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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오픈-이어 청각 경로 자극기는 그 장치 내에 잡음을 발생시키는 잡음 발생기(8)와 잡음의 음량을 조절하기 위한 조절

기(12)를 포함하며, 오픈-이어 형이다. 이 장치는 바람직하게는 프로그램화가 가능하며, 또한 주위의 소리를 증폭시

키기 위한 보청기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명증(tinnitus) 혹은 청각과민증(hyperacusis), 또는 양 증상 모두에 의해 고통받는 환자들을 중추성 습

성화(central habituation)를 통해 치료하는 청각 경로 자극기(auditory pathway stimulator)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

세하게는 이도 전체(all-in-the-canal), 오픈 이어(open-ear), 청각 경로의 잡음 자극(noise stimulus)의 수단에 의

해 이명증의 고통스러운 증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명증은 일반적인 인구의 약 17%가 겪고 있고, 노인층에서는 더 증가하여 노인 인구의 33%가 고통받고 있는 보편

적인 청각 장애이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 인구의 약 44만명에 이르는 수치에 해당한다. 이명증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 있어 별 불편 없이 잘 생활해나간다. 하지만, 이명증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 약 25%는 적극적

인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심하게 장해를 받고 있다. 상기의 통계는 미국인중 약 10만명에 해당하고, 이들 중 이명증에

의해 일상생활이 완전히 장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약 2만명이다(Jastreboff P. J., Gray W. C., and Gold S. L.: 'Neur

ophysiological Approach to Tinnitus Patients', The American Journal of Otology , 17:236-340, ⓒ 1996). 실제

로, 몇몇 극심한 경우에는 환자를 자살에까지도 유도한다. 현재, 이명증을 위한 치료방법은 없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나 청각 전문가들로부터 자신들이 이명증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공공기관과 개인 단체에 의해 자금을 지원 받는 300여 개 이상의 연구 과제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이명증과 이명증

의 유해한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가까운 미래에 치료법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본 

발명은 장기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체계적인 해결책으로서 중요한 과정이다.

이명증의 개념은 이명증이 청각계에 있어서 특정 신경계의 작용이 증가되기 보다는 결핍에 의해 나타나는 '환영 청각

인식(phantom auditory perception)'이기 때문에 전달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명증은 많은 청각 병리 및 비청각 병리

가 관련된 증상이다.

다루기 힘든 이명증은 중추성 청각 경로(central auditory pathway)와 대뇌 번연계(the limbic system) 사이의 조건 

반사(conditioned reflex)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청각 뇌간이 이명과 같은 새로운 소리를 감지하게 되면 자동적으

로 새로운 청각 신호에 먼저 우선권을 주게된다. 이러한 감지는 다시 도피 반응(fight-or-flight response)을 활성화

시키는 사(thread)로서 지각되는 매우 강한 조건 반사를 유발하도록 대뇌 번연계에서의 반작용적인 감성 연합을 자극

하는데, 이는 체내에서 형성된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체내로부터 스스로 제거할 수 없다.

이명증의 경우, 일단 새로운 형태의 청각신경활동이 감지되고 대뇌 변연계에 들어오면 이명현상이 크게 나타나게 된

다. 기본적인 신경과학(neuroscience)에 의하면 환자를 오랜 시간 동안 광대역의 저레벨(low level of broad band) 

잡음에 노출시킴으로써 이러한 신호인식과정(signal recognition process)을 바꾸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리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광대역의 잡음은 배경이 되는 신경 활동으로부터 이명 신호를 분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이명 인식과정을 방해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다른 신호가 끼어 들어오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명증은 더 이상 감지되지 않게 된다.

최근에는 잭 버넌(Jack Vernon)에 의하여 조절 가능한 폭과 진폭(width and amplitude)을 가진 다양한 잡음 신호(no

ise signal)를 이용한 이명 차단기(masking of tinnitus)가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장치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그 효과

를 보고 있다. 더욱 최근에는 파웰 자스터보프(Powel Jastreboff)에 의하여 이명증을 관리하는 신경물리학적인 모델

이 제시된 바 있는데, 이는 특정한 프로토콜(protocol)에 의하여 환자가 이명현상에 익숙하도록 습성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습성화는 환자가 의식적으로 이명에 집중하는 경우에만 이를 인식하도록 환자를 훈련시키며, 환자가 

이명현상을 인식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노여움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 준다.

잡음 신호(noise signal)를 도입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 뒤에(behind-the-ear)

잡음을 발생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83%의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장치가 크고 부담이 되어 상

업적으로는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다.

