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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icro electromagnetic actuator with high vibration efficiency is proposed for use in an implantable hearing device. The actuator,

which can be implanted in the middle ear, consists of membranes based on the stainless steel 304 (SUS-304), and other components.

In conventional actuators, in which a thick membrane and a silicone elastomer are used, the size reduction was difficult. In order to min-

iaturize the size of the actuator,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size of the actuation potion that generates the driving force, resulting in

reduction of the electromagnetic force. In this paper, the electromagnetic actuator is further miniaturized by the metal membrane and

the vibration amplitude is also optimized. The actuator designed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was fabricated by using micro-elec-

tro-mechanical systems (MEMS) technology. In particular, a 20 µm thick metal membrane was fabricated using the erosion process,

which reduced the length of the actuator by more than 400 µm. In the experiments, the vibration displacement characteristics of the opti-

mized actuator were above 400 nm within the range of 0.1 to 1 kHz when a current of 1 mA
rms

 was applied to the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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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삶에 질적인 향상이 이

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공해 등으로 인

해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많은 청각 장애자들이 발생하고 있

으며, 그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난청자를 위한

청각 보조용 장치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

다[1-4].

청각 보조용 장치는 소리 전달 방식, 난청의 종류 및 청각 역

치에 따라 공기 전도형 보청기, 골 전도형 보청기, 인공와우 및

이식형 인공중이 등으로 구분된다. 각 기종에 따라 다양한 성능

개선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

부분이 정상 사람의 청각 특성과 유사한 소리를 재현해 주기 위

한 최적화 설계 및 청각 장치의 장착·이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5-9]. 본문은 많은 청각 장치들 중에서도 이식형 청

각 장치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 연구 주제들과는 달리 생체 공

간 내에 이식되어야 하는 청각 장치의 제한적 조건을 기준으로

소형화하고 최적화한 결과를 다루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외부

의 소리신호를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엑츄에이터의 진동 변위 특

성을 극대화하고 협소한 중이 공간 내에 이식이 될 수 있도록

마이크로머시닝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 및 구현하는 방법에 대

해 기술하려고 한다. 

구현할 엑츄에이터는 진동변위 특성을 컨트롤하기 위한 진동

박막, 링, 코일, 자석 및 티타늄 커버로 이루어진다. 특히 진동

박막을 구성하고 있는 빔의 길이, 너비 및 두께는 진동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파라미터로 정밀한 제조공정이 이루어져

야 함으로 반도체 단위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하여 왔다.

하지만 기존의 공정은 실리콘 웨이퍼의 두께로 인해 엑츄에이

터의 길이 방향으로 소형화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길이 방향으로 소형화하기 위해서 구동부인 자석과

코일의 길이를 줄였고, 이것에 의해 엑츄에이터의 구동력이 감

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는 엑츄에이터의 소형화를 위해 기존과는 다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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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제조 공정과 구동력에 대한 최적화를 통해 제한된 사이즈 내

에서 최대 진동 변위 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에 대해서 제

안한다. Fig. 1은 엑츄에이터의 구성요소를 보여주며, 보는 바와

같이 자석 2개, 코일, 금속 링 4개, 커버 2개 및 진동 박막 2개

로 구성된다.

2. 소형화 및 최적화 설계 

2.1 엑츄에이터 사이즈 분석

아래 Fig. 2는 사체의 중이 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엑츄에

이터는 Incus와 Stapes가 연결되는 부분에 위치시키고 클램프를

이용하여 고정·부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중이 내에 부착될 전자기 엑츄에이터는 구동 시 영향을 최소

화하고 시술의 편의성을 위해서 최대 직경 2.0 mm, 길이 2.2

mm 보다 작은 사이즈로 구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제작 및 엑츄에이터 조립 시 오차 및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하여 제작 가능한 최소 사이즈인 직경 1.8 mm

및 길이 2.0 mm를 제안한다.

2.2 전자기력 해석

사람의 중이 내 이소골은 Malleus, Incus 및 Stapes로 이루어

지며,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음압 신호를 증폭하는 기능을 한

다. 또한, 외부 음압의 크기에 따라 자동 이득조절을 수행하는

인대가 있어 소리에 대한 감쇠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외부

에서 100 dB SPL의 음압이 인가되고 감쇠 성분을 무시한다면

14.17×10-5 N의 힘이 발생되며, 실제적으로 엑츄에이터의 구동

력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전자기 엑츄에이터의 구동력 원리는 Lorentz’s Law에 의해서

식 (1)과 같이 정의되며 전자기력 해석 및 유한요소 모델을 설

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N] 1)

엑츄에이터는 두 영구자석의 중앙부에서 발생한 자기장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교차할 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

자석과 코일에는 힘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힘은 자석의 축 방

향으로 받으며 전류의 방향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 자석과 코

일의 사이즈에 의해서 힘의 크기는 달라진다. 식 (1)에서 영구

자석의 자속밀도 벡터 량이 Bm이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밀도

는 Jc이며, NT는 전자기부의 기하 형태에 대한 벡터 함수이다.

