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저자: 하 강 렬 (hakl@pknu.ac.kr)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99-1 부경대학교 물리학과

(전화: 051-629-5570; 팩스: 051-611-6357)

한국음향학회지 제29권 제8호 pp. 476～482 (2010)

의료용 초음파프로브의 압전소자 결함이 과도음장과 

B-모드 영상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s of the Defective Piezo-Elements of a Medical Ultrasonic 

Probe on Transient Acoustic Fields and B-Mode Images

최 광 윤*, 하 강 렬**, 김 무 준**, 김 정 순***, 양 정 화****, 강 관 석*****, 최 민 주*****

(Kwang-Yoon Choi*, Kang-Lyeol Ha**, Moo-Joon Kim**, Jung-Soon Kim***, 

Jeong-Hwa Yang****, Gwan-Suk Kang*****, Min-Joo Choi*****)

*부경대학교 대학원 음향진동공학과(협), **부경대학교 물리학과, ***동명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제주한라대학 방사선과, *****제주대학교 의학과 의공학협동과정

(접수일자: 2010년 9월 9일; 채택일자: 2010년 10월 27일)

전체 192개의 압전소자 중 64개를 동시 구동하여 빔을 형성하는 중심주파수 3.5 인 선형배열 의료용 초음파프로브를 

대상으로 일부의 압전소자가 결함으로 인해 동작하지 않을 때의 과도음장 및 점 표적에 대한 초음파 B-모드 영상을 시뮬레이

션하여 정상 초음파프로브의 것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함소자의 수가 한 개에서 네 개로 증가함에 따라 주엽이 

만드는 음장의 최대음압준위 및 그 -3  폭은 정상일 때에 비해 선형적으로 감소하나, 초점심도는 거의 변화가 없고, 

부엽에 의한 음장의 음압준위 상승으로 인해 주엽과 부엽과의 음압 차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음압준위의 

변화는 점 표적에 대한 B-모드 영상에 영향을 주어 표적의 좌우에 허상을 만들며, 축 방향의 공간분해능은 거의 일정하나 

측 방향으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핵심용어: 초음파영상, 의료용 초음파프로브, 결함소자, 과도음장, 공간분해능

투고분야: 초음파 및 탄성파 분야 (4.3), (4.7)

The ultrasonic transient fields and B-mode images of a point target which were simulated for a medical ultrasonic 

probe with a few defective piezo-elements were compared with those for a normal probe. The present study considered 

a 3.5 MHz linear array probe whose acoustic beam was formed by the 64 active elements of total 192 elem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ximum amplitude and -3  width of the acoustic fields by main-lobes decreased linearly 

as the defective element number increased from one to four. However, the depths of foci remained almost unchanged, 

and the pressure differences between main-lobes and side-lobes tended to decrease due to rise in pressures in 

side-lobes. Such changes in ultrasonic fields affected the B-mode images of point targets. So the artifacts were 

formed in the right and left side of the target, and the lateral spatial resolutions were decreased while the axial 

resolution was almost the same.

Keywords: Ultrasonic Imaging, Medical Ultrasound Probe, Defective Element, Transient Acoustic Field, Spatial 

Resolution

ASK subject classification: Ultrasonic and Elastic Waves (4.3), (4.7)

I. 서 론

의료용 초음파프로브는 초음파 영상진단장치의 핵심

적인 부품으로서 그 내부에는 수십 내지 수백 개의 작은 

압전소자가 선형 또는 이차원으로 배열되어져 있다. 초

음파 영상은 그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압전소자를 동시에 

구동하여 특정의 빔이 형성되도록 한 후, 전자적으로 주

사 (scanning)하거나 조향 (steering)하면서 초음파 펄스

를 매질인 인체내부로 방사하여 음향임피던스가 다른 조

직 경계로부터의 반사파를 수신한 후, Hilbert 변환 및 

휘도변환 등의 신호처리를 행함으로써 얻어진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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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직선배열 의료용 프로브 구조

Fig. 1. Structure of the linear array medical probe for 

simulation.

표 1.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의료용 프로브의 규격 및 구동 조건

Table 1. Structural parameters and operating condition of 

the medical probe for simulation.

Center frequency f (MHz) 3.5

Elevation Length L (mm) 4.0

Element width W (mm) 0.2

Kerf D (mm) 0.02

Number of PZT elements 192

Number of active elements 64

Acoustic lens focus (mm) 20

Dynamic transmit focus (mm) 10, 20, 30, 40

Apodization window Hanning

Speed of sound in medium (m/s) 1540

매질 중에 방사된 초음파 펄스의 형태 및 그에 따른 음장

은 구동되는 각 압전소자로부터 나온 음파들의 호이겐스 

원리에 따른 중첩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만약, 압전소자 

자체의 기계적 파손이나 리드선의 단선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부의 소자가 동작하지 않을 경우 음장은 변하게 

되며, 그 변화는 결과적으로 초음파 영상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5-7]. 

최근, 병원에서의 사용되고 있는 초음파프로브의 결함 

실태 및 그 결함이 영상에 미치는 영향, 또는  결함이 있는 

프로브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압전소

자 수가 128개 이상인 일반적인 프로브의 경우 동작하지 

않는 소자 수가 4~5개 이상 되면 임상진단 중의 초음파 

영상에서도 식별될 만큼 빔의 강도 및 분해능이 달라지며 

도플러장비에서의 혈류 측정에도 상당한 오차를 나타내

나, 결함소자 수가 극히 적을 경우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7,8].  