보청기 제조업자는 의료장치기관으로서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의해 규제된다. 맞춤형 오픈이어(open-ear)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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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기의 조립에 사용되며 보청기와 이명 습관기(tinnitus habituator)가 결합된 장치 또는 독립형 이명 장치로서 생

산되는 보청기의 부품은, '이명 차단기(Tinnitus masker)'로 이름 붙은 21 C.F.R §874.3400에 의해 분류(Class) Ⅰ

의 보청기보다는 분류 Ⅲ의 인공기관(prosthetic device)으로 분류된다. 이명 습관기는 머리/귀의 이명 잡음을 압도

하고자 하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광대역의 저레벨 신호로 청각 경로(auditory pathway)를 자극하고자 하

는 신호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이명 차단기와는 다르다. 그러나 그 의도는 이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FDA

는 본 출원에 기술된 장치가 분류 Ⅲ에 해당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FDA는 안전성과 효과 면에 기초하여 의학 장치를 

규정한다. 이명 습관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보청기 부품은 수백만의 분류 Ⅰ 보청기의 조립품에 사용되어 왔고, 따라서

직접 사용되어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효과가 문제인데, 이명 치료에 있어 FDA에 의해 확립된 프로토콜은 없

다. 분류 Ⅲ의 분류화는 이 프로토콜이 없는데서 비롯한 것이다. 분류 Ⅰ의 수준은 생산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며 또

한 일반인의 비용을 감소시켰다. 환자가 이명 습관기의 신호에 집중하고 머리의 이명 잡음에는 집중하지 않도록 가르

치는 것이 바로 그 프로토콜이며, 이것은 중추 청각 습성화(central auditory habituation)를 통해 이명 장치가 이명증

이나 청각과민증의 고통스러운 효과를 감소시키도록 한다. 잘 고안된 치료요법이 없는 이명 습관기는 그다지 효과적

이지 않다. 또한 전통적인 차단기를 통한 이명의 차단은 역효과를 낸다 (Gold S.L., Gray W.C., Hu S., and Jastrebof

f P.W. 'Selection and Fitting of Noise Generators and Hearing Aids for Tinnitus Patients', Proceedings of the
Fifth International Tinnitus Seminar 1995 edited by Reich G.E. and Vernon J. A. ⓒ American Tinnitus Associ

ation, Portland OR USA 1996 p.312-314; Jastreboff P.J. and Hazel J.W.P. 'A Neurophysiological Approach to

Tinnitus: Clinical Implications' B ritish Journal of Audiology , 1993.27.7-17). 따라서, 이명 차단을 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 장기적으로 '차단(masking)' 요법을 받고도 이명의 인지나 이명으로 인한 고통이 완화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보고가 있다. 습성화(habituation) 요법으로 들어간 후에야, 이명의 인지 및 고통이 감소되었다 (Jastre

boff P.J., Gray W.C., and Gold SL.: 'Neurophysiological Approach to Tinnitus Patients', The American Journal
of Otology , 17:236-340 ⓒ 1996).

FDA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저레벨의 잡음으로 방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도록 고안된 제품은, 헤드 쉐도우(head sha

dow) 효과, 외이도(external ear canal)로의 폐색 및 앞뒤로 세게 흔드는 등 환자가 머리를 움직이는 것에 의한 도플

러 효과에 의해, 고막에 도달하는 소리가 불안정하고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적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뿐만 아

니라, 그 크기로 인해 휴대하기 어렵고, 잡음은 다른 사람들을 혼란시키게 되므로 집 밖에서 사용하기에 실용적이지 

않다.

Gooch에 의한 미국 특허 제5,403,262호는 무작위로 잡음을 발생시키는 회로 수단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잡음은 선

택된 중앙 주파수, 대역폭 및 강도로 디지털 처리된다. 무작위 잡음 신호는 스피커나 헤드폰에 의해 소리 에너지로 변

환된다. 환자의 귀로 차단 신호를 전달하는 다른 방법은 저전력의 송신기(transmitter)나 전자기 코일을 사용해 신호

를 이명 차단기로부터 환자의 귀 내부 또는 그 표면에 위치하는 수신기(receiver)로 전달하는 것이다. Gooch의 회로

는 환자가 자러 갈 때 이명을 습관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명을 차단시키기 위한 방 잡음 발생(room noise generation

)을 목적으로 한다.

Westerham 등에 의한 미국 특허 제5,325.872호는 하나 이상의 신호 발생기, 조정 가능한 증폭기, 변환기를 갖고 있

는 이명 차단기에 관한 것으로서, 일정 시간 동안 이명을 제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오디오주파수 영역을 통해 연속

해서 천천히 진행하는 맑은 톤의 사인 곡선 신호(sinusoidal pure-tone signal)를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Westerham 등은 '이명은 매우 빈번히 톤(tone)으로서 감지된다'는 것에 근거해 차단기를 설

계한다. 상기 특허에 기술된 실시 형태는 귀 뒤쪽에 부착하기 위한(behind-the-ear; B-T-E) 장치이다.

