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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명 환자의 진료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객관적인 진단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Tunner등은 

이명과 유사한 배경 음을 들려주고 큰 펄스 음으로 놀람 반응을 

유발하는 펄스 전 간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펄스 음 전 

무음구간의 유무에 따라 놀람 반응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물의 

이명 유무를 진단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동물의 이명 연구에서는 

행동학적 반응의 크기를 측정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펄스 전 

간격법을 이용한 사람의 놀람 반응 측정을 청성 유발 반응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이명의 원인이 청각 중추 

신경계의 비정상적인 활동이라는 가설과 청각 놀람 반응과 청성 

유발 반응이 동일한 신경경로를 공유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인 이명 진단 연구를 위해 펄스 전 

간격법에 따른 청성 유발 반응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배경 음의 크기 및 주파수, 무음 구간의 유무 및 길이, 펄스 음 전 

길이, 펄스 음의 종류와 같은 다양한 변수를 가지는 펄스 전 

간격법의 소리 자극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출력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µV 이하의 매우 작은 크기를 갖는 청성 유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저잡음 아날로그 및 디지털 회로를 구현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소리 자극 후 반응시간에 따라 크기와 

주파수 대역폭이 다른 청성 유발 반응을 간단하게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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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률 및 필터 대역폭 변경만으로 모두 측정 가능하였다.  

 또한 펄스 전 간격법을 이용한 청성 유발 반응 측정 시 가장 큰 

문제는 측정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0.1~10µV의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수백 혹은 수천 번의 소리 자극을 반복하여 

측정하고 평균화를 통해 측정 시 발생하는 잡음을 제거한다. 펄스 

전 간격법에서는 소리 자극의 주기가 1Hz 미만으로 낮아져 

측정시간이 길어지면서 측정 시 환자의 불편함을 초래하며 잡음 

유입 확률이 높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평균화된 신호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적응 평균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기존 단순 평균화 알고리즘에 비해 

측정시간을 70%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음을 보였다. 

 

주요어 : 이명, 펄스 전 간격법, 청성 유발 반응, 저잡음 회로, 적응 

평균화 알고리즘 

학   번 : 2012-2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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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1.1 이명의 정의 및 원인 

이명이란 귀에서 들리는 소음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말한다. 즉, 

외부로부터의 청각적인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상태이다. 완전히 방음된 조용한 방에서는 모든 사람의 약 95%가 20dB 

이하의 이명을 느끼지만 이는 임상적으로 이명이라고 하지 않으며, 

자신을 괴롭히는 정도의 잡음이 느껴질 때를 이명이라고 한다.  

 이명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가장 유력한 가설은 청각피질(Auditory 

cortex)과 뇌간(Brainstem)을 포함한 일부 청각 중추신경계(Central 

auditory neural pathway)의 비정상적인 활동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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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명의 현황 및 이명 진단의 문제점 

 이명의 유병률은 일반적으로 전 인구의 16~21%로 알려져 있다[2].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2%가 이명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20% 즉, 성인인구의 약 6%가 심한 이명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국내 보고에서도 한국인의 5.4%가 일상생활에 유의한 지장을 주는 

이명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유병률은 당뇨병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사회경제활동이 많은 20~50대가 전체 

환자의 83%에 이른다[3]. 또한 이명은 이비인후과적 문제를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있어 가장 괴롭고 심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질환 중 

하나이다[4]. 

 이명 환자의 진료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객관적인 진단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이명 검사들은 모두 주관적인 

검사로 환자의 협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스스로 내가 

느끼는 이명과 비슷한 외부 소리를 찾거나, 내가 느끼는 이명의 크기와 

비슷한 외부 소리의 크기를 찾아 환자의 이명을 추정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 수준이다. 또한 이명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하기 때문에 

같은 소리의 청각 자극에도 이를 다른 소리로 표현한다[5]. 미국의 한 

대학에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4kHz의 주파수를 갖는 순음을 들려줬을 

때 34%의 환자만이 순음이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환자는 쉭쉭거리는 

소리, 으르렁하는 소리, 휘파람 소리 등과 같이 서로 다른 형태의 

소리로 응답하였다[5]. 또한 환자가 이명진단 결과를 조작하고자 하는 

경우, 또 환자가 너무 어리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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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개요 

 

2.1 이명 진단을 위한 선행 연구 및 문제점 

2006년 Tunner등은 동물의 이명 유무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으로 펄스 전 간격법 (Prepulse Gap Paradigm)을 제시하였다[6]. 

이명과 비슷한 배경 음을 들려주는 중간에 그림 1의 A와 같이 짧은 

무음구간을 삽입하거나 그림 1의 B와 같이 무음구간 없이 배경 음을 

들려주고 큰 펄스 음으로 놀람 반응을 유발하는 방법이다. 이명이 없는 

동물에서는 무음구간을 인지하여 미리 큰 펄스 음에 대비하고 

무음구간이 없을 경우보다 놀람 반응이 더 작은 반면, 이명이 있는 

동물에서는 무음구간을 이명이 채워 큰 펄스 음을 예측하지 못해 

무음구간이 없는 자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크게 놀란다. 놀람 반응은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놀람에 따른 동물의 움직임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이명 검사의 새로운 방법으로 많은 연구진들이 설치류 등의 동물 

실험을 통해 증명했지만 실제 사람에게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다[6-8]. 