본 연구에서는 적은 수의 결함소자가 초음파 과도음장 

및 영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

여 1/2 파장 간격으로 배열된 전체 192개의 압전소자 중 

64개를 동시에 구동하여 빔을 형성하는 중심주파수 3.5 

인 선형배열 의료용 초음파프로브를 대상으로 결함

소자 수가 1~4개일 때의 과도음장과 모의생체 내의 점 

표적에 대한 초음파 B-모드 영상을 각각 시뮬레이션하여 

정상일 때의 것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결함소자가 초음

파음장 및 B-모드 영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II.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초음파프로브의 

규격 및 구동조건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대상으로 하는 초음파프로브

는 그림 1의 모식도 및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길이 

    인 192개의 압전소자를 공극 (kerf) 가 폭 

의 10 %가 되도록 하여 인체에서의 음속 1540 에 

대하여  (단, 는 파장) 간격으로 배치한 중심주파수 

3.5 인 선형배열 트랜스듀서이다. 동작 시에는 먼저 

전체 192개의 압전소자 중 1~64번의 소자를 동시에 사용

하여 하나의 영상라인을 획득하고, 순차적으로 그림에 

나타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주사함에 따라 총 128개

의 영상라인을 얻어 하나의 프레임을 형성한다. 일반적

으로 의료용 초음파프로브는 그림 1에 나타낸  방향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집속이 되도록 음향렌즈가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음향렌즈의 초점거리를 

20 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방향으로는 동시 구동

되는 압전소자에 가해지는 전기 입력펄스에 시간지연에 

의한 위상차를 인가함으로써 동적집속 (dynamic focus)

을 하는데,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프로브로 부터 10, 20, 

30, 40 의 네 개 지점에 집속되는 경우를 각각 고려하

였다. 그리고 각 압전소자에 동시 인가되는 입력 전기신

호의 진폭에 대해서는 부엽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Hanning apodization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결함소자로서는 프로브의 중앙 부분에 해당하는 96번 

요소를 기준으로 1~4개를 고려하였는데, 1개가 고장일 

때는 96번 (N=1), 2개가 고장일 때는 96번과 97번 (N=2), 

3개가 고장일 때는 95~97번 (N=3), 4개가 고장일 때는 

95~98번 (N=4)) 소자가 각각 동작하지 않는 것으로 하

였다. 과도음장은 각 압전소자를  간격으로 분포하는 

점 음원의 집합으로 생각하고, 그 각 점 음원에서의 입자

속도가 트랜스듀서의 임펄스응답에 따른 RF 펄스파형을 

가지며, 매질 중의 임의지점에 형성되는 음압은 그 펄스들

의 중첩과 매질의 밀도를 고려함으로써 구해진다 [9-12]. 

여기서는 그 음장 및 그 음장을 형성하는 음원의 펄스에

코응답에 기인하는 점 음원에 대한 초음파영상의 시뮬레

이션 수단으로써 FIELD-Ⅱ 프로그램 [13,14]를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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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2. 결함소자 수에 따른     지점 부근의 음압레벨 등고선

Fig. 2. Contour of SPL near     according to the number of defective elements.

여 사용하였는데, 결함으로 인해 동작하지 않는 압전소

자에 대해서는 입자속도를 0으로 두고 해석하였다.

III. 소자 결함에 따른 과도음장의 변화

제 65~128번째의 64개 압전소자에 의해 빔이 형성될 

때 고려하고 있는 결함소자들은 거의 그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때 음파가 프로브 표면으로부터 음향렌즈 초

점인     지점 부근에 도달했을 때의 과도음장의 

음압레벨 등고선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 (a)는 

결함소자가 없는 정상적인 프로브의 음장을 나타내는데, 

결함소자가 없을 때는 음파가 초점에 강하게 집속되어 

측 방향 (azimuth)으로의 음장 확산이 작으나 결함소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음장이 넓게 퍼지며, 부엽이 음장형

성에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다.

초점부근에서의 음장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

기 위해 최대음압을 나타내는 지점의 좌우 5 에 대한 

축 상 음압분포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들로부

터 결함이 없을 때 주엽의 중심에 해당하는 음축 상의 

음압이 가장 크고, 그에 인접한 첫 번째 부엽에 의한 음장 

(음축에서 약 ± 1.25  지점)의 최대음압은 주엽보다 

14.2  작으며, 그 외의 부엽은 19  이상 작다. 결함

소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음축 상의 음압은 점차 감소하

는데, 네 개의 압전소자가 결함일 때는 결함이 없을 때 

보다 1.19  작았다. 반면, 음축에 인접한 부엽에 의한 

음장의 음압준위는 결함소자 수에 따라 증가하는데, 특

히 음축에서 약 ± 2.5  지점 주변에 형성되는 두 번째 

부엽에 의한 음장의 음압 최대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함소자가 4개일 때 첫 번째 부엽의 최대음

압은 결함이 없을 때에 비해 약 1.7  증가하였다. 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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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결함소자 수에 따른 측 방향 음압분포 (   )

Fig. 3. Lateral SPL distributions