Hocks 등에 의한 미국 특허 제4,222,393호는 특정 외부 소리가 환자에 의해 인지되는 주관적 이명 소리와 같은 음높

이(pitch)를 갖는다고 인식하게 하는 이명 차단기 장치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에 의해 환자가 다른 음높이(pitch)의 외

부 소리에 차례로 종속된다. 그리고 나서 이명 소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인지된 음높이의 위 아래로 확장된 범위의 주

파수를 내는 전력-작동성(power-operated) 소리 발생기를 환자에게 제공한다. 이명 차단기는 보청기 또는 그와 결

합된 형태의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착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장치는 이명 머리 잡음을 가청 영역 이하로 가

라앉히기 위한 차단기이다. 이는 환자가 선택한 중앙 주파수를 갖는 잡음 신호를 사용하여 구현되는데, 출력되는 잡음

신호는 이명보다 대역폭과 세기가 더 크므로, 이명 차단 효과가 촉진된다. 차단기의 실제 잡음 생성은 잡음 발생기(no

ise generator)에 의해 수행된다. 이것은 오직 귀 뒤에 부착하기 위한(behind-the-ear) 기구로만 생산될 수 있다.

Junker에 의한 미국 특허 제5,167,236호는 귀 뒤에 부착하기 위한 이명 차단기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 이명 차단기는

이어 피스(ear-piece)를 통해 생산되는 소리 스펙트럼이 바탕톤(fundamental tone)을 갖는 선 스펙트럼을 포함하기 

위해 고안된 전자 회로이다.

Voroba 등에 의한 미국 특허 제4,870,688호는 보통 이명이라고 불리는 머리에서 울리거나 윙윙거리는 증상이 있는 

환자가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보청기 회로에 연결된 소리원(sound source)으로서 가상의 무작위 주파수 잡음 생성

기를 사용하여 고안된 전자 회로를 포함하는 보청기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특허의 도면은 목적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소스(source)로서 표준 보청기 마이크만을 밝히고 있다.

기타 관련 특허는 다음과 같다.

미국 특허 제5,024,612호는 외이도(external ear canal)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와 이명을 가라앉히는 장치에 관한 것

이고;

미국 특허 제5,628,330호는 이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고;

미국 특허 제4,735,968호는 AOAA로 이명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미국 특허 제5,279,292호는 이식 가능한(implantable) 보청기 및 이명 차단기용 충전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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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제5,064,858호는 마약 중독, 이명 및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프로카인(procaine)의

보호 복합체에 관한 것이고;

미국 특허 제4,954,486호는 이명 억제제로서의 프로세미드(furosemide)에 관한 것이고;

미국 특허 제4,984,579호는 감각 신경성 난청(sensorineural hearing loss), 현기증 (vertigo), 이명 및 귀의 멍멍함(

aural fullness)의 치료를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고;

미국 특허 제4,956,391호는 마약 중독, 이명 및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프로카인 (procaine)

의 보호 복합체에 관한 것이고;

미국 특허 제5,589,183호는 신경성 진성 당뇨병 (neurogenic diabetes mellitus) 및 다른 질환의 치료를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고;

미국 특허 제4,759,070호는 환자가 조절하는 마스터 보청기에 관한 것이고;

미국 특허 제4,226,248호는 포노세팔로그래픽(phonocephalographic) 장치에 관한 것이고;

미국 특허 제5,563,140호는 1-(아미노알킬)-3-(벤질)-퀴녹살린-2-원 유도체를 신경 보호 조성물의 제조에 사용하

는 용도에 관한 것이고;

미국 특허 제4,680,798호는 보청기에 사용하기 위한 오디오 신호 처리 회로와 상기 회로를 작동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미국 특허 제3,764,748호는 이식된 보청기에 관한 것이다.

현재 이명 장치의 실패가 의학적 지식이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기 때문이든 또는 제품 성능 때문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명증 및 청각과민증 환자는 부적합한 질의 삶을 살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모든 환자는 참고로서 여기에 포함된 것이다.

발명의 간단한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기 종래 기술의 문제를 해결한다.

Gooch와 달리, 본 발명은 이어 셀(ear shell) 내부에 완비되며, 전자기학적 또는 송신기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더

욱이, 대역폭과 중앙 주파수 선택(center-frequency selection)을 위한 디지털 기술이 결합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오픈-이어(open-ear) 디자인에서 최상의 성능을 가진다. 많은 경우, 자극기가 보청기 회로(hearing aid circuit)에 결

합되어 난청(hearing loss)을 보완할 수 있다.

Hocks 등과 달리, 본 발명은 삽입 손실(insertion loss) 없이 미관상 보기 좋은 오픈-이어 이도 장치(open-ear in-th

e-canal device)를 구현하였다. 더욱이, 열 회로 잡음(thermal circuit noise)에 의한 잡음의 발생은 더 적은 전자 부

품과 더 나은 제품 신뢰성을 요구하게 된다.