 

그림 1. 펄스 전 간격법 자극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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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펄스 전 간격법에 대한 반응이 설치류와 비슷하게 사람에서도 

이명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선행연구로 

펄스 전 간격법의 무음구간 존재 여부를 인식하는 과정이 사람에서도 

이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9]. 

연구결과 펄스 음 직전에 존재하는 무음구간을 인지하는 능력이 이명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큰 소리의 펄스 음 전 

무음구간이 존재하면 정상인은 무음구간을 인지하고 펄스 음에 대비해 

무음구간이 없을 경우보다 덜 놀라지만 이명 환자는 이 무음구간을 

이명이 채워 펄스 음에 대한 놀람 반응이 무음구간이 없을 경우와 

유사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펄스 전 간격법을 

통해 실제 사람의 놀람 반응을 측정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0]. 

놀람 반응은 눈의 깜박임을 안전도(Electrooculogram)를 통해 

측정하였다. 하지만 안전도와 같은 행동학적 반응의 측정은 환자의 

의도에 따라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사 

지표로는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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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결 방안 

 펄스 전 간격법을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처럼 사람의 놀람 

반응을 행동학적 반응으로 측정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 큰 영향을 받고 

반복된 소리 자극의 익숙해짐으로 인해 객관적인 진단법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사람의 의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표를 이용한 진단법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명의 원인으로 가장 유력한 가설이 청각 

중추신경계의 비정상적인 활동이라는 점과 청각 놀람 반응이 동일한 

신경경로를 공유한다는 점[11]에 착안하여 펄스 전 간격법에 대한 놀람 

반응으로 객관적인 지표인 청성 유발 반응(Auditory Evoked Potential, 

AEP)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청성 유발 반응이란 인간의 청신경 및 뇌가 소리에 반응하는 시간과 

관련된 전위이다. 그림 2와 같이 말초 청각기관에서부터 청각 

중추신경계에 이르는 동안 발생하는 변화는 어느 정도 잠복시간을 

갖는데, 자극 후 1.5~2ms 이내에서 나타나는 반응인 와우 전기 

반응(Electrocochleogram, ECochG), 연수와 뇌간 사이에서 10~15ms 

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인 청각뇌간 유발 반응(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 15~50ms 이내에 나타나는 청각피질에서의 반응인 

청각 중간 반응(Middle Latency Response, MLR), 50~500ms 이내에 

나타나는 청각피질에서의 P1-N1-P2연쇄를 포함하는 반응인 청각피질 

유발 반응(Auditory Cortical Response, ACR)이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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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청성 유발 반응(Auditory Evoked Potential, AE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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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목표 

 

3.1 이명 진단 시스템 개발 

객관적인 이명 진단을 위한 방법으로 펄스 전 간격법을 이용한 청성 

유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펄스 전 간격법에 필요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리 자극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동시에, 반응시간에 따라 

신호 크기와 주파수 대역폭이 다양한 청성 유발 반응을 측정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소리 자극을 생성하고 측정된 

신호를 평균화 및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펄스 전 간격법에서 필요한 30~100dB SPL(Sound Pressure 

Level) 크기의 소리를 출력할 수 있는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부와 반응시간에 따른 다양한 청성 유발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Analog Front-End 및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 부의 

구현이 필요하다. 이는 그림 3과 같은 구조로 구성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단일 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그림 3. 이명 진단 시스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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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시간 단축을 위한 평균화 알고리즘 개발 

청성 유발 반응은 0.1~10µV의 매우 작은 신호로 표면 전극을 통해 

청성 유발 반응을 측정할 때 측정 신호의 SNR은 -20~-30dB로 매우 

낮다[13]. 따라서 수백 혹은 수천 번의 신호를 측정하고 평균화하여 

측정 시 발생하는 잡음을 제거한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청성 유발 

반응을 이용한 청력 역치 검사 방법은 약 10Hz의 소리 자극 주기를 

통해 신호를 측정하므로 측정이 완료되기까지 수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펄스 전 간격법을 이용해 청성 유발 반응을 측정할 

경우 소리 자극의 주기는 1Hz 미만으로 낮아지므로, 수백 혹은 수천 

번의 신호를 측정할 경우 측정시간이 매우 길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측정시간이 길어지면서 주변환경이나 피험자의 상태가 변할 가능성이 

커지고 피험자의 불편함도 증가한다. 따라서 기존에 신호를 평균화하는 

알고리즘보다 더 적은 평균 횟수를 통해 청성 유발 반응을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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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재료 및 방법 

 

제 1 절 이명 진단 시스템 개발 

 

1.1 시스템 요구사항 

1.1.1 하드웨어 

 매우 작은 크기의 청성 유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잡음 회로의 

설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청성 유발 반응은 소리 자극 후 반응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 및 신호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필터의 주파수 대역폭과 증폭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펄스 전 간격법에 사용되는 소리 자극은 이명의 크기와 유사한 30dB 

SPL의 배경 음에서 놀람 반응을 위한 100dB SPL의 큰 펄스 음까지 

소리의 대역폭이 매우 크고 이명과 유사한 고주파의 소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높은 해상도와 높은 샘플링 주파수를 갖는 DAC칩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국제 표준에 근거한 소리 자극의 정확한 calibration도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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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소프트웨어 

 청성 유발 반응은 소리 자극 직후 일정시간 동안 발생한다. 따라서 

소리 자극과 신호 측정 사이에 정확한 동기화 구현이 필요하다. 

