= 0.8724)이 유의수준(= 0.01)에 비

하여 높기 때문에 비유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Ro

의 평균값이 1.81이라는 것에 대한 정당함을 다시 확인

하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Ro값에 대한 분산과 표준편차

들이 매우 작은 것으로 보아서 측정된 Ro값들이 평균값

에 매우 가깝게 산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를 들면, 평균값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율이 2.6%에 불과

하다. 이는 평균값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Ro값이라

고 하여도, 평균값의 크기에 불과 2.6% 정도만 벗어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Ro의 평균값과 측정값들 사이에 존

Table 1. The measured values of parameters as functions of diaphragm kind and thickness. 

Material
Thickness 

(µm)
RMax (Ω) RDC (Ω) Ro (Ω) Rf1&f2 (Ω) f1 (Hz) f2 (Hz) ∆f (Hz) fo (Hz) QMS QES QTS

PEI

16 13.75 7.32 1.87 10.03 392 565 173 472 3.74 4.26 1.99

19 13.75 7.35 1.87 10.05 470 642 173 551 4.38 5.03 2.34

25 13.05 7.33 1.78 9.78 554 731 177 638 4.81 6.16 2.70

30 13.10 7.30 1.79 9.77 672 853 181 760 5.62 7.08 3.13

38 12.90 7.31 1.76 9.71 884 1,059 175 968 7.35 9.61 4.16

PET

16 13.05 7.37 1.77 9.81 400 584 184 486 3.51 4.56 1.98

19 13.20 7.42 1.77 9.90 520 698 178 605 4.53 5.81 2.55

25 13.15 7.37 1.78 9.84 683 862 179 769 5.73 7.31 3.22

38 12.25 7.38 1.65 9.51 1,054 1,248 194 1147 7.61 11.54 4.59

PPS

16 13.30 7.42 1.79 9.93 342 531 189 430 3.05 3.84 1.70

19 13.10 7.47 1.75 9.89 579 757 178 666 4.95 6.57 2.83

25 13.15 7.39 1.78 9.86 704 877 173 786 6.06 7.78 3.41

38 12.75 7.41 1.72 9.72 1,007 1,192 185 1097 7.79 10.79 4.52

Table 2. The statistical analysis for R0 and ∆f as functions of diaphragm kind and thickness.

Material Thickness

R0

Measured 

Value
Average Variance

Standard 

Deviation
t-Value

Significance 

Probability

Standard 

Deviation/

Average

PEI

16 1.87

1.81 0.0022 0.047 0.1711 0.8724 2.6%

19 1.87

25 1.78

30 1.79

38 1.76

PET

16 1.77

1.74 0.0029 0.054 0.0809 0.9401 3.1%
19 1.77

25 1.78

38 1.65

PPS

16 1.79

1.76 0.0008 0.028 0 1 3.2%
19 1.75

25 1.78

38 1.72

전체 1.78 0.0029 0.0054 −0.2952 0.7729 3.0%

(α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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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작은 차이는 마이크로스피커 샘플을 제작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또는 단순한 실험적 측정오차 정

도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폴리머의 재질이 동일

한 가운데 두께의 변화는 Rmax와 RDC값을 다소 바꿀 수

있어도, 그들의 비율로 주어지는 Ro값에는 아무런 영향

을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PET와

PPS의 재질에서도 PEI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Table 2의 재질에서 “전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폴리머 진동판의 종류와 두께에 관계없이 위와 동일한 해

석의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폴리머의 종류와 두께에 관

계없이 13개의 모든 샘플들에 대한 Ro값의 평균은 1.78

로 주어졌고, 이들 측정값 사이의 분산과 표준편차는

0.0029와 0.054로 얻어졌다. 그리고 Ro값들로부터 결정된

평균값에 대한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큰(p > α) 것으로

나타나 비유의적임을 평균검증(t-test)에서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폴리머의 종류와 두께에 관계없이 Ro의 평균값이

1.78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뒷

받침해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균에 대한 표준편

차의 비율이 불과 3%에 해당하고 있다. 이는 Ro의 평균

값으로부터 측정값 사이의 편차가 평균적으로 불과 3%정

도로써, 단순히 실험적 측정오차나 스피커 제작과정에서

의 미미한 차이로 여겨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

라서 Rmax와 RDC값의 비율로 주어지는 Ro는 PEI, PET,

PPS의 종류와 그들의 두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공명진동수에서 발생하는 최대임피던스(Rmax) 값에서

3dB가 감소된 임피던스(R1= R2)를 갖는 주파수(f1 & f2)

들 사이의 대역폭(∆f)을 진동판의 종류 및 두께에 따라

조사하였다(Table 3). 우선, PEI에서 두께에 따른 ∆f값들

의 평균, 분산 그리고 표준편차는 175.8Hz, 8.96 그리고

2.99로 주어졌다. 평균검증(t-test)에서 유의수준(α)을 0.01

로 한 가운데 평균에 대한 유의확률(p)이 1로 주어졌다

(Table 3). 이는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비

유의적임으로써, PEI의 두께를 변화시켜가며 측정한 ∆f

값들의 평균이 175.8Hz임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

리고 분산과 표준편차와 평균값 사이의 비율이 높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f의 평균에 대한 표