Voroba 등과 달리, 본 발명의 소리 원천은 열적 잡음에 의한 것으로, 청각보조장치의 전지를 위해 최적화된 대역폭, 

이득(gain) 및 낮은 전류 방출(drain)을 위해 특수하게 디자인된 것이며, 의사 무작위(pseudorandom) 주파수 잡음 발

생기가 아니다.

본 발명은 안정적인 측두 성질을 가진 소리를 제공하므로, 머리를 움직여도 본 발명을 사용하는 사람의 고막에 어떤 

신호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

본 발명은 실제 세상의 소리를 모방하기 위해 광대역의 스펙트럼을 제공하므로, 중앙 청각계 내에 새로운 패턴의 소

리와의 강한 부정적 결합이 없다.

본 발명은 귀 형상(earmold)과 관을 연결한 조립품으로 구성된 BTE와 비교하면 미각적으로 디자인이 매우 우수하다

. 이 장치를 착용한 징후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만 이명 소리나 다른 소리의 감지에 익

숙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징은 매우 유용하다.

본 발명에 따른 제품을 적절히 사용하면 전화 사용이 개선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귀 형상 관 제작(earmold tubing)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종래 BTE의 귀 형상 관 제작에서 발생

하는 습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본 발명은 귀 형상(earmold)과 귀 형상 관(earmold tubing)을 제거하여 양쪽 귀에 서로 일치하는 청각 반응을 보인다

.

본 발명의 디자인은, 수신기가 귀 뒤에 위치하고 귀 형상 관과 귀 형상을 거쳐야만 하는 BTE에 비해, 고막에 부딪히

는 소리 스펙트럼에 대해 좀 더 나은 각도를 가진다. BTE는 관 길이와 귀 형상 삽입 깊이에 차이가 있어 소리 스펙트

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본 발명은 수신기가 외이도 사분면(superior external ear canal quadrant)에 위치하여 왁스 임팩션(wax impaction

)에 덜 민감하다.

본 발명은 음량 조절 테이퍼(taper)를 갖고 있어, 매우 안정적인 신호 출력을 유지하면서 저레벨 소리의 매우 불연속

적인(discrete) 조절을 가능케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귀 내부의 관 오픈-이어(canal open-ear)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귀 내부의 나선 오픈-이어(Helix open-ear)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귀 내부의 CIC 오픈-이어(CIC open-ear)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귀 내부의 적절한 위치에 장치를 잡아주는 또 다른 지지 시스템(alternative retention system)을 가진 CIC 

오픈-이어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머리 위에서 본 전형적인 인간 귀 내부를 자기 공명 영상(MRI)을 통해 예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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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최소의 저항이 최대의 음량을 산출하는 100 KΩ의 가변 저항기을 사용하여 음량을 조절하는 분류 A의 바람

직한 전기회로를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2단 짜리 분류 A의 바람직한 전기회로를 구현한 도면,

도 8은 3단 짜리 분류 D의 바람직한 전기회로를 구현한 도면,

도 9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K-증폭기 3단 짜리 분류 D의 전기회로를 구현한 도면,

도 10은 프로그램이 가능한 Intrigue TM 3단 짜리 분류 D의 바람직한 전기회로를 구현한 도면,

도 11은 TRI의 다양한 음량 조절 위치의 주파수 반응을 나타내는 도면,

도 12∼16은 1.5V 전지에서 잡음 신호의 주파수 영역을 나타내며, 여기서 'SPL'은 본 발명의 장치에 의해 생성되는 

RMS(root-mean-square) 잡음 소리압 수준(noise sound pressure level)을 나타내고, 도 12는 최고 82.1 dB SPL

을 나타내고, 도 13은 최고 82.7 dB SPL을 나타내고, 도 14는 최고 82.9 dB SPL을 나타내고, 도 15는 최고 85.5 dB

SPL을 나타내며, 도 16은 최고 86.4 dB SPL을 나타낸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명증 및 청각과민증을 치료하기 위해 오픈 이어 청각 경로 자극기(open ear auditory passway stimulator)가 연구

되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이명 재훈련 기구(Tinnitus Retraining Instrument, 이하 'TRI')라고 불리

고 있다. 이는 장치라기보다는 연관 치료(associated therapy)를 더 의미하는 표현이며, 차단기와 같은 다른 장치와 

구별된다.