이때 F는 발생되는 힘의 벡터 량으로, ANSYS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중요 파라미터인 N
T를 가변하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Table 1은 전자기력 해석을 위한 코일, 자석에 대한 물성 값

을 나타낸 것이고, 공기에 대한 물성치인 고유 저항 1 Ωm, 비

자성 투자율 1×103 A/m를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코일에 1 mArms 정현파 전류가 인가될 때, 자석의 길이는 엑

츄에이터의 최대 사이즈를 고려하여 1.3 mm로 고정하고, 코일

의 길이와 자석의 반경, 코일의 두께를 변화해 가면서 전자기력

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Fig. 3은 엑츄에이터의 전자기력을 구하기 위한 유한요소 모

델링과 발생되는 자기장의 분포를 보여준다. 이때 구동부의 자

석과 코일의 형상은 그림에서 표기된 것처럼 대칭축을 기준으

로 회전대칭을 이루고 있으므로 간단한 2차원 형상으로 설계하

여 해석이 가능하다.

Fig. 4는 전자기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Fig. 4(a)는 자

석의 길이를 1.3 mm로 고정하고 자석의 반경과 코일의 두께

F N
T

vol Bm Jc×( ) vol( )d∫=

Fig. 1. Components of electromagnetic actuator using metal mem-

brane.

Fig. 2. Size for attaching the actuator in the middle ear.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FEA analysis for electromagnetic

force.

Properties
Coil

(Copper)

Magnet

(Nd-Fe-B)

Resistivity[Ωm] 1.7×10-8 ·

Coercivity[A/m] · 955×10
3

Relative Permeability 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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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각 0.5 mm및 0.25 mm로 둔 상태에서 코일의 길이를 가

변하면서 전자기력에 대한 분포를 계산한 결과이다. 시뮬레이

션 결과로 코일의 길이가 0.9 mm일 때 최대 값을 가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 4(b)는 앞서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확

보된 코일의 길이를 0.9 mm고정한 다음, 엑츄에이터 반경인

0.9 mm 내에서 자석의 반경과 코일의 두께를 상호 가변하면

서 계산을 수행하였다. 결과를 통해서 자석과 코일 사이 동일

한 공극 내에서 자석의 반경이 0.48 mm 이고, 코일의 두께가

0.27 mm일 때 최대 전자기력인 14.17×10-5 N 을 가짐을 확인

하였다.

3. 엑츄에이터의 구현

3.1 진동 박막 제작

엑츄에이터의 진동 변위 크기 및 특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진동 박막의 경우, 균일한 특성과 대량으로 제작하기 위해

서 마이크로머시닝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Fig. 5는 SUS-

304 금속판에 화학적 침식을 가하여 박막을 제작하는 공정으

로, 기존의 Photolithography공정과 유사하고 작업이 간단하며

공정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20 µm 두께의 SUS-304 금속판 양면에 감광성 건조 필름을

도포한 후 패턴이 형성된 마스크를 덮은 후 UV beam을 조사

한다. 이 후에는 필름 현상 용액을 사용하여 필름에 패턴을 형

성하고, 43% 염화제이철(FeCl3) 용액에 넣어 금속 박막을 침식

한다. 침식 공정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진동 박막에 남은 필

름을 제거하면 완료된다. 

Fig. 6은 그 공정에 의해서 제작된 진동 박막의 4가지 모델에

대한 사진이다.

Fig. 3. Two-dimensional Model for electromagnetic analysis using

FEA program.

Fig. 4. Analysis results of electromagnetic force according to (a) var-

ious coil lengths, (b) magnet radius. Fig. 5. Fabrication process of vibration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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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코일부의 구현

직경 25 µm의 자기융착성 코일선(Self-bonding copper wire)

를 220회 감아 실린더 형태로 저항 값이 약 48 Ω을 가지도록

코일부를 구현하였다. 실험실용으로 제작한 코일 권선기를 이

용하여 자동제어 및 고속 제작, 균일한 특성을 갖는 코일부 제

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 7은 코일 권선기를 사용하여 제

작한 코일부의 사진으로 외경 1.8 mm, 내경 1.26 mm 및 길

이 0.9 mm의 사이즈를 가지도록 정밀하게 제작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3 금속 링 및 커버 제작

링과 커버는 비자성재료인 SUS-304를 사용하여 진동 박막을

만드는 공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을 하였다. 금속 링은 외경

1.8 mm, 내경 1.4 mm 및 두께 200 µm가 되도록 제작하였고, 금

속 커버의 경우는 외경 1.8 mm 및 두께 100 µm가 되도록 제작

하였다. Fig. 8은 금속 링과 금속 커버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

엑츄에이터를 조립한 사진이다. 

3.4 엑츄에이터 조립 및 구현

정밀한 조립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3축 방향으로 최소 1

µm까지 제어 가능한 장치를 사용하여, 진동 박막, 코일, 자석,

금속 링 및 커버를 조립하였다. Fig. 9는 실제로 조립 공정에 사

용한 장비 사진이며, 작업대에는 X-Y 2축 방향으로 카메라가

장착된 Jig를 설치하여 공정의 정확성을 높였다.