 청성 유발 반응의 매우 작은 크기로 인해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백 혹은 수천 번의 신호를 측정하고 평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신호를 평균화하고 출력 및 저장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 

 펄스 전 간격법의 소리 자극은 다양한 자극의 종류, 길이 및 주파수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배경 음은 이명과 비슷한 크기 및 주파수의 

순음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펄스 음은 측정하고자 하는 청성 유발 

반응의 반응시간에 따라 Band-limited white noise, Tone burst, 

Click등의 다양한 소리 자극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무음구간이 

존재하지 않는 소리의 반복적인 자극이나 주기적인 소리의 자극을 통해 

놀람 반응을 위한 펄스 음을 예측할 수 없도록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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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시스템 구성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4와 같다. PC 프로그램(A)을 통해 소리 

자극을 생성하고 측정된 신호를 평균화 및 출력한다. 또한 

하드웨어(B)를 통해 청성 유발 반응을 측정하고 소리 자극을 출력한다. 

청성 유발 반응 측정을 위한 전극(C)의 부착 위치는 Active(Cz), 

Reference(Mastoid), Ground(Forehead) 이며 펄스 전 간격법의 소리 

는 이어폰(D)을 통해 피험자에게 자극된다. 

 

 

그림 4.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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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드웨어 설계 

1.2.1 Analog Front-End 

  Analog Front-End의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Analog Front-End 구성도 

 

저잡음 회로를 위해 Analog Front-End 설계 시 다양한 회로 기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필터 및 증폭기 설계 시 입력 기준 잡음이 1.1nV/√ 인 연산 

증폭기(OPA2211, Texas Instruments, 미국)를 사용하였고 신호의 

차동 및 증폭 시 CMRR이 110dB이상인 계측 증폭기(INA118, Texas 

Instruments, 미국)를 사용하였다. 

둘째, 표면 전극의 접촉 임피던스로 인한 신호의 왜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극의 입력 부분에 1GΩ의 입력 임피던스를 갖는 Buffer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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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큰 증폭이 필요한 청성 유발 반응의 측정 시 오프셋 전압의 

증폭으로 인한 신호의 saturation을 막기 위해 증폭 전 고역 통과 

필터를 통해 오프셋 전압을 제거해주었다. 필터의 차단 주파수는 1Hz로 

설정하여 측정 신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청성 유발 반응 측정 시 주변 전원 선에 의한 공통성분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Active전극과 Reference전극의 차동 성분을 ADC칩에 

입력하고 ADC칩 내의 bias회로를 통해 Ground전극으로의 negative 

feedback을 구현하였다. 

다섯째, ADC칩의 동적 범위(Dynamic range)를 충분히 사용하여 

최대의 해상도를 얻기 위해 측정 신호를 A/D변환 전압 범위에 맞도록 

적절한 증폭률을 적용하였다. A/D변환 입력 전압 범위를 ±2.5V로 

설정할 경우 단일 측정 시 ±20µV 이하의 크기를 갖는 청각뇌간 유발 

반응은 120,000V/V의 증폭률을 설정하였고  ±200µV 이하의 크기를 

갖는 청각피질 유발 반응은 12,000V/V의 증폭률을 설정하여 ±2.4V의 

크기로 증폭하였다. 

 또한, 다양한 주파수 대역폭을 갖는 청성 유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필터의 대역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모든 필터는    

그림 6과 같이 2차 Butterworth Sallen Key 필터로 설계하였고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F급(1%오차) 저항과 K급(10%오차) 커패시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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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고역 통과 필터 B)저역 통과 필터 

 

설계된 필터의 차단 주파수는 PSpice simulation을 통해 검증하였다.  

300~3kHz의 주파수 대역폭을 갖는 청각뇌간 유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고역 통과 필터는 C1, C2=150nF, R1=2.4kΩ, R2=4.9kΩ을 

사용하였고 저역 통과 필터는 R1, R2=3.74kΩ, C1=22nF, C2=10nF을 

사용하였다. PSpice의 주파수 분석을 통해 simulation한 결과 그림 7과 

같이 원하는 필터의 차단 주파수를 확인하였다. 

또한 청각뇌간 유발 반응 측정 시 저역 통과 필터의 차단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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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는 24dB/octave를 넘지 않고 고역 통과 필터의 차단 주파수 

기울기는 12dB/octave를 넘지 않아야 한다[14]. 측정 결과, 그림 7과 

같이 저역 통과 필터는 11.666dB/octave의 기울기를 갖고 고역 통과 

필터는 11.4788dB/octave의 기울기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7. PSpice simulat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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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Analog to Digital Converter 

 청성 유발 반응의 측정을 위해 생체신호측정용 8채널 

ADC칩(ADS1299, Texas Instruments, 미국)을 사용하였다. 상용 

ADC칩의 해상도 (12~16bit)에 비해 높은 해상도(24bit)를 지원해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칩 내에 증폭을 위한 programmable 증폭기와 

negative feedback을 위한 bias회로를 내장하고 있고 250~16kSPS 

사이의 샘플링 주파수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내부 레퍼런스 사용 시      

±4.5V의 입력 전압 범위를 갖고 외부 레퍼런스 회로를 추가하여 

±2.5V의 입력 전압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V의 입력 전압 범위 설정 시 24bit의 ADC를 사용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0.298 의 해상도를 갖는다. 청성 유발 반응 측정 시, 