도 1은 옆에서 바라본 귀 내부의 TRI 장치(1)를 나타낸 그림이다. 도 1은 아크릴 셀(shell)로 만들어진 관 오픈-이어(

canal open-ear) 모델(1)을 나타낸다. 고막(TM)(3)이 TRI(1)의 수신기(6)로부터 방출된 음파에 의해 휜다(deflecte

d). 두 개의 소리 원천이 TM(3)에 도달하는데, 하나는 TRI(1)에 의해 전달된 소리이며,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같이 주위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온다. TRI(1)의 구조는 외이도(external ear canal)(2)의 하위부분 또는 

바닥의 반 정도(4)가 완전히 열려있도록 되어 있다. 원 신호를 변화시키는 상호변조가 개입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외

부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이도(2)가 막혀 있으면, 보통 낮은 주파수가 도입되어 착용자가 동굴 속에 있

는 것과 같이 그들의 목소리가 울리게 된다. 만약 외이도(2)가 충분히(약 50%가량) 열려 있으면, 이도 공명(ear canal

resonance)은 변하지 않고 착용자는 정상적인 음질의 소리를 듣게 된다. 수신기(6)에 대한 왁스(wax) 관련 문제가 

제품의 신뢰도 면에서 최적의 디자인을 만드는 데엔 조금 떨어지게 하나, 상위 이도가 열려져 있는 경우도 상기와 같

은 효과를 얻을 것이다. 지지 암(retention arms)(14 와 15)은 TRI(1)의 셀 하우징(shell housing)의 위치를 잡아주

어, 외이도(2)가 열려 있도록 하고 가장 민감한 표면 부위인 고막(3)의 상위부분에 수신기를 적절히 향하도록 한다.

전자회로는 면판(faceplate)(9) 위에 실장되고(도 3 참조), 배터리 도어(battery door)(10)와 전지 접촉단자(battery 

contacts)(11)는 리츠선(13)을 통해 잡음 발생기(8), 증폭기(7), 수신기(6)에 전원을 연결한다. 여기에서 잡음이 발생

되고 음향호른(23)을 통해 고막(3)까지 직접 전달된다. 이때, 전달된 잡음 레벨은 음량 조절기(12)에 의해 조절된다. 

관 오픈-이어(COE)의 디자인은, 기존의 귀 형상과 외부 귀(pina)(21)에 맞도록 연결한 관으로 이루어진 BTE(behind

-the ear)와 비교하면 미관상 매우 우수하다. 이 장치를 착용한 징후로 어떤 감정의 반응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만 이

명의 지각이 습성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징이 매우 중요하다. 마이크로트로닉(Microtronic) #6 음량 조절 어댑

터 고리(adapter ring)가 사용될 수 있으며, 도선(13)은 리츠 44 게이즈 5 가닥 자석 전선(Litz 44 gauge 5 strand m

agnet wire)과 유사한 절연된 전선 가닥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제품을 적절히 사용하면, 소리 전달면에서 그리고 외이도(external ear canal) 근처 전화 수신기의 배

치 면에서 볼 때, 보통 사용하는 것처럼 전화사용이 개선된다. BTE 제품의 경우, 만약 BTE가 보청기이기도 하다면 

전화 수신기와 함께 재배치되어야 하고, 만약 BTE가 마이크를 구비하지 않았으면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은 BTE의 귀 형상과 귀 형상 관을 제거함으로써 양쪽 귀 모두 동시에 일치하는 청각 반응을 얻게 된다. 

본 발명의 디자인은 수신기가 귀 뒤에 위치하고 귀 형상 관과 귀 형상을 거쳐야 하는 BTE에 비해, TM에 부딪히는 소

리 스펙트럼에 대해 좀 더 나은 각도를 가진다. BTE는 관 길이와 귀 형상 삽입 깊이에 차이가 있어 소리 스펙트럼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본 발명은 안정적인 측두 성질을 가진 소리 엔벨롭(sound envelop of stable temporal 

chracteristics)이 있어, 머리의 움직임이 TM(3)에 닿는 신호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도 2는 오픈 이어의 나선(helix) 기반 TRI(17)를 도시한 것이다. 이것은 피나(pina)(21)의 나선에 외이 보울(concha 

bowl)을 채움으로써 지나치게 작은 귀가 COE 또는 CIC 유닛에 맞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장치의 원리는 상기와 같다.

더 큰 전지 또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지 변경으로 수명을 늘릴 수 있다.

도 3은 오픈 이어의 CIC(completely-in-the-canal) 기반 TRI(18)를 도시한 것이다. CIC TRI(18)는 고유의 위치 시

스템을 사용하여 TM(3)에 수신기(6)가 적절히 향하도록 하였다. 도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위치결정은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TM(3)의 신호가 변경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측두 성질의 소리 엔벨롭(sound envelop of stabl

e temporal chracteristics)을 전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사지털(sagital)판 또는 면판(9)은 외이도(2)의 정점(apex)

에 통로를 가지고 있고, 이도의 아래 부분(4)은 장치의 말단 또는 중앙 끝단까지 비어있고 중앙이 막히지 않게 남겨져

있으며, 여기서 중앙의 신호 동측 루트(IROS)(ipsolateral-route-of-signal) 벤트 리테이너(vent retainer)(33)는 상

