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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main parameters: aperture, first bend and second bend which express a structure of ear canal 

are extracted in order to modeling and manufacture the ready-made ear shells of hearing aids. The proposed parameter 

extraction method consists of 2 important algorithms, aperture detection and feature detection. In the aperture detection 

algorithm, aperture of 3-D scanned virtual ear impression and parameters relating to ear shell of hearing aid are 

determined. The feature detection algorithm detects first bend, second bend, and related parameters. Through these two 

algorithms, parameters for aperture, first bend, and second bend are extracted to model the ready-made ear shell of 

hearing aid. The values of these extracted parameters from 36 people’s right ear impression are analyzed and measured 

statistical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has been found that it is possible to classify ready-made ear shell parameters 

by age and size. The ready-made ear shell parameters are classified 3-size for 20 years old and 2-size for 60 years 

olde. Using 3D rhino program, virtual ready-made ear shell is reconstructed by parameters of every type, and simulated 

to model it. A final product was produced by transferring simulation result with rapid prototyping system. The modeled 

ready-made ear shell is evaluated with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method. Objective method is the comparison volume 

ratio and overlapped volume ratio of ear impression from randomly chosen 18 people and ready-made ear shell. And 

subjective method is that the final product of ready-made ear shell is used by users and the satisfaction number drawn 

from well fitting and comfortable testing was evaluated. In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it has been found that volume 

ration is 70%, big and middle size ready-made ear shell products are possible, and the satisfaction number is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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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난청인이 증가하고 그로인해 보

청기 수요가 증가하 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는 난청인의 

수에 비해 보청기 사용률이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1]. 이는 보청기 착용에 한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거부감

과, 수작업으로 제작해야 하는 보청기의 긴 제작과정과 높은 

가격 때문이다[2]. 이러한 보청기의 긴 제작과정과 높은 가

격을 극복하기 하여 개개인별 맞춤형 이어쉘 제작 과정 

없이 범용 이어쉘(ready-made ear shell)을 제작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3].

범용 이어쉘 제작을 해서는 외이도(ear canal)의 해부학

 특성을 반 한 라미터 도출이 필요하며, 라미터 도출

을 해서 물리  측정(physical measurement), 방사선 연

구(radiologic study), 청각  방법(acoustic method) 등이 이

용된다[4]. 그  물리  측정은 귓본(ear impression)을 제

작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Johansen 등이 귓본에서 외이도 

부피  길이를 추출하 으며[5], Olivier 등은 턱의 움직임

이 외이도의 변화와 체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분석하 다[6][7]. Cootes와 Paulsen 등은 동  형상 모델

(active shape model)을 이용하여 귓본을 분석하 다[8][9]. 

Paulsen은 귓본 형상모델(shape model)을 통계 으로 분석

하여 해부학 으로 요한 특성을 18개의 라미터로 결정

하 고[10], Zouhar는 이 입구(aperture)를 외이도의 해부학

 요 라미터로 정의하여[11] 이 입구를 효율 으로 탐

지할 수 있는 이 입구 탐지 알고리즘(aperture detection 

algorithm)을 제안하 다[12]. 그러나 의 연구들은 귓본의 

표 라미터인 이 입구를 나타내는 1개의 라미터만 사

용했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고, 외이도 내부의 굴곡에 

한 특성을 나타내는 일곡선(first bend) 등을 구별하지 못하

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청기용 범용 이어쉘 모델링을 하여 외

이도의 해부학  특성에 따른 이 입구, 일곡선  이곡선

(second bend) 등의 표 인 라미터 도출 방법을 제안한

다. 그리고 추출된 라미터를 이용하여 범용 이어쉘 모델

링을 진행한 후, 라미터 추출에 사용되지 않은 이어쉘과의 

체 비, 체 일치비를 계산하여 추출된 공통 라미터의 효

율성을 평가하 으며, 20 와 30  10명을 상으로 쾌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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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rapid prototyping)을 통한 이어쉘을 착용한 후 설문조사

를 통해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하 다.

2. 라미터 도출 알고리즘

수작업으로 진행 되었던 보청기 제작 작업이 디지털 기술 

발 에 힘입어 최근 5년간 반자동 제작이 가능해졌다[13]. 

