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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집속 장치를 이용한 음향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oustic Analysis using Ultrasound Focusing Device

*문종현1, 박건후 1, #정상화2

*J. H. Moon1, G.H.Park2, #S. H. Jeong(shjeong@chosun.ac.kr)2

1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계공학과, 2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Key words : ultrasound, acoustic, focusing, transducer

1. 서론

일반적으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초음파는 의학적 진단 및 치료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최근 음향 집속 기술을 이용한 강력 

초음파에 대한 연구 결과로 온열 치료, 쇄석술, 
고강도 집속 초음파술(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HIFU) 등의 기술이 개발되었다. 고강도 

집속 초음파술은 고강도의 초음파에너지를 한 곳

에 모을 때 초점에서 발생하는 65~100℃의 고열을 

이용해 조직을 태워 없애는 시술이다.1 초음파 치료

의 경우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초점 부근의 집속효과 및 초점 영역의 음향

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근위장

(near-field)에 형성되는 음향 시뮬레이션과 초음파 

집속 장치를 이용하여 초점 부근의 집속 실험을 

통해 음향학적인 특성을 해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인 해석

Fig. 1은 초음파 변환기를 구형으로 표면을 형상

화하여 초음파 방사 할 경우 집속이 되는 거리를 

나타낸 그림이다. 기하학적 초점거리를 라 하고 

실제 초점거리를 라 한다. 압력이 최대인 위치는 

식 (1)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2,3      

Fig. 1 Spherically focused transducer radiating

 


expexp       (1) 

여기에서,  

           

는 압력, 는 밀도, 는 음속, 는 등속도이다.  
구형 트랜스듀서의 압력 최대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 MATLAB을 이용하였고, 계산에 사용된 입력

값은 Table 1과 같다. 해석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

다. 기하학적인 초점거리는 63mm이고, 초점거리

와 압력 최대 위치의 비(z/R0)max는 0.992로 최대 

압력 위치는 62.496mm이다. 해석결과와 같이 기하

학적인 초점거리와 압력 최대 위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Radius of the transducer (mm)                35     

               Wave speed (m/s)                          1480                

               Frequency (MHz)                           1.1 

               Focal length (mm)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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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ne-axis pressure versus z/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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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점 영역에서의 강도 해석

이론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다중 물리 시뮬레이

션 프로그램(COMSOL)을 이용하여 변환기의 표면 

형상을 모델링하여 초점 영역에서 음향학적인 특

성을 분석할 수 있다. z축을 기준으로 초점 부근에

서의 강도 분포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최대강도는 

×이고, 위치는 65mm이다. 최대강

도는 초점영역 부근에서 나타나고, 근위장에서는 

초음파 변환기에 가까운 부위로서 최대 강도와 

최소 강도가 규칙적으로 분포하고, 마지막 최대 

강도가 나타난 이후 강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 Distance of the maximum of intensity on the beam 
axis

4. Ultrasound focusing
Fig. 4와 같이 초음파 집속장치를 이용하여 초음

파를 가진했을 때 초음파 빔이 형성된 사진이다. 
앞서 식 (1)에 의해 기하학적인 초점거리와 실제 

초점거리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실제 실험을 

통해 초점거리에 집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4 Ultrasound beam generated using ultrasound 
focusing device

4. 결론

초음파는 의학적 진단 및 치료에 목적을 둔 기술

로서 본 연구에서는 음향 집속 기술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하였다. 이론적으로 집속되는 초점거리를 

분석하여 실제 실험을 통해 초점거리가 다른 것을 

검증하였고, 향후 연구에서는 초음파 집속장치를 

이용하여 생체조직에서의 온도 변화 및 맥동초음

파 신호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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