기 장치(18)를 외이도(2)의 상위 부분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하부 이도(4)가 열린 상태를 유지하여 자유 영역의 소리 

전달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막힘이 없게 한다. CIC는 장치가 외이도(2)에 깊숙이 존재하여 가장 미각적으로 보기 좋은

제품이며, 붙박이(built-in) 추출 코드(extraction cord)(22)를 가지고 있다. 추출 코드(22)는 음량 조절기의 연장으

로서의 역할도 하므로, 집게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 사이에서 코드의 누빈(nubbin)을 돌려 잡음 레벨을 조절할 수 있다

. CIC 디자인은 전지 크기 '5 A'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 8의 분류 D와 같은 효율적인 회로를 사용하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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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전지 수명을 갖도록 해야 한다.

도 4는 오픈 이어 CIC(118)를 위한 또 하나의 디자인을 도시한 것으로, 장치의 모든 원리는 같다.

도 5는 보통 사람의 귀 내부에 있는 COE 기반 TRI 장치를 자기 공명 영상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을 

통해 머리 상부에서 하부로 도면화한 것이다. 외이도(2)와 외이도(2)의 첫번째 및 두번째 방향성 굴곡(directional be

nd)이 도시되었다. 전이(24) 및 후이(25) 면은 어떻게 COE 셀이 정확히 이도를 따르도록 주형되어야 하는지 보여준

다. 나선(helix)(14) 및 강(cavum)(15) 지지 암은 이도의 하부(4)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상부 이도를 채우도록 공간을

유지시키고, 이와 동시에 전이(24) 및 후이(25) 관 사분면은 수신기가 TM(3)의 상부를 향하도록 채워진다.

도 6은 분류 A 전자 회로의 바람직한 실시예이다. 기본 작동 증폭기(27)는 기본 회로를 형성하는 트랜지스터(28)로 

들어간다. 제너 다이오드(29), 모토롤라 유형의 MLL4684 또는 그와 동등한 것이 증폭기 회로의 코너 주파수를 확립

하는 축전지(30) 내부로의 입력과 접지 전위 사이에서 설정된다. 제너 다이오드(29)와 RC 입력 회로에 의해 형성되는

잡음 발생기는 작동 증폭기/트랜지스터의 요구에 의해 주로 지시되는(dictated) 전류 드레인(drain)을 거의 필요로 하

지 않는다. 변환기(transducer)는 주파수 감응과 임피던스에 따라 선택된다. 고 임피던스 변환기는 전류 드로우(draw

)를 감소시킨다. 장치에 필요한 전체 전류 드레인은 변환기의 전기적/음향적 효율과 그 장치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전

달되도록 설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음량 조절기(12) 테이퍼는 가능한 한 많이 '굽어진(bend)' 것을 선택한다. 대

부분의 조절은 첫번째 수천 옴(Ohm)의 저항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음량 조절기에 선택된 저항이 최소이면, 이득(g

ain)은 가장 큰 잡음(noise) 출력까지 최대한 증대된다. 음량 조절기의 저항 테이퍼는 전형적으로 24 dB의 범위 안에

서 약 1.5 dB을 증가시킨다. 도 6에서, 변환기는 상업적으로 Knowles Electronics (Chicago, IL)에서 시판하는 모델 

ED 1914이며, V B 는 전형적으로 약 60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배터리이다.

도 7은 더 완만한 전압 이득을 위한 균형잡힌 단(stage)을 갖고 있어 신호의 안정성이 향상되고 전지의 수명이 길어

진, 2단 짜리 분류 A 전자 회로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를 나타낸다.

도 8 은 여기에서 언급되었거나 또는 적용 범위가 특정한 집적 회로를 갖도록 제조된 셀 모델 중 어느 하나와 결합된 

3단 짜리 분류 D의 전자 회로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를 나타내며, 이 때 증폭기 입력 단 (stage)과 C-MOS 출력 

단 (분류 D)은 동일한 하이브리드 또는 두 개의 분리된 하이브리드 위에 존재한다. 기본 작동 증폭기(27)는 기본 회로

를 형성하는 인버트(invert) 작동 증폭기(128)로 들어간다. 제너 다이오드(29), 모토롤라 유형의 MLL4684 또는 그와

동등한 것이 증폭기 회로의 코너 주파수를 확립하는 축전기(30) 안으로의 입력과 접지 전위 사이에 배치된다. 제너 

다이오드(29)와 RC 입력 회로에 의해 형성되는 잡음 발생기는 작동 증폭기/인버트 작동 증폭기의 요구에 의해 주로 

지시되는 전류 드레인 (drain)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변환기는 주파수 감응과 임피던스에 따라 선택된다. 고 임