따라서 보청기 제조의 디자인  제작 공정이 디지털로 수

행되므로 에러가 어들며, 제품을 시장에 출하하는 시간을 

폭 단축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보청기 제작 

과정은 완  자동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

고 비용은 여 히 고가이다. 수작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작

업은 이어쉘 제작 부분이며, 이러한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자

동화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보청기용 범용 이어쉘 모델링 

한 라미터 도출 방법을 제시한다. 먼  외이(external 

ear)의 해부학 인 특성을 반 하여 범용 이어쉘 모델링을 

한 라미터를 표 1과 같이 정의한다. 

 

라미터 라미터 설명 

ca 이 입구면

cf 일곡선면

cs 이곡선면

dF cf과 cs의 간격 길이

dA cf과 ca의 간격 길이

a 이 입구면의 장축길이 

b 이 입구면의 단축길이 

af 일곡선면의 장축길이 

bf 일곡선면의 단축길이 

as 이곡선면의 장축길이 

bs 이곡선면의 단축길이 

θ dF과 dA의 각도 

θ' 일곡선면과 이곡선면의 각도

θ" 일곡선면과  이 입구면의 각도

표 1 범용 이어쉘 제작을 한 라미터

Table 1 Parameters for ready-made ear shell

표 1에서 이 입구면, 일곡선면, 이곡선면은 각각 이 입

구, 일곡선, 이곡선의 치를 면으로 나타낸 것으로, 각각 ca, 
cf, cs로 나타낸다. dF는 일곡선면에서의 심 과 이곡선면의 

심  사이 간격을 나타내며, dA는 일곡선면과 이 입구면

의 심  사이 간격이다. a와 b는 이 입구면에서의 장축

과 단축의 길이, af와 bf는 일곡선면에서의 장축과 단축의 길

이, as와 bs는 이곡선면에서의 장축과 단축의 길이,  θ, θ', θ"
은 각각 dF와 dA의 각도, 일곡선면과 이곡선면의 각도, 일곡

선면과 이 입구면의 각도를 나타낸다. 그림 1은 표 1에서 

설명한 라미터를 입체 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 범용이어쉘 제작을 한 라미터 입체도

Fig. 1 3-D figure of parameters for ready-made ear shell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보청기용 범용 이어쉘 모

델링을 한 라미터 추출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다. 

라미터 추출 방법은 이 입구 탐지(aperture detection), 특

징 탐지(feature detection), 라미터 분석 알고리즘 부분  3

차원 시뮬 이션(3D simulation), 쾌속조형(rapid prototyping)

과 테스트(testing)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입구 탐지 단계

는 외이도의 해부학  특징  하나인 이 입구 부분을 찾

고 련 라미터를 추출한다. 특징 탐지에서는 S자형 외이

도의 굴곡에서 일곡선과 이곡선을 찾고 련 라미터를 추

출한다. 라미터 분석은 추출 된 라미터들의 측정값을 

분석한다. 그리고 3차원 시뮬 이션은 측정된 라미터 값

들로 가상 이어쉘(virtual ear shell)을 3차원 재구성하여 시

뮬 이션 한다.  

그림 2 범용 이어쉘 모델링을 해 제안된 방법 

Fig. 2 Proposed method for ready-made ear shell modelling

이러한 과정에는 20  귀로부터 얻은 귓본 21개와 60  

귀로부터 얻은 15개의 귓본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모든 

귓본은 피험자의 오른쪽 귀에서 추출하 으며, 20  피험자

는 여자 10명, 남자 11명, 60  피험자는 여자9명, 남자 6명

으로 구성되었다. 쾌속조형에서는 3차원 시뮬 이션 결과를 

쾌속조형으로 제작하는 과정이며, 테스트 단계에서는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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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 식(1)의 계산 과정. (a) 가 치 곱한 결과, (b) 경계면 둘  차이, (c) 내림차순 가 치

Fig. 4 Calculation process of equation (1). (a) the results of multiplied by weighting, (b) circumference difference, (c) 

descending weights

시뮬 이션 결과와 시뮬 이션에 사용되지 않은 귓본 사이

의 체 비  체 일치비를 계산하여 추출된 라미터의 효

율성 객 으로 평가하 으며, 쾌속조형 완성품을 착용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 으로 완성품을 평가하 다.