단일 측정에서 ±20µV 이하의 범위에서 측정이 되는데 120,000배로 

증폭하는 경우, ±2.4V 이하의 범위로 ADC에 입력한다. 사용된 ADC는 

하위 7bit의 잡음 특성을 보이므로 실제 측정에서는 38µV 수준의 

해상도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상기 크기의 해상도는 ±2.5V의 범위에서 

변하는 측정 신호를 충분히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드웨어 구성도는 그림 8과 같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8bit 

AVR(ATmega128, Atmel corporation, 미국)을 사용하여 최대 

16MIPS의 동작이 가능하며 ADC칩과 SPI통신을 통해 연결되어 

ADC칩을 설정하고 제어하며 신호의 디지털 변환 값을 받아들인다. 

DAC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통해 동기 신호를 받아 신호의 측정을 

시작하고 변환된 디지털 신호는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Transmitter) 통신을 통하여 PC로 전송된다. 

소리 자극 출력으로 인한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해 ADC 부는 별도의 

배터리를 사용하였고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통신 시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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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러(FOD8001, Fairchild semiconductor, 미국)를 통해 isolation을 

해주었다. 

 

 

그림 8. 하드웨어 구성도 

 

ADC칩과 마이크로 컨트롤러 사이의 데이터 통신 규약[15]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ADC 데이터 통신 규약[15] 

 

ADS1299의 \DRDY핀은 출력 핀으로 데이터가 준비됐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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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low로 동작하여 A/D변환이 끝났을 때 출력이 low상태로 

떨어진다. \DRDY핀이 low상태로 떨어지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는 

통신을 위한 \CS(Chip Select)핀을 low상태로 만들어 ADC칩과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SCLK는 SPI통신의 클럭으로 4MHz로 동작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ADS1299의 CPOL=0으로 leading edge가 rising 

edge로 동작하고 CPHA = 1로 leading(rising) edge에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trailing(falling) edge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린다. 데이터는 

24bit status를 시작으로 1~8채널까지의 24bit 데이터가 순서대로 

전송된다. 

 ADC데이터의 통신 규약을 그림 10과 같이 Logic analyzer를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모든 핀의 동작이 ADS1299 데이터시트의 

데이터 통신 규약을 만족하였고 SPI 클럭도 4MHz로 정상 동작하였다. 

 

 

그림 10. ADC 데이터 통신 규약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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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Digital to Analog Converter 

 DAC의 구성은 그림 11과 같다. 펄스 전 간격법의 소리 자극 출력을 

위해 DAC 칩(DAC9881, Texas Instruments, 미국)을 사용하였다.  

 

 

그림 11. DAC 구성도 

 

좌/우 2 채널의 출력을 제어하기 위해 2개의 칩을 사용하였고 18bit의 

높은 해상도를 활용하여 30~100 dB SPL의 넓은 대역폭의 소리를 출력 

할 수 있었다. DAC의 출력 전압 범위는 0~5V로 18bit의 해상도에서 

19  단위로 출력이 가능하였다. 또한 최대 20kHz의 고주파 

출력을 위해 40kSPS의 높은 샘플링 주파수로 DAC칩을 제어하였다.. 

 DAC의 출력은 반전 증폭기를 거쳐 신호가 반전되고 오디오 증폭기를 

거치며 다시 반전되어 이어폰을 통해 소리 자극이 된다. 

반전 증폭기(TLC2272, Texas Instruments, 미국)의 증폭 정도에 

따라 전체적인 출력 범위를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선정된 이어폰을 사용하여 100 dB SPL 이상의 소리를 출력하기 위해 

250mW 출력을 갖는 오디오 증폭기(LM4880, Texas Instruments, 

미국) 칩을 선정하였다. 그림8과 같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SPI통신을 

통해 연결되어 소리 자극의 디지털 데이터를 입력 받는다. 소리 자극을 

위한 데이터는 PC에서 UART통신을 통해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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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되며 PC와 통신시 발생하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isolation 

해주었다. 또한 shutdown기능을 통해 좌/우 출력 사이의 간섭을 최소화 

시켰으며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었다.  

DAC칩과 마이크로 컨트롤러 사이의 데이터 통신 규약[16]은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DAC 데이터 통신 규약[16]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CS(Chip Select)핀을 low상태로 만들어 

DAC칩과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0kHz의 샘플링 주파수를 

구현하기 위해 SCLK는 ADC에 비해 2배 높은 8MHz로 동작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DAC9881의 CPOL=0으로 leading edge가 rising 

edge로 동작하고 CPHA=1로 trailing(falling) edge에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leading(rising) edge에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데이터는 

24bit로 6bit의 status bit와 18bit의 데이터가 순서대로 전송된다. 

