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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걸이 오픈형 청각보조의료기기 시스템 개발
○ 추진경과
2014.05.12. : “사용자 친화형 고급 보청용 의료기기 기술 개발”

수요자 맞춤형 인공지능 청각보조의료기기 개발
○ 추진배경 및 필요성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0만명 이상, 미국의 경우 3천만명

KERI 탑다운 과제 수요 제안서 제출
2014.06.~07. : KERI탑다운 기획대상 과제 선정 및 보청기 특허 조사

이상이 노인성 난청으로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격고 있음. 개인
맞춤형 청각보조의료기기의 가격이 수백만원 이상 고가이고, 품질

2014.07.01.~08.31. : 사용자 친화형 무선통신 융합 보청기 기술
개발 사업 기획 연구

또한 개인에 따라 특성 편차가 크고, 편리하게 사용이 어려워,
노령 사회를 대비한 고품질 저가격의 국산 청각보조의료기기

2014.11. : KERI 탑다운 과제 선정(과제명 : 사용자 친화형 무선통신
융합 스타트 보청기 기술 개발)

개발이 매우 필요
기존 청각보조의료기기의 다양한 기능적 문제와 가격 문제를

2015.01.~12. : KERI 탑다운 1단계 1차년도 수행
2015.11. : 과제 연차 평가 및 2차년도 계획 수행 평가

해결하기 위해,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음.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개인

2016.01.~12. : KERI 탑다운 1단계 2차년도 수행
2016.11. : 과제 연차 평가 및 3차년도 계획 수행 평가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새로움 패러다임의 청각보조의료기기
제품 및 플랫폼 개발이 필요

2017.01.~12. : KERI 탑다운 1단계 3차년도 수행
2017.05.~08. : KERI 탑다운 2단계 기획 신청 및 2단계 기획(과

관련 의료기기는 대외 기술 의존도가 높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매우 큼. 또한,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급격히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제명 변경 : 수요자 맞춤형 인공지능 청각보조의료기기 개발)
2017.09.08. : 1단계 종료 현장 평가 수검

증가하고 있는 청각보조의료기기 시장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음성 서비스 제품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핵심 소프트웨어 및

2017.09.26. : 2단계 기획 평가
2017.12. : KERI 탑다운 2단계 수행 승인(연구 업무 심의 위원회 승인)

하드웨어 기술 개발이 필요

2017.12. : 2017년 KERI 대상 최우수상 수상(스마트 보청기 시스템 기술)
2018.01.~12.31. : KERI 탑다운 2단계 1 차년도 수행(과제명 : 수요자

○ 추진기간 : 2015.1.1 ~ 2020.12.31

맞춤형 인공지능 청각보조의료기기 개발)
2019. 01. : 2018년도 우수과제 선정(’청각보조의료기기 기술

○ 총사업비 : 8,957백만원
1단계
2015~2017
4,430백만원

2단계
2018~2020
3,813백만원

합계

개발팀‘- 최우수)
2019.01. : KERI 주요사업 중점추진 과제 2단계 2차년도 착수

2015~2020(총6년)
8,243백만원

2019.10. : KERI Techfair (2019. 10. 30-31)에 이어버드형 KERI
smart hearing aids 목업 전시 및 홍보

○ 주요 연구내용
환경분류 기능을 내장한 인공지능 청각보조의료기기 SoC 개발

2020. 01. : 2019년도 우수과제 선정(’인공지능 청각보조의료
기기 개발 팀‘- 최우수)

기계학습을 이용한 다양한 잡음 환경 인식 기술 개발
방향성 청각보조의료기기 알고리즘 개발
난청 상황에 맞는 청각보조 알고리즘 (잡음제거, 압축기술, 되울림
제거 기술) 최적화 기술 개발
온라인 청각테스트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청각보조의료기기
제어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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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 :

KERI 주요사업 중점추진 과제 2단계 3차년도 착수

사업수행자 ○ 최초 제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제안자 : 책임급 박영진
(관련자 및
- 최종 결재자 : 원 장 최규하
업무분담
내용)

○ 사업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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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직급

과제책임자 박영진 책임급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

참여기간
2015.01.~현재

연구자

양기동 선임급

연구자
연구자
연구자
연구자
연구자
연구자
연구자
연구자
연구자

김선권
조경환
오준택
김관호
안홍섭
최해영
이상화
김광수
박해수

선임급
선임급
선임급
책임급
선임급
선임급
선임급
책임급
책임급

2015.11.~2018.12.
2015.11.~현재
2016.07.~2018.08.
2015.01.~2019
2016.01.~2018.04.
2018.01.~현재
2015.01.~2016.12.
2015.01.~2016.04.
2019.01.~ 현재

연구자

김지은

원급

2019. 5 ~ 현재

연구자
연구자
연구자

엄승욱 책임급 2019.5~2019. 12
김종진 선임급 2019.10 ~ 현재
도칠훈 책임급 2020.1 ~ 현재

한양대학교(2017.12.~

2015.01.~현재

2019.12),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과제 업무 총괄, 시스템 총괄,
무선전력전송
MEMS방향성 마이크,
음성신호처리
보청알고리즘
SoC 디지털 개발
SoC 아날로그 회로 설계
성능평가
환경인식
리튬 전지
오디오 음성 전송
인이어 플랫폼
인이어 헬스케어 플랫폼
청각보조의료기기
무선충전
보청기용 전지
인이어 헬스케어
보청기용 이차 전지

인하대학교(2015.01.~2018.12.),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2015.01. ~ 2016.12.)