4. 실험 및 고찰

4.1 실험 방법

Fig. 6. Photography of fabricated SUS-304 membranes by erosion

process.

Fig. 7. Photography of fabricated coil part.

Fig. 8. Photography of fabricated metal ring and metal cover.

Fig. 9. Equipment for assembly process of actuator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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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엑츄에이터는 정현파 전류를 인가한 후 주파수를 변

화하면서 무구속 상태에서 진동 변위 측정 실험을 하였다. Fig.

10은 진동 변위 측정실험을 위해 구성한 실험 장치로, 함수발

생기(HP, 3310B)로부터 0.1~10 kHz의 가청주파수 영역 내의

1 mArms 정현파 전류 신호를 엑츄에이터에 인가하고 레이저

도플러 진동 측정기(Polytec, OFV 2200)와 디지털 오실로스

코프(Tektronix, TDS 380)로 엑츄에이터의 진동 변위에 대한

첨두치를 측정한다. 진동 변위 특성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여러 가지 요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모든 실험을 방진

테이블 위에서 수행되었다.

4. 결과 및 고찰

설계한 4가지 진동 박막을 사용하여 각 종류별로 엑츄에이터

를 제작하고 자체 무부하 특성을 측정한 결과 Fig. 11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빔의 길이가 길수록 저주파 대역에서 높은

진동 변위와 낮은 공진주파수 특성을 나타내었고, 빔의 길이가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고주파 영역에서 높은 진동 변위 특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상인의 이소골 청각 특성은 고막에

100 dB SPL의 음압이 가해질 때, 저주파 영역에서 진동 변위

가 서서히 증가를 하다가 1 kHz에서 대략 100 nm의 최대 변위

를 특성을 갖는다. 1 kHz 이상에서는 진동 변위가 급격히 감쇠

하며 10 kHz까지 가청 영역을 가진다[7,8].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한 엑츄에이터의 진동 변위 특성

을 분석해보면, 0.1~1 kHz 구간 내에서는 4가지 모델 모두 400

nm 이상의 변위 특성을 가졌으며, 이소골의 청각 특성보다 높

은 변위 특성을 보였다. 또한, 전체적인 가청 영역에서의 진동

특성 분포를 고려할 경우에는 빔의 길이가 가장 짧은 진동 박

막을 사용한 엑츄에이터가 이상적인 특성 결과를 가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은 기존 연구 주제들과는 달리 생체 공간 내에 이식

되어야 하는 전자기 엑츄에이터에 대한 소형화 및 진동 변위의

최적화에 관한 내용이다. 사이즈에 대한 제한적 조건을 기준으

로 엑츄에이터의 직경과 길이를 각각 1.8 mm 및 2.0 mm의 최

소 사이즈로 도출하였고, 유한요소법을 활용하여 전자기력에 대

한 최적화를 수행함으로써 엑츄에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진동 박

막, 자석, 코일, 금속 링 및 커버 등 요소들의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었다. FEA 결과를 통해서 자석 길이를 1.3 mm로 고정할

경우 코일의 길이 0.9 mm, 자석의 반경 0.48 mm 및 코일의 두

께 0.27 mm 일 때 최대 전자기력인 14.17×10
-5 

N을 가짐을 확

인하였다. 

엑츄에이터는 최적화 설계에 따라 길이 방향의 사이즈를 줄

이기 위해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를 이용한 진동 박막 제작 공

정을 대신해 금속 침식 공정으로 진동 박막의 두께를 줄였고,

진동 변위 특성을 정밀하게 컨트롤하기 위해 MEMS 기술을 이

용하여 제작하였다. 특히 박막 내 빔의 길이, 너비 및 두께는 진

동 특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로 Photolithography

및 Erosion 등의 반도체 단위 공정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박

막 외 구성 요소들도 정밀 가공 기술에 의해 제작하였으며, 각

구성 요소들과 마이크로 3축 제어 장비 및 카메라 모듈 Jig를

활용하여 전자기 엑츄에이터를 조립하였다.

4가지 진동 박막을 사용하여 제작한 엑츄에이터의 자체 무부

하 측정을 수행한 결과 빔의 길이가 길수록 저주파 대역에서 높

은 진동 변위와 낮은 공진주파수 특성을 가졌고, 빔의 길이가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고주파 영역에서 높은 진동 변위 특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0.1~1 kHz 구간 내에서는 4가

지 모델 모두 400 nm 이상의 변위 특성을 가졌으며, 미국의

“Symphonix Devices”사에서 측정한 100 dB SPL에서의 이소골

Fig. 10. Experimental equipment for measuring vibration charac-

teristics of fabricated actuator.

Fig. 11. Vibration displacement characteristics of fabricated elec-

tromagnetic actu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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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각 특성보다 높은 변위 특성을 보였다[10]. 끝으로 가청 영

역에서의 진동 변위 분포를 고려할 경우 구현한 엑츄에이터 모

두 이식형 청각 장치에 적합한 특성을 보였으며, 특히 빔의 길

이가 가장 짧은 진동 박막을 사용한 경우가 이상적인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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