피던스 변환기는 전류 드로우(draw)를 감소시킨다. 장치에 필요한 전체 전류 드레인은 변환기의 전기적/음향적 효과

와 그 장치의 음량이 얼마나 크게 전달되도록 설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분류(Class) A의 설계와 마찬가지로, 음량

조절기(volume control)(12) 테이퍼 (taper)는 가능한 한 많이 굽어지도록 선택된다. 대부분의 조절은 첫번째 수천 

옴(Ohm)의 저항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회로의 이득(gain)은 데시벨(decibel)로 측정된 부회로(subcircuit)의 시리

즈 이득(series gains)의 합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음량 조절기에 선택된 저항이 최소인 경우, 이득은 가장 큰 잡음 

출력까지 최대한 증대된다. 음량 조절기의 저항 테이퍼는 전형적으로 38 dB의 범위 안에서 약 1.5 dB을 증가시킨다. 

도 8에서 수신기(receiver)(306)로는 상업적으로 Cherry Electronics (Chicago, IL)에서 시판하는 모델 FD 3286 또

는 모델 FD 3287가 사용될 수 있다. 트리머(trimmer)(130)는 100K의 가변 저항기이다.

도 9는 프로그램 가능한 K-amp 3단 짜리 분류 D의 전기 회로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를 나타낸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당한 회로는 미국 특허 제5,131,046호에 나와 있다.

도 10은 프로그램 가능한 Intrigue™ 3단 짜리 2-채널 분류 D의 전기 회로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를 나타낸다.

도 11은 직접 접근(access) 2 cc 결합기(coupler)가 달린 NOAH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매드센 전자 회사(Madsen 

Electronics., Inc.)의 모델 'Auricle'에서 측정된 것과 같은, TRI(1)의 여러 가지 음량 조절기 위치의 주파수 감응을 

나타낸 것이다. 표 1은 잡음 이득에 대한 음량 조절기 회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음량 조절기(VC)의 테이퍼는, 우

수한 전압 안정성과 안정적인 측두 성질의 소리 엔벨롭을 갖고 거의 들을 수 없는 범위인 매우 낮은 이득에서 매우 불

연속적인(discrete)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정되며, 이 때 머리를 움직여도 TM(3)에서 측정되는 신호를 변화시키지 않

는다. 또한, VC는 이득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동안에 테이퍼가 긁히거나 변형되지 않는, 매우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도 12∼16은 82∼85 dB의 잡음 레벨을 발생시키는 본래의 잡음 자극기(noise stimulator)의 스펙트럼 특성을 도시

한 것으로, 이 결과는 9개 장치의 평균이다.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

다음은 첨부된 도면에서 사용되는 구성 요소와 이들 구성 요소로 사용 가능한 상업적 제품들의 목록이다.

1 COE 셀(shell)

2 외이도(external ear canal)

3 TM(고막)

4 외이도의 아래쪽 4분면

6 수신기(receiver)

7 증폭기 회로(amplifier circuit)

8 잡음 발생 회로(noise source circuit)

9 (Entech 10A 면판과 같은) 면판(face plate)

10 (Entech 10A의 배터리 도어와 같은) 배터리 도어(battery door)

11 배터리 컴파트먼트(battery compartment) (예를 들어, Entech 10A 절연 배터리 컴파트먼트 부트)



등록특허  10-0462116

- 7 -

12 음량 조절기 (Microtronic 등)

13 리츠 도선 (litz wires)

14 외이 지지 암(concha retention arm)

15 강 지지 암(cavum retention arm)

17 나선(Helix) 기반 OE-TRI 장치

18 CIC 기반 TRI 장치

21 피나(pina)

22 추출 코드(extraction cord)

23 음향 호른(acoustic horn)

24 전이도(anterior ear canal)

25 후이도(posterior ear canal)

27 작동 증폭기(operational amplifier)

28 트랜지스터

29 (NTE Electronics Cat # 5005A 제너 다이오드와 같은) 제너 다이오드

30 (Tansitor R 0.068 ㎌ 축전기와 같은) 축전기

33 벤트 리테이너(vent retainer)

34 턱이 움직여도 장치(118)가 제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 위부터 아래까지 관상 봉합 면(coronal plane)을 차지하는

수직 벽

35 외이도의 천신경 말단(superficial nerve endings)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부 이도에 가

해지는 장치(118)의 힘을 충분한 표면 영역에 분산시키는 푸터(footer)

106 Knowles ? ED 1914 수신기

108 마이크 (Knowles)

117 Microtronic의 가변 저항기

118 또 다른 CIC 기반 TRI 장치

119 출력 축전기 (Tansitor ? )

120 1.1 V DC 배터리 셀 (보통 Rayovac의 #13, 312, 10A 및 5A)

124 Micronic PJ 88 음량 조절기

125 고주파수 부스트 축전기(boost capacitor) (Tansitor R )

131 내장형 조정기(on-board regulator)