준편차의 비율이 단지 1.7%에 불과함이 Table 3에 나타

나 있다. 이는 ∆f의 평균과 각 측정값 사이의 차이가 거

의 없다는 것으로써, PEI의 두께가 달라진다고 하여도 ∆f

값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PEI에

서의 결과는 PET와 PPS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

에, 세 종류의 모든 재질에서 ∆f값은 두께에 영향을 받

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Table 3의 재질에서 “전체”라고 표시되어 있는 ∆f값을

보면, 평균이 179.92Hz로 주어져 있다. 이에 대한 신뢰

성을 평균검증(t-test)을 통해 다시 확인한 결과로써, 유의

확률이 유의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비유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편차가 불과 4.55로써 평균값에 비하여

매우 작은 값을 가진다. 이는 각 측정값들이 평균값에 매

우 집중적으로 모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 사이

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준편차는 평균값의 크기에 불과

Table 3. The statistical analysis for R0 and ∆f as functions of diaphragm kind and thickness.

Material Thickness

∆f

Measured 

Value

Measured 

Value
Average Variance

Standard 

Deviation
t-Value

Significance 

Probability

Standard 

Deviation/

Average

PEI

16 1.87 173

175.80 8.96 2.99 0 1 1.7%

19 1.87 173

25 1.78 177

30 1.79 181

38 1.76 175

PET

16 1.77 184

183.75 17.83 4.22 0 1 2.2%
19 1.77 178

25 1.78 179

38 1.65 194

PPS

16 1.79 189

181.25 38.47 6.20 0 1 3.4%
19 1.75 178

25 1.78 173

38 1.72 185

전체 179.92 20.77 4.55 0.0017 0.9987 2.5%

(α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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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도로써 Ro값의 경우보다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균값으로부터 각 측정값 사이의 오차는 Ro

에서와 같이 실험적 측정오차 또는 스피커 제조과정에서

의 오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f1과 f2 사이의

대역폭인 ∆f값은 PEI, PET, PPS의 종류와 두께에 관계

없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Ro와 ∆f는 진동판의 종류 또

는 두께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의 상수처럼 취급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기계적, 전기적 그리고 전체 Q값을

정의하는 식(3)~(5)에 적용하게 되면, 기계적 QMS은 기

계적 공명진동수(fo)에만 비례하게 된다. 그리고 전기적

QES와 QTS들은 QMS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공명진동수에

비례하게 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진동판의 재질과 두께에 따른 QMS,

QES와 QTS값들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각 진동판의 재

질별로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명진동수, QMS, QES와

QTS값들도 동시에 증가하였는데, 특히 Figs. 7~9에 나타

낸 공명진동수와 QTS 사이의 비례관계는 위에서 설명한

이론적으로 예상과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진동판의 재질별로 두께에 따라 실제로 측정된 공명진

동수(fo)들을 선형적으로 피팅(linear fitting)하였다. 뿐만 아

니라, 전기임피던스 곡선으로부터 얻어진 Rmax, RDC, f1, f2

그리고 fo로부터 결정된 QTS값을 공명진동수에서와 같이

선형적으로 피팅하였다. 이 공명진동수와 QTS을 피팅한 직

선들 사이의 관계를 얻기 위하여, 진동판의 두께가 16 µm

일 때의 값들로 각각을 정규화(normalization)시켰다. Figs.

7~9는 세 가지 종류의 진동판에 대한 피팅 직선들의 비

교를 나타낸 것이다. 

PEI와 PPS로 제작된 진동판의 경우에 공명진동수와

QTS의 피팅 직선들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PET의 경우에서도 진동판의 두께가 증

가하면서 이들 사이의 차이가 다소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를 않아서 이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실험적 측정오차나 스피커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하면 이들이 매우 유사하다고 해

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진동판에서 공명진동수와 QTS가 서로 거의 동일

한 거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결과를 얻

기 위해서는 Ro와 ∆f들이 진동판의 종류와 두께에 관계

없이 일정한 값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식(3~5)으로부터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동판의 종류와 두께에 관계

없이 Ro와 ∆f값이 일정하다는 것에 대해 이미 위에서 설

명한 바 있다. 따라서 폴리머 재질을 진동판으로 사용하

는 마이크로스피커의 경우에 Ro와 ∆f는 폴리머의 종류나

두께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QTS는 공명

진동수에만 선형적으로 정비례하게 된다. 

Fig. 9. The comparison between the normalized resonance frequency

and QTS curves for PPS diaphragm.

Fig. 7. The comparison between the normalized resonance frequency

and QTS curves for PEI diaphragm.

Fig. 8. The comparison between the normalized resonance frequency

and QTS curves for PET diaphra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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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마이크로스피커에서 진동판의 재질로 많이 사용되는 폴

리머의 종류와 두께를 변화시키게 되면 공명진동수를 포

함하여 주파수특성이 변하게 된다. 전기임피던스 특성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Rmax와 RDC의 값들은 진동판의 종류

및 두께에 의해 달라지지만, 이들 사이의 비율(Ro)이 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f도 그

들에 의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QTS로 지시되는 공명주파수 부근에서의 주파수특성

은 단지 공명진동수에만 관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

서 폴리머 진동판의 경우에 종류와 두께에 관계없이 일

정한 Ro과 ∆f값을 가지며, 공명진동수가 증가할 때에 QTS

도 동시에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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