그림 3 3-D 스캔 된 귓본: (a) 기  좌표 설정, (b) 귓본 윤

곽선 단 

Fig. 3 3-D Scanned ear impression: (a) coordinate setting, 

(b) contour cutting of ear impression

귓본을 3차원 스캐닝하면 바닥면이 없고 속이 빈 3차원 

입체 귓본을 얻게 되고 이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a)와 같

이 귓본의 기  좌표축을 잡기 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

법을 제안한다. 첫째, 귓본 바닥면의 심 으로부터 심

과 가장 멀리 떨어진 둘  의 까지의 선을 가로축으로 

한다. 둘째, 바닥면의 심 에 수직인 선  바닥면을 심

으로 끝 (canal tip) 쪽에 존재하는 선을 세로축으로 한

다. 그리고 세로축을 기 으로 단면 단 스캐닝 한다. 귓본

을 수직 단면으로 단 스캐닝 하면 이 입구 부분과 이개

강(concha) 부분이 합류하는 부분에서 단면이 격히 커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을 그림 2(b)에서 진한 실

선으로 표시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부학  특성을 이

용한 이 입구 탐지 알고리즘과 특징 탐지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2.1 이 입구 탐지 알고리즘

Zouhar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이 입구 탐지 알고리즘은 

외이도와 이개강을 구분하는 윤곽선을 이 입구면으로 정했

기 때문에 일곡선면과 이 입구면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

여, 많은 경우 일곡선면을 이 입구면으로 정하는 단 이 있

다[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하

여 새로운 이 입구 탐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림 4는 

이  입구 탐지를 한 라미터를 찾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3의 세로축과 평행한 단면으로 단한 단면 세트를 

ci라고 한다. 그림 4(a)와 같이 i-1번째 단면인 ci-1의 둘  

ri-1와 i번째 단면인 ci의 둘  ri의 차인 ri-ri-1은 귓본의 해

부학  특성상 두 번의 상 인 큰 값을 갖고, 이  작은 

색인은 외이도와 이개강을 구분하는 경계면으로 이개강이 

시작되는 부분을 나타내며, 외이도가 끝나는 면을 cA로 정한

다. 한 큰 색인은 이개강과 이개정(cymba)을 구분하는 경

계면으로 이개정이 시작되는 부분이며 이개강이 끝나는 면

을 cB로 정한다. 만약 이개강의 구분이 불확실한 경우 이

입구면을 찾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림 4(c)와 같이 내림차순 가 치 fi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

결하 다[8]. 본 과정은 식 1과 같은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1))r(rargmax(fpos 1iii −−⋅= −                     (1)

Ni2   ,
2N

i1fi ≤≤
−

=

식(1)의 N은 단면의 총 개수, i는 윤곽선 색인(index), ri

는 i번째 단면의 둘 의 길이, fi는 내림차순 가 치이다. 

argmax는 최 값을 나타내는 색인을 찾는 함수, pos는 최
값을 나타내는 치를 나타낸다. 

그림 5(b)는 경계면 cA와 cB를 연결하는 윤곽선을 찾는 과

정을 나타낸다. 바닥면의 무게 심을 지나는 장축을 
 , 

그 축과 수직인 선을 
  라고 한다. 

  와 평행하고, cA

면의 무게 심과 외곽선을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va와, 

  와 평행하고, cB면의 무게 심과 외곽선을 지나는  vb

를 연결하여 lab라고 하고, lab를 포함하며 
과 꼬인 치

에 있는 평면을 이 입구면 A라고 정한다. 이 면을 기 으

로 귓본은 외이도와 이개로 나뉘며, 외이도 부분을 가상 이

어쉘이라 하고, 특징 탐지 알고리즘에서는 이 가상 이어쉘의 

좌표축을 새롭게 설정하여 일곡선면과 이곡선면을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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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5 식(1)의 계산 과정. (a) 경계면 설정 과정, (b) 이 입