 DAC데이터의 통신 규약을 그림 13과 같이 Logic analyzer를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모든 핀의 동작이 그림 12의 데이터 통신 

규약을 만족하였고 SPI 클럭도 8MHz로 정상 동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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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DAC 데이터 통신 규약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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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전극 및 이어폰 

 그림 14와 같이 전극은 Reference와 Ground를 위한 스냅전극(F-

SL48, Grass technologies, 미국)과 Active를 위한 디스크전극(F-

E5SHC, Grass technologies, 미국)을 사용하였다.  

 최대 100dB SPL의 소리 크기와 높은 주파수의 펄스 전 간격법 소리 

자극 출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16kHz의 높은 출력 주파수 대역폭을 

가지며 이론적으로 현재 설계된 5V의 D/A변환 범위에서 110dB의 소리 

출력이 가능한 이어폰(ER-2, Etymotic, 미국)을 사용하였다. 

  

 

그림 14. 전극 및 이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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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프트웨어 설계 

1.3.1 UI(User Interface) 및 펌웨어 구조 

 PC 프로그램의 흐름도는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PC프로그램 흐름도 

 

PC 프로그램에서는 펄스 전 간격법에 대한 소리 자극 데이터를 생성 

후 이를 제작한 보드에 전송한다. 보드는 소리 자극을 출력 후 펄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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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정 시간의 청성 유발 반응을 측정하고 이를 다시 PC 

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전송된 데이터는 Gap/No-Gap에 따라 분리 후 

평균화 과정을 거쳐 저장 및 출력된다. 

펌웨어의 흐름도는 그림 16과 같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펌웨어는 

AVR studio 4.0(Atmel corporation, 미국)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하였다. 

 

 

그림 16. 펌웨어 흐름도 

 

 PC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소리 자극 데이터는 배경 음의 주파수 및 

크기, 무음구간의 여부 및 길이, 펄스 음 전 배경 음의 길이, 펄스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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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측정 횟수, 채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전송된 소리 자극 

데이터를 parsing한 후 전송된 측정 횟수만큼 소리 자극을 출력해준다. 

배경 음의 길이는 랜덤하게 생성하므로 랜덤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을 

전송한다. 이 시간을 바탕으로 DAC 펌웨어 에서는 배경 음의 길이를 

한번의 측정마다 랜덤하게 바꿔준다. 배경 음 출력 후 Gap/No-Gap 

인덱스를 확인하여 무음구간의 출력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펄스 음 

전 배경 음을 출력한 후 펄스 음을 출력하게 된다. 펄스 음의 출력과 

동시에 신호 측정을 위해 ADC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동기 신호 및 채널 

정보를 전달해준다. 

 ADC펌웨어는 전원이 켜짐과 동시에 ADS1299를 초기화 해준다. DAC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동기 신호 및 채널 정보가 오는 동시에 

A/D변환을 시작하고 설정한 시간만큼의 데이터를 측정하여 PC로 

전송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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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소리 자극 생성 및 calibration 

 소리 자극의 생성은 그림 15와 같이 parameter 설정  배경 음 생성 

 펄스 음 생성  Gap/No-Gap 인덱스 random 생성  18bit 

데이터 mapping의 순서로 구현하였다.  

 소리 자극의 형태 및 설정 변수들은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소리 자극 설정 변수 

 

Parameter 설정에서는 평균 횟수, 소리 출력 방향, ADC 샘플링 

주파수, 증폭률 및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통신을 위한 변수를 설정 

가능하다. 

 배경 음은 주파수, 신호의 크기 및 길이를 설정 가능하다. 주파수는 

200, 500, 1,000, 2,000, 4,000, 6,300, 8,000, 12,000Hz가 설정이 

가능하고 크기는 30~100dB 사이의 값이 설정 가능하다. 또한 길이는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을 설정하여 그 사이 값을 펌웨어에서 랜덤하게 

바꿔 출력하게 된다. 

펄스 음 전 배경 음의 길이와 무음구간의 길이는 무음구간의 인지와 

펄스 음의 예측에 중요한 변수로 ms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펄스 음은 소리 형태, 신호의 크기, 길이 및 주파수를 설정 가능하다. 

Band-limited white noise, Tone burst, Click, Sine wave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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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최대 100dB SPL 크기의 펄스 음을 설정 가능하다. 

 Gap/No-Gap 인덱스의 random 생성은 펄스 전 간격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명이 없는 정상인은 무음구간을 통해 펄스 음을 예측하고 

놀람 반응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 추정되는데 무음구간이 없는 펄스 음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예측하여 놀람 반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경 음의 길이를 랜덤하게 변화시키는 방법도 같은 

주기의 소리가 반복되어 쉽게 소리 자극을 예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현되었다. 최종적으로 생성한 소리 자극 데이터는 그림 18과 같은 

순서와 크기로 정렬되어 펌웨어로 전송된다. 

 

 

그림 18. 소리 자극 데이터(펌웨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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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자극은 그림 19와 같이 방음실 내에서 국제 표준(ANSI S3.6-

2004, Specification for Audiometers)의 내용 중 9.3 Air conduction, 

insert earphones를 만족하는 Sound level meter와 커플러를 사용하여 

dB SPL로 calibration 되었다.  

 

그림 19. A)방음실 B)장비 C)Sound level meter D)커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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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신호 저장 및 출력 

 신호의 저장 및 출력은 그림 15와 같이 측정 데이터 대기  데이터 

parsing  전체 데이터 대기  Gap/No-Gap 데이터 분리  데이터 

평균화  청성 유발 반응 출력 및 저장의 순서로 구현하였다. 