관련자
○ 1단계 (2015.01.~2017.12.)
대만반도체 65nm CMOS mixed low power 공정을 이용한 아날로그디지털 통합 SoC 개발(ADC, 7 CORES, 0.6mW디지털 전력소모)
기계학습을 이용한 환경분류 기술 및 이를 이용한 잡음 제거 및
보청 알고리즘 개발(광대역 신호 압축 기술, 잡음 제거 기술 외)
세계 최소 크기의 MEMS 방향성 마이크 개발(3×1.5mm, 방향성
응답 측정 >0.55mV/Pa)
BLE4.2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한 통화 음성
추진실적

실시간 전송 기술 개발(최대 음성 전송 속도 64kbps)
자기 공진 기술을 응용한 오픈형 보청기용 무선충전 기술 개발
저전력 무선통신 BLE 4.2를 이용한 실시간 생체 신호(체온, 맥박,
가속도) 실시
스마트 보청기 시스템 기술 이전(착수기술료 11억, 경상 기술료
최대 100억)
○ 2단계 1차년 (2018.01.~2018.12.)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아날로그 통합 저전력 음성신호처리
SoC 개발 (1.16 mW, 코어 수 8개)
MCRA 잡음 추정 알고리즘을 KERI-SHA칩셋에 최적화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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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및 어셈블리 수준 검증 (잡음 제거 5.5dB)
 Log MMS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잡음 제거§난청 맞춤형 다채널
음성 압축 알고리즘 개발 및 제어프로그램 개발 (8채널 이상)
기계 학습을 이용한 실제 외부 환경 잡음 분류 파라미터도출
및 특성 분석
청각보조의료기기 성능 평가 기술 개발§기존칩을 이용한 목업
제작 및 성능 평가 (최대 출력 >103.6dB)
청각보조의료기기용 방향성 마이크로폰 신호대잡음비측정 (73.3dB)
BLE 4.2를 이용하고, 비접촉식 충전이 가능한 소형, 저전력 웨어러블
모바일 헬스 케어 모듈 개발
착수 기술료 5.5억원
○ 2단계 2차년 (2019.01.~2019.12.)
TSMC 65nm mixed low power 공정을 이용한 청각보조의료기기
SoC 및 fBGA 패키지 개발(칩면적: 2.5×3.2mm, 칩 소모전력
1.1mW, fBGA 40pins 3.5×4.2mm×1.15mm)
최대 출력 110dB, 64 bands/64 ch 지원
7코어 1 MCU로 구성되어 있으며, 2 ADC, 1 DAC 및 class-D
amp로 구성
Gaussian mixture model을 이용하여 PC에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특징을 분류하여 파라미터 추출(노이즈 DB 활용)
10개 환경에 대한 분류 파라미터 추출하여, 분류가 가능하도록
구현
SoC에 직접 구현이 가능하도록, Fixed point로 검증(기존은
Floating point 연산만으로 검증)
보청기의 주요 알고리즘인 잡음 제거, 압축 기술, 되울림 제거
기술을 실제 KERI-SoC에 구현 및 최적화 (NR-7dB, 압축기술
-64ch, 되울림 제거-12.5dB)
스마트폰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청각보조의료기기의 파라미터 원격
제어
음향 크기, 환경에 따른 모드 제어 기능, 잡음 제거 기능을 구현함
2019년에 제작된 earbud형 청각보조의료기기에 적합한, 무선충전
코일 개발, 소형 목업에 실장을 위한 초소형 충전회로 구현,
Bluetooth low energy를 이용한 무선충전 프로토콜 구현
세계 최초로 6.78MHz 자기 공진형 무선전력전송 시작품 개발
(최대 수신 전류 ~40mA, 양쪽기기 무선충전 동시 지원, Li-ion
배터리 내장)
 Earbud형 스마트 보청기 시작품 제작 및 전시 (KERI Tech fair)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와 연구임상 프로토콜 설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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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 알고리즘 원격 제어를 위한 Bluetooth low energy 프로토콜
개발 및 실장(스마트폰 앱을 통한 제어)
인이어 생체 신호 모니터링 모듈과 통화 및 음악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이어 바이오 헬스케어 통합 모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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