구 설정 과정 

Fig. 5 Calculation process of equation (1). (a) the process 

of setting up boundaries, (b) aperture setting process  

2.2 특징 탐지 알고리즘

그림 6은 가상 이어쉘의 일곡선면(F)과 이곡선면(S)을 찾
는 과정을 보여 다. F와 S는 외이도의 형태를 알기 한 

고유한 값이며, 이들을 찾기 해 특징 탐지 알고리즘을 제

안하 다. ci의 무게 심을 pi라 하고 이 입구면의 무게 심

을 pN이라 하며, 가상 이어쉘의 총 길이를 나타내는 직선인 

끝 과 pN을 연결하는 직선을 D라고 하고, 가상 이어쉘의 
굴곡 특성을 나타내는 곡선인 pi들의 연결선을 C라 한다. D
의 길이는 사람마다 귓본을 어떻게 제작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목 은 여러 가지 경우의 이어쉘 에

서 보청기 이어쉘 모델링 가능한 공통 역을 찾는 것이므

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a)        (b)       (c)

그림 6 특징 탐지 알고리즘 과정 (a) 단면 세트의 심선, 

(b) 윤곽선의 심 , (c) 일곡선과 이곡선

Fig. 6 The processing of feature detection algorithm. (a) 

center line of contour set, (b) center point of contour, 

(c) first bend and second bend 

그림 6(a), (b)와 같이 곡선 C와 직선 D의 간격이 최 가 

되는 두 을 pf와 ps라고 한다. 이 들은 일곡선과 이곡선

의 심 을 나타낸다. F과 S를 설정하기 해 그림 6(c)와 

같이 D의 길이를 분할하는 심 역(R)을 지정했다. Rf는 

일곡선을 결정하는 심 역 범 로 가상 이어쉘의 체 

길이 D의 20~60% 범 이며, Rs는 이곡선을 결정하는 심 

역 범 로 D의 40~80% 범 로 결정된다. pf은 Rf에, ps는 

Rs에 존재하며, pf와 ps  두 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L에 직
교하도록 가상 이어쉘을 다시 단면 단한다. 다시 단된 

단면에서 심 을 찾고, pf와 끝 을 연결하는 선과 가장 

먼 을 이곡선의 심 으로 놓는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

하여 라미터를 재설정하는데, 이 알고리즘을 두 번 이상 

반복하게 되면, L의 길이가 일정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L이 
일정할 때의 pf를 포함하는 단면 cf를 일곡선으로, ps를 포

함하는 단면 cs를 이곡선으로 한다.

3. 실험 결과  평가

본 연구에서는 보청기용 범용 이어쉘의 모델링을 한 

라미터 추출 방법을 제안하 다. 추출된 라미터의 효율성

을 평가하기 해 36개의 귓본으로부터 추출된 라미터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한 이어쉘과 실제 이어쉘 사이의 체

비  체 일치비를 계산하고, 완성품의 만족도를 설문을 통

해 조사하 다. 이러한 평가를 해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라미터를 추출하고, 추출한 라미터를 이용하여 

이어쉘을 3차원 시뮬 이션 하 으며, 쾌속 조형으로 범용 

이어쉘을 제작하 다.

3.1 라미터 추출 

공통 라미터를 추출하기 해 각 피험자의 귓본에서 이

입구 탐지 알고리즘과 특징 탐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표 

1에서 정의된 라미터인 이 입구면과 일곡선면까지 간격

(dA), 이 입구면과 이곡선면까지의 간격 (dF), 외 입구면, 

일곡선면, 이곡선면의 장축(a, aF, aS)과 단축(b, bF, bS) 길이, 

그리고 이곡선면의 , 일곡선면의 과 이 입구의 

을 이은 선의 내각(θ)과 면의 각도(θ',θ")을 X축 기 으

로 추출하 다. 라미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이도 

크기에 해당하는 일곡선면과 이곡선면의 장/단축의 길이의 

평균이 유의하게 다르다고 단되는 (p<0.05)을 기 으로 

60  피험자의의 경우 2개의 크기로 범용 이어쉘을 제작하

고, 20 의 경우는 3개의 크기로 범용 이어쉘을 제작하

다. 60 와 20  각각의 크기별 범용 이어쉘의 크기는 표 2

와 같다.