24bit ADC칩을 사용하므로 3바이트의 데이터가 전송된 후 2의 보수 

형태로 parsing하여 하나의 신호 값으로 변환한다. 또한 측정하고자 

하는 청성 유발 반응에 따라 측정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작 

시 전체 데이터의 길이를 설정하고 전송을 대기한다. 측정 신호가 모두 

전송되면 random하게 생성했던 Gap/No-Gap 인덱스를 통해 

무음구간의 유무에 대해 판단하여 데이터를 분리한다. 이후 설정된 

증폭률을 나눠 실제 신호의 크기로 환산한 후 출력 및 저장한다. 

그림 20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측정 신호가 출력되며 저장 

버튼을 통해 신호를 저장할 수 있다. 현재 측정된 신호가 밑의 화면에 

출력되고 무음구간의 유무에 따라 나뉘어 평균화된 신호가 각각 위의 

화면에 출력된다. 또한 현재 측정 횟수가 표시되어 측정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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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측정 신호 출력 및 저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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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평균화 알고리즘 개발 

 

2.1 기존 평균화 알고리즘 

  청성 유발 반응은 수백 혹은 수천 번의 신호를 측정하고 평균화하여 

잡음을 제거한다. 이는 신호는 작지만 일정하고 잡음은 크지만 랜덤하여 

매 평균 시 잡음의 합이 작아지고 평균 횟수가 커질수록 잡음은 점점 

작아진다는 가정이다. 

√
√ 											식	 1  

실제 식 (1)에서 보듯 측정 횟수가 n번 반복될 수록 신호의 SNR은 

√ 배 증가한다. s는 신호의 강도를 나타내며 σ는 잡음의 분산을 

나타낸다. 하지만 실제 청성 유발 반응의 측정에서는 반복 측정을 통한 

단순 평균화 알고리즘은 눈의 깜박임이나 환자의 움직임으로 인한 

잡음에 매우 민감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중치 평균화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13]. 이 방법은 측정되는 신호는 SNR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식 (2)와 같이 모두 잡음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t , 1… . .									식	 2  

 

따라서 식 (3)과 같이 측정되는 신호의 파워( )를 잡음의 

파워( )로 가정하고 그 역수를 가중치( 	)로 계산한다. 

	 	
1

	
1

	
∑

										식	 3  

 

식 (4)와 같이 측정된 신호에 가중치를 곱해 신호를 평균화하면 잡음 

수준을 고려한 평균화 결과( )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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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식	 4  

 

이 방법은 실제로 단순 평균화 알고리즘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신호의 크기가 작게 추정되기 때문에 반복 측정이 끝난 후 후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알고리즘의 실시간 구현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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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적응 가중치 평균화 알고리즘 

신호의 크기가 작게 추정되고 후 처리가 필요한 가중치 평균화 

알고리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21과 같이 적응 가중치 평균화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그림 21. 적응 가중치 평균화 알고리즘 순서도 

 

W n
1 1

												식		 5 	 

신호의 가중치는 식 (5)와 같이 현재 측정된 신호의 파워에서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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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화된 신호의 파워를 뺀 값의 역수이다. 또한 새로운 평균 신호는 식 

(6)과 같이 표현된다.  

∑
∑

										식		 6  

적응 가중치 평균화 알고리즘은 현재 측정 신호의 파워와 지금까지 

평균화된 신호의 파워를 고려해 평균 신호를 계산하므로 신호가 작게 

추정되는 기존 가중치 평균화 알고리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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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및 결과 

 

제 1 절 시스템 

 

1.1 하드웨어 

1.1.1 하드웨어 구성 

 펄스 전 간격법에 따른 청성 유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하드웨어는 그림 22와 같다. 전체 크기는 190x130mm이다. 

 

 

그림 22. 펄스 전 간격법에 따른 청성 유발 반응 측정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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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시스템 잡음 측정 결과 

 완성된 하드웨어의 잡음 수준이 청성 유발 반응의 측정에 적합한 

수준인지 그림 23 과 같이 확인하였다. 청각뇌간 유발 반응(ABR)과 

청각피질 유발 반응(ACR)의 특성에 따른 필터의 대역폭 및 증폭을 

각각 설정하여 Active 전극, Reference 전극, Ground 전극을 단락시켜 

측정하였다. 

 

 

그림 23. A)ABR 잡음 수준 B)ACR 잡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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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뇌간 유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증폭은 120,000V/V이고 필터의 

대역폭은 300~3,000Hz이다. 잡음 수준(A)은 0.06µV가 나왔고 1µV 

이하의 신호를 측정하기에 충분한 잡음 수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각피질 유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증폭은 12,000V/V이고 필터의 

대역폭은 1~250Hz이다. 잡음 수준(B)은 0.04µV가 나왔고 10µV 

수준의 신호를 측정하기에 충분한 잡음 수준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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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프트웨어 

1.2.1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그림 24와 같이 Labview2009(National 

Instruments, 미국)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24. 사용자 인터페이스 

 

 통신 설정, 증폭률 설정, 샘플링 주파수를 설정하는 시스템 setting화면, 

소리 자극의 변수들을 설정하는 화면, 측정된 신호를 출력하는 화면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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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소리 자극 출력 결과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펄스 전 간격법의 소리 출력을 검증하였다. 