201 (Brill International 47 Ω 저항기와 같은) 바이어스 저항기

202 (Brill Interantional 10 ㏀ 저항기와 같은) 잡음 발생기용 피드백 저항기

203 (Brill Interantional 100 Ω 저항기와 같은) 저항기

206 수신기 (Knowles)

218 출력 축전기

219 출력 격리 축전기 (Tansitor R ) (Vbatt의 복사판)

227 Monolithic IC 고이득 분류 A 증폭기

327 Monolithic IC (2단 짜리) 고이득 분류 A 증폭기

395 Tansitor R 2.2 ㎌ 축전기

397 Tansitor R 0.047 ㎌ 축전기

427 Monolithic IC (2단 짜리) 고이득 분류 D 증폭기

527 C-MOS 증폭기, 출력 단 분류 D

627 Etymotic Research로부터 상업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K-amp 프로그램 가능한 집적 회로

C IN 220 ㎋ 축전기

[표 1]

출력 잡음 레벨에 대한 음량 조절기의 위치

음량 조절기의 설정 이득 (gain) 피크 주파수

켜짐 -5 dB 10,000 ㎐

1/8 켜짐 -4 dB 2727 ㎐

2/8 켜짐 0 dB 2720 ㎐

3/8 켜짐 10 dB 2720 ㎐

1/2 켜짐 13 dB 2720 ㎐

5/8 켜짐 16 dB 2800 ㎐

3/4 켜짐 17 dB 2800 ㎐

7/8 켜짐 19 dB 2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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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켜짐 25 dB 2720 ㎐

모두 켜짐 38 dB 2900 ㎐

여기에 기술된 모든 측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표준 온도, 표준 압력 및 지구의 평균 해면에서 실시한 것이다. 또

한, 사람에게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되고자 하는 모든 물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생체 적합성이 있다.

상기 실시 형태는 단지 실시예로서 나타낸 것일 뿐이며, 본 발명의 범위는 오직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되

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의 이도(ear canal)(2)에 삽입되는 귀속형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장치는 셀을 포함하며;

상기 셀은, 청각 경로를 자극하여 이명증 및 청각과민증을 치료하기 위한 광대역의 신호를 생성하는 잡음 발생기(8)

와, 상기 잡음 발생기에 연결되어 상기에서 생성된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7)와, 상기 증폭기에 연결되어 상기에서 

증폭된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6)와, 상기 수신기로부터의 신호를 사용자의 고막(3)에 전달하는 음향 호른(23)을 포

함하며;

상기 장치는, 주변의 소리를 고막에 전달하기 위해 이도 전체가 막혀 있지 않고 적어도 일부가 열려 있도록 이도의 일

부에 빈 공간이 형성된 모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명증 및 청각과민증을 치료하기 위한 이명 습관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이도가 50% 정도 열려 있도록 하는 모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명증 및 청각과민증을 치료하기 

위한 이명 습관기.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를 상기 이도 내에 위치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명증 및 청각과민증을 치

료하기 위한 이명 습관기.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결정 수단은 한 쌍의 지지 암(retention arm)(14, 15)을 포함하며;

상기 지지 암은 상기 수신기가 상기 고막의 상부를 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명증 및 청각과

민증을 치료하기 위한 이명 습관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전달되는 잡음의 레벨을 조절하기 위한 음량 조절 수단(12)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명증 및 청각과민증

을 치료하기 위한 이명 습관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음량 조절 수단은, 안정적인 신호 출력을 유지하면서 저레벨 소리의 불연속적인(discrete)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테이퍼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명증 및 청각과민증을 치료하기 위한 이명 습관기.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셀은 면판(faceplate)(9)을 더 포함하고, 상기 면판은 주위의 소리가 이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외이도의 정점(ap

ex)에 통로를 가지며;

벤트 리테이너(vent retainer)(33)가 추가적으로 상기 장치의 말단에 위치하고, 상기 벤트 리테이너는 상기 장치가 외

이도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받쳐주는 동시에, 하부 이도를 열려있게 하여 실제로 자유로운 소리 전달이 방해받지 않도

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명증 및 청각과민증을 치료하기 위한 이명 습관기.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면판에 부착된 추출 코드(extraction cord)(22)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명증 및 청각과민증을 치

료하기 위한 이명 습관기.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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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출 코드는 상기 잡음 발생기에 의해 생성되는 잡음 레벨을 조절하기 위한 음량 조절기의 연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명증 및 청각과민증을 치료하기 위한 이명 습관기.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잡음 발생기는 열 회로 잡음 발생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명증 및 청각과민증을 치료하기 위한 이

명 습관기.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잡음 발생기에 의해 생성되는 잡음의 음량을 0 dB까지 조절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명증 및 청각과민증을 치료하기 위한 이명 습관기.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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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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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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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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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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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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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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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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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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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