쉘 크기  

 라미터

20 60

소 소

a (mm) 6.7 5.9 5.2 7.1 6.3

b (mm) 4.4 4.4 3.7 4.7 3.9

aF (mm) 5.4 4.8 4.5 5.6 4.5

bF (mm) 4.5 3.9 3.6 4.2 3.3

aS (mm) 4.8 4.7 3.6 5.3 4.0

bS (mm) 4.2 3.8 3.5 4.0 3.4 

dA (mm) 5.0 4.6 4.0 6.7 4.4

dF (mm) 5.5 5.1 4.7 6.0 4.0

θ (°) 152　 144　 137 145　 139　

θ' (°) 18 10 16 14　 13　

θ" (°) 32　 41 48　 45　 57

표 2 범용 이어쉘을 해 추출된 라미터 결과 값

Table 2 Parameter value for ready-made ear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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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차원 시뮬 이션  쾌속 제작

그림 7은 범용 이어쉘을 모델링한 결과를 나타낸다. 외이

의 해부학  구조상 외이도는 체 으로 타원형의 원통형 

모양을 가졌다. 따라서 범용 이어쉘을 이 입구, 일곡선과 

이곡선을 타원형 면으로 설계하 으며, 이 3면을 기 면으로 

상하 굴곡이 있으므로 이 입구에서 일곡선까지 간격(dA)과 

일곡선에서 이곡선까지 간격(dF)을 원통형의 으로 연결하

여 재구성하 다. 그리고 고막형(completely in the canal, 

CIC) 보청기 착용 시, 보청기와 외이도에 틈이 있는 경우 

음향 피드백(acoustic feedback) 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패쇄 효과(occlusion effect)가 하되어 증폭도가 하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보청기를 기 으로 외부와 

내부가 완 히 분리되어야 하며, 간격이나 각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곡선을 기 으로 각도(θ)나 간격(dA, dF)을 

결정하 다. 이것은 이러한 상들에 있어서 일곡선이 요

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곡선은 고막에서 5mm 정도의 

간격을 가지며, 고막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  내에서 최 한 

이어쉘을 고막과 근 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이곡선으로

부터 고막쪽으로 2mm 지 까지만 이어쉘을 시뮬 이션 하

다. 

그림 7은 범용 이어쉘 시뮬 이션 결과를 나타내며, 60

의 범용 이어쉘이 (d),(e)와 같이 상 으로 더 많이 굴곡

이 작은 신 크기는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나 (a), 

(b), (c)와 같이 20 의 범용 이어쉘은 골곡이 크고, 크기는 

비교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a)        (b)        (c)        (d)        (e)

그림 7 범용 이어쉘 모델링 결과; (a), (b), (c)는 각각 20

용 , , 소, (d), (e)는 각각 60 용 , 소를 나타

내며, 쪽부터 상측면, 면, 측면을 나타냄

Fig. 7 Result of ready-made ear shell modelling; (a), (b), 

(c) is large, medium and small size for the in their 

20s, and (d), (e) is large and small size for the their 

60s respectively, and it is the upper-side, the front 

and the side from left

실제 범용 이어쉘 조형 과정은 .stl 확장자로 장된 3차

원 시뮬 이션 결과 일을 쾌속조형시스템을 사용하여 제

작되며, 만족도 평가를 해 모델링된 범용 이어쉘을 쾌속조

형시스템으로 고무 재질을 써서 몰드 형태로 조형하 다. 

제작된 범용 이어쉘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쾌속조형시스템 결과물

Fig. 8 The results of RP system 

3.3 3차원 시뮬 이션 평가

3차원 시뮬 이션 결과인 범용 이어쉘을 객 으로 평가

하기 해서 범용 이어쉘과 시뮬 이션에 사용하지 않은 귓

본  무작 로 선택된 귓본 사이의 체 비[14]  체 일치

비를 계산하 다. 범용 이어쉘과 귓본을 비교하기 해, 귓

본을 일곡선과 이곡선의 반지름을 기 으로 20 는 , , 

소로 분류하고, 60 는 , 소로 분류하 다. 크기를 분류한 

귓본을 범용 이어쉘과 비교하기 해, 20 와 60  각각에서 

9개의 귓본을 사용하 다. 

표 3 귓본과 범용 이어쉘의 체 비  체 일치비

Table 3 Volume ratio and volume match ratio between the 

ear impression and ready-made shell

Ear Impression 

No.