 이명과 비슷한 순음의 출력이 필요한 배경 음은 그림 25와 같이 1, 2, 

4kHz에 대한 소리 출력을 검증하였다. ss 

 

 

그림 25. 배경 음 (1, 2, 4kHz) 

 

 놀람 자극을 위한 펄스 음은 그림 26과 같이 Band-limited white 

noise, Click, Tone burst에 대해 검증하였다. Band-limited white 

noise는 20ms(0~20kHz), Click은 0.1ms, Tone burst는 

20ms(500Hz)의 자극이다. 

 

 

그림 26. 펄스 음(Band-limited white noise, Click, Tone bu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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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음의 출력과 펄스 음의 출력을 검증 한 후 펄스 전 간격법의 

전체 소리 자극에 대해 그림 27과 같이 검증하였다. 무음 구간과 펄스 

전 배경 음의 길이는 모두 50ms로 설정하였고 배경 음의 주파수는 

500Hz, 펄스 음은 20ms Band-limited white noise(0~20kHz)로 

설정하였다. 

 

 

그림 27. 펄스 전 간격법의 소리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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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소리 자극 / 측정 동기화 결과 

 펄스 전 간격법에서 놀람 자극을 위한 펄스 음 직후 일정 시간 동안의 

청성 유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DAC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ADC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동기화 신호를 전송한다.  

 그림 28과 같이 Logic analyzer를 이용해 동기화 신호 및 신호 자극 

직후와 신호 측정 시작 사이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림 28. 동기화 신호 검증 

 

측정 결과, 소리 자극 후 신호 측정까지 83.75µs의 시간이 걸리고 

이는 이어폰의 지연 시간인 1ms에 비해 무시할 만큼 짧은 시간으로 

소리 자극과 신호 측정의 동기화가 정확하게 구현되었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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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성 유발 반응 측정 

1.3.1 청각뇌간 유발 반응 측정 결과 

 청각뇌간 유발 반응은 소리 자극 후 10ms 이내의 신호이며 그림 29와 

같이 측정되었다. 무음구간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였으며 

각각의 신호는 500번의 측정을 통해 평균화하였다. 또한 증폭률은 

120,000V/V로 하였고 필터의 대역폭은 300~3,000Hz로 설정하였다. 

한번 측정 시 측정되는 신호의 크기는 ±20µV 이하의 크기를 가지고 

120,000배 증폭 시 신호는 ±2.4V이하의 크기를 갖는다. 따라서 

A/D변환 범위는 외부 레퍼런스를 사용하여 ±2.5로 설정하였다. 

청성 유발 반응 신호의 반응 시간에 따른 대표적인 피크인 I, III, V 

피크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고 반복 측정을 통해 신호의 재현성 또한 

확인하였다. 

 

 

그림 29. 청각뇌간 유발 반응(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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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청각피질 유발 반응 측정 결과 

 청각피질 유발 반응은 소리 자극 후 300ms 이내의 신호이며      

그림 30과 같이 측정되었다. 무음구간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였으며 각각의 신호는 250번의 측정을 통해 평균화하였다. 또한 

증폭률은 12,000V/V로 하였고 필터의 대역폭은 1~250Hz로 

설정하였다. 

 한번 측정 시 측정되는 신호의 크기는 ±200µV의 이하의 크기를 

가지고 12,000배 증폭 시 신호는 ±2.4V이하의 크기를 갖는다. 따라서 

A/D 변환 범위는 외부 레퍼런스를 사용하여 ±2.5V로 설정하였다. 

청각피질 유발 반응의 반응 시간에 따른 대표적인 피크인 P1, N1, P2, 

N2 피크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고, 반복 측정을 통해 신호의 재현성 

또한 확인하였다. 

 

 

그림 30. 청각피질 유발 반응(A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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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알고리즘 

 

2.1 알고리즘 성능 비교 결과 

평균화 알고리즘에 따른 평균 횟수 별 상관관계의 변화는 그림 31과 

같이 나타난다. 500번 측정하는 청각뇌간 유발 반응 실험을 1명의 

피험자에게 3번 반복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31. 평균 횟수에 따른 상관관계 변화 

 

상관관계 0.95를 유사도 기준으로 설정했을 때, 적응 가중치 평균화 

알고리즘은 320번의 평균화 시 상관관계가 0.95가 되지만 단순 평균화 

알고리즘은 450번 이상의 평균화를 통해 0.95의 상관관계를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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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단순 평균화 알고리즘은 350번의 평균화 시 상관관계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적응 가중치 평균화 

알고리즘은 상관관계가 떨어지진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 

평균화 알고리즘은 순간적인 잡음에 민감한데 반해 적응 가중치 평균화 

알고리즘에서는 이를 적절하게 보상해주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알고리즘의 결과로 파형의 왜곡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32와 같이 각각의 알고리즘에 따라 평균화된 신호를 Matlab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에서는 0.4µV의 Sine wave에 

Band-limited white noise를 추가하여 -15dB의 SNR을 갖는 500개의 

신호를 생성하였다. 이를 각각의 알고리즘을 통하여 평균화 하고 원 

신호인 Sine wave와의 상관관계를 각각 계산하였다. 그 결과 모든 

평균화 알고리즘 방법에서 약 0.97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를 통해 

모든 평균화 알고리즘에서 신호의 왜곡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2. 평균화 알고리즘에 따른 신호 왜곡 분석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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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림 33과 같이 각각의 알고리즘에 따른 최종 평균화된 청각뇌간 

유발 반응을 확인하였고 simulation 결과와 같이 큰 파형의 왜곡은 

없었다. 

 

 

그림 33. 평균화 알고리즘에 따른 청각뇌간 유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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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찰 및 결론 

 

제 1 절 청성 유발 반응 측정 시스템 

 

 본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이명 진단 연구를 위한 펄스 전 간격법에 

따른 소리 자극을 생성하고, 동시에 청성 유발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단일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펄스 전 간격법에 필요한 소리 자극의 다양한 변수들을 PC 프로그램을 

통해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소리 자극의 종류, 주파수 및 크기의 

출력 결과를 실제 파형을 측정하여 정확히 동작함을 검증하였다. 또한 

0.1~10µV 크기의 매우 작은 청성 유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저잡음 아날로그 및 디지털 회로 설계 기법들을 적용하였다. 실제 

시스템 잡음 측정 결과, 0.05µV 수준으로 개발된 시스템은 청성 유발 

반응을 측정하기에 충분한 잡음 수준을 갖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리 자극 후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하는 청성 유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소리 자극과 청성 유발 반응 측정의 동기화를 구현하였고 

정확히 동작함을 검증하였다. 

 철저한 시스템 검증을 거친 뒤, 실제 1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3번에 

걸쳐 두 종류의 청성 유발 반응을 반복 측정하였다. 자극 후 10ms 

이내에 발생하는 청각뇌간 유발 반응과 300ms 이내에 발생하는 

청각피질 유발 반응을 측정하였고 청성 유발 반응의 반응시간에 따른 

대표적인 신호의 피크와 측정 신호의 재현성을 확인함으로써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청성 유발 반응 측정이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또한 펄스 

전 간격법을 이용하여 청성 유발 반응을 측정할 때 측정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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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문제가 불가피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응 가중치 평균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평균 횟수에 따른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단순 

평균화 알고리즘에 비해 약 70%정도로 측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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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객관적인 이명 진단법에 

사용 가능한 청성 유발 반응의 특징 지표 개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펄스 전 간격법의 소리 자극 후 발생하는 청성 유발 반응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무음구간의 유무에 따라 정상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생기지만 이명 환자에서는 차이가 없는 특징을 찾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최적의 실험 프로토콜을 찾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험 프로토콜은 환자의 자세, 측정 횟수, 소리 자극의 형태 등이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소리 자극의 형태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면서 가장 

많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배경 음의 크기, 길이 및 주파수, 

무음구간의 길이, 펄스 전 배경 음의 길이 등의 변수들을 바꿔가며 

정상인을 대상으로 최적의 지표를 찾는 실험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실험을 통해 무음구간의 유무에 따라 청성 유발 반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생기는 특징들을 찾고 가장 큰 차이가 생기는 소리 자극을 실험 

프로토콜로 선정하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정상인과 이명환자에 대해 개발된 시스템과 선정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이명을 진단할 수 있는 청성 

유발 반응의 특징 지표들을 찾는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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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n Auditory 
Evoked Potential Measurement 

System for the Objective Tinnitus 
Diagnos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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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difficulties in a tinnitus treatment is the absence of 

objective diagnosi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 2006, Tunner 

et al. proposed a method that causes a startle reflex with large 

pulse sound following tinnitus-liked background sound. This 

method compares the startle reflex magnitude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gap region for a tinnitus diagnosis of animals. However,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this paradigm to a human, because the 

tinnitus research for animal measures its magnitude of behavioral 

response. Therefore, this thesis suggests the analysis of auditory 

evoked response as the startle reflex of human using prepulse gap 

paradigm method. The idea is inspired by the most reliable 

hypothesis on a cause of tinnitus, which is abnormal activi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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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ory central nervous system, and by the fact that the auditory 

evoked response shares the same neural pathways with the 

acoustic startle reflex. 

 This thesis presents the development of a system that measures 

auditory evoked response in accordance with prepulse gap paradigm 

method for an objective tinnitus diagnosis. The various parameters 

used in prepulse gap paradigm method can be configurable. Also, 

low noise analog and digital circuits are implemented for measuring 

very small size auditory evoked response, less than 1µV. Using the 

developed system, the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nd the 

auditory cortical response can be measured by simply adjusting 

gain and bandwidth of filters. 

This thesis also includes the developments of the adaptive 

weighted averaging algorithm to reduce the measurement time. In 

general auditory evoked response measurement, the acoustic 

stimuli are repeated from hundreds to thousands times and the 

measured signals are averaged to extract the auditory evoked 

response from the relatively large background noise. The prepulse 

gap paradigm method decreases the frequency of auditory 

stimulation by less than 1 Hz, resulting inefficiently long 

measurement time. This long measurement time causes discomfort 

with patients which could increase the noise in the signal. In this 

thesis, adaptive weighted algorithm was applied on the measured 

signal and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measurement time can be 

reduced up to 70 percent compared to conventional ensemble 

averag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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