Ear Shell 

Size
체 비(%)

체

일치비(%)

20

Y01 S 83.9 75.9

Y02 S 96.6 71.6

Y03 S 87.7 99.6

Y04 M 84.9 94.1

Y05 M 99.7 98.2

Y06 L 91.4 99.7

Y07 L 95.9 97.7

Y08 L 97.6 90.3

Y09 L 95.6 75.7

평균 ± 표 편차 92.6±7.1 84.7±13.1

60

O01 L  81.9 77.9

O02 L  83.9 84.1

O03 L  91.3 77.8

O04 L  96.4 67.3

O05 L  95.4 87.0

O06 L  94.8 88.7

O07 M 86.3 99.2

O08 M 93.5 85.0

O09 M 84.4 84.0

평균 ± 표 편차 89.7±7.6 83.4±15.8

표 3은 선택된 범용 이어쉘과 각 귓본을 비교한 시뮬 이

션 평가결과로 범용 이어쉘과 귓본의 체 비  체 일치비

를 나타낸 것이다. 체 비는 범용 이어쉘 체 과 귓본 체

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고, 체 일치비는 귓본과 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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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쉘의 겹치는 부분의 체 과 범용 이어쉘 체 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체 비가 높은 경우 귓본과 범용 

이어쉘의 체 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체 일치비가 

높은 경우 범용 이어쉘이 귀에 쉽게 삽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체 비가 높다고 해서 체 일치비가 반드

시 높은 것은 아니다. 표 4에 나타난 체 비와 체 일치비 

결과 에서 체 비가 높지만 체 일치비가 낮은 경우와 그 

반 의 경우를 볼 수 있다. 표 3에 나타난 체 비는 모두 

80% 이상이고 체 일치비는 특정한 피험자의 귓본을 제외

하고 부분 약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은 20

와 60  모두에서 84% 이상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20 의 경우에서 60 의 경우보다 평균 체 비  평균 체

일치비가 약간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표 편차도 낮은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20 에서 범용 이어쉘이 더 잘 맞으며, 

개인별 차이도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Patients
Ear Shell  

Size
Accuracy Usability

 P01 L 4.7 5.0

 P02 L 5.0 5.0

 P03 S 3.3 4.3

 P04 S 3.7 3.7

 P05 S 4.0 4.3

 P06 L 4.3 4.7

 P07 L 4.3 5.0

 P08 M 3.3 3.0

 P09 M 4.3 4.0

 P10 S 4.3 5.0

평균 ± 표 편차 4.12±0.9 4.4±0.6

표 4 범용 이어쉘의 선호도 평가표

Table 4 The preference questionnaire of ready-made ear 

shells

3.4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는 20 와 30  10명을 상으로 진행하 다. 

평가 방법은 먼 , 외이도 검사를 통하여 피험자 외이도의 

귀지 등 이물질이나 이상이 있는지 검사한 후 , , 소형 

범용 이어쉘을 귀에 넣어 보고 어떤 것이 가장 합한지 정

한다. 그  본인 귀의 가장 잘 맞는 범용 이어쉘을 착용한 

상태에서 평가 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한다. 여기서 본인 귀

에 잘 맞는다는 것은 착용한 범용 이어쉘이 외이도 밖으로 

돌출되지 않고, 귀에서 쉽게 빠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평가 항목은 크게 정확성(accuracy)과 유용성(usability) 2가

지로 나  수 있으며, 정확성은 귀에 잘 맞는지, 이어쉘을 

착용하기 보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지, 본인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지에 해 평가하는 항목이며, 유용성은 말할 

때 불편하지 않는지, 머리를 돌릴 때 불편하지 않는지, 입을 

크게 벌릴 때 불편하지 않는지에 해 평가하는 항목이다. 

표 4는 범용 이어쉘의 선호도 평가를 나타낸다. 평가항목 

당 각각 3개의 질문에 해 1부터 5까지 수를 주었고, 평

가항목 별 수 평균으로 그 항목의 선호도를 정하 다. 

수가 높을 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귀에 잘 맞

는지에 한 질문 결과인 정확도는 평균 4.12로 조사되었으

며, 사용하기에 유용한지에 한 결과인 유용성은 평균 4.4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된 방법에 의해 제작된 

범용 이어쉘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 입구 탐지와 특징 탐지 알고리

즘으로 표 1과 같이 정의된 11개의 라미터를 추출하 으

며, 추출된 라미터는 범용 이어쉘의 주요 특성인 이 입

구, 일곡선과 이곡선 부분에 해당 된다. 무작 로 선택된 귓

본과의 체 비  체 일치비가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선호도 평가는 평균 4  이상의 높은 수로 조사되었

다. 선호도 참가자들의 40%가 소형 범용 이어쉘의 속하고 

나머지 60%가 ,  형의 속하여 비교  높은 평가 수를 

보 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서 범용 이어쉘 모델링을 해 

추출된 라미터들이 공통 성분을 나타내고 타당성이 있다

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선호도 평가에 참석한 참가자

들한테 범용 이어쉘이 무 작은 느낌, 모델의 다양성 조  

부족이라는 개선 사항이 나왔고 한 표 3에서 부분의 귓

본에서는 80% 이상의 체 비와 체 일치비를 보 으나, 몇

몇의 귓본에서 잘 맞지 않는 문제가 드러냈다. 이는 본 연

구에서 제안한 범용 이어쉘 라미터 수치가 모든 피험자의 

귀와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문제 들을 

개선하기 해 추후 더 많은 크기와 모양으로 분류하여 세

분화된 범용 이어쉘을 제작해야 할 것이다. 

M사의 RSM 보청기 용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보청기 

부품을 범용 이어쉘에 배치해본 결과 모델링된 5개의 범용 

이어쉘  하나만 부품배치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

고, 나머지 4개는 부품을 배치하여 제품을 완성하는데 어려

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 와 30 의 경우 60

보다 외이도의 크기가 상 으로 작아서 발생하는 문제

로 기술 발 으로 인하여 보다 작고 고성능의 보청기 부품

이 개발될 것으로 기 되며, 그로인해 소형 범용 이어쉘도 

제품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 된다. 한 본 연구에서 제작

된 범용 이어쉘은 보청기 착용자를 한 것이지만, 세분화 

되면 보청기뿐만 아니라 이어폰에 응용하여 착용자의 귀에 

잘 맞는 이어폰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감사의 

이 논문은 2009년 정부(보건복지가족부)의 재원으

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과제번호 A091039)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참  고  문  헌

[1]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국민건강 양조사, p.5, Dec,  

 2009.

[2] 허민정, 김리석, 안성우, 부성 ,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

기에 한 학생들의 인식  태도,” 한국특수교육문



Trans. KIEE. Vol. 60, No. 5, MAY, 2011

보청기용 범용 이어쉘을 한 설계 라미터에 한 연구                                                                    1061

제연구소,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 9, No. 3, pp.61-81, 2008.

[3] R.M. Ghent, V.H. Bray, and P.J. Murphy, 

“Description, Rationale, and Efficacy of a Digital, 

Non-Custom, Instant-Fit CIC Hearing Aid,” AAA 

14th Annual Convention, Philadelphia, Pennsylvania, 

April 17-20, 2002.

[4] H.S. Jeong, H.E. Koo, S.M. Lee, S.K. Koo, S.H. Lee, 

and T.H. Yu, “Changes in Resonance Frequency and 

Length of External Auditory Canal Related to the 

Age,” Korean J. Otolaryngol., vol 44, pp.144-7, 2001.

[5] P.A. Johansen, “Measurement of the Human Ear 

Canal,” Acoustica., vol. 33, pp.349-51, 1975.

[6] R. Oliveira, B. Hammer, A. Stillman, J. Holm, C. 

Jons, and R. Margolis, “A Look at Ear Canal 

Changes with Jaw Motion,” Ear and Hearing., vol. 

13, No. 6, pp.464-466, 1992.

[7] R. Oliveira, M. Babcock, M. Venem, G. Hoeker, B. 

Parish, and V. Kolpe, “The Dynamic Ear Canal and 

Its Implications,” Hear Reviews., vol. 2, no. 2, 

pp.18-19, 2005.

[8] T. Cootes, D. Cooper, C. Taylor, and J. Graham, 

“Active shape models-their training and application,” 

Computer Vision and Image Understanding., vol. 61, 

pp.38-59, 1995.

[9] R.R. Paulsen, and K.B. Hilger, “Shape Modeling 

Using Markov Random Field Restoration of Point 

Correspondences,” IPMI 2003,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vol. 2732, pp.1-12, 2003.

[10] R. Paulsen,  R. Larsen, C. Nielsen, S. Laugesen, 

and B. Ersboll, “Building and Testing a Statistical 

Shape Model of the Human Ear Canal,” Medical 

Image Computing and Computer-Assisted 

Intervention., vol. 24, No. 1, pp.373-380, 2002.

[11] C. Pirzanski, and B. Berge, “Ear canal dynamics: 

Facts versus perception,” The Hearing Journal., vol. 

58, No. 10, Feb. 2005. 

[12] A. Zouhar, T. Fang, G. Unal, and G. Slabaugh, 

“Anatomically Aware, Automatic, and Fast 

Registration of 3D Ear Impression,” Thi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3D Data Processing 

Visualization, and Transmission, Chapel Hill, USA, 

pp. 240-247, June. 2006, 

[13] C. Pirzanski, “Despite new digital technologies, shell 

modelers shoot in the dark,” The Journal of 

Hearing., vol. 59, No. 10, Oct. 2006.

[14] G. Unal, “Nonparametric joint shape learning for 

customizes shape modeling,” Comp. Med. Imaging 

Graph., pp.10, 2009.

   자   소   개

에르덴바야르

2007년 몽골 후 정보통신 학교 컴퓨터

공학 학사 졸업, 2010년 인하 학교 자

공학과 석사 졸업, 2010년~ 재 몽골 후

정보통신 학교 의료공학과 신임교수

 유 용 (全 庾 鏞)

2006년 북 학교 생체정보공학부 학사 

졸업, 2009년 인하 학교 자공학과 석

사 졸업, 2009년~ 재 인하 학교 자공

학과 박사과정

박 규 석 (朴 奎 錫)

2010년 인하 학교 자공학부 학사 

졸업, 2010년~ 재 인하 학교 자공

학과 석사과정

송  록 (宋 泳 )

2001년 인천 학교 정보통신공학부 학부 

졸업, 2003년 인천 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석사 졸업, 2009년 인천 학교 정보통신

공학과 박사 졸업, 2009년~ 재 인하 학

교 정보 자공동연구소 연구교수

이 상 민 (李 相 旻)

1987년 인하 학교 자공학과 학사 졸

업, 1989년 인하 학교 자공학과 석사 

졸업, 2000년 인하 학교 자공학과 박

사 졸업, 1989년 1월~1994년 7월 LG 이

노텍 선입연구원, 1995년 1월~2002년 3월 

삼성종합기술원 책임 연구원, 2002년 4

월~2005년 2월 한양 학교 의공학교실 연구교수, 2005년 

3월~2006년 8월 북 학교 생체정보공학부 조교수, 2006

년 9월~ 재 인하 학교 자 기공학부 부교수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7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c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500730020006f00750076007200690072002e0020004c0027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6f006e002000640065007300200070006f006c006900630065007300200065007300740020007200650071007500690073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61007400690076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6600fc0072002000640069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76006f007200730074007500660065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00200042006500690020006400690065007300650072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20006900730074002000650069006e00650020005300630068007200690066007400650069006e00620065007400740075006e00670020006500720066006f0072006400650072006c006900630068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0020004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2006500710075006500720065006d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6006f006e00740065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2d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9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6b007200e600760065007200200069006e0074006500670072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740079007000650072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8006f006700650020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00069006e002000650065006e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6f006d006700650076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002000420069006a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20006d006f006500740065006e00200066006f006e007400730020007a0069006a006e00200069006e006700650073006c006f00740065006e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6f006200740065006e0065007200200063006f007000690061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5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0020004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200650071007500690065007200650020006c006100200069006e006300720075007300740061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600750065006e0074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0020004e00e4006d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500740020006500640065006c006c00790074007400e4007600e4007400200066006f006e0074007400690065006e002000750070006f0074007500730074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0020005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2006900630068006900650064006f006e006f0020006c002700750073006f00200064006900200066006f006e0074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800f80079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6600f800720020007400720079006b006b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6b00720065007600650072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69006e006e00620079006700670069006e0067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002000440065007300730061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20006b007200e400760065007200200069006e006b006c00750064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760020007400650063006b0065006e0073006e00690074007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KOR <FEFFace0d488c9c8c7580020d504b9acd504b808c2a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801c6a9d558b824ba740020ae00af340020d3ecd5680020ae30b2a5c7440020c0acc6a9d574c57c0020d569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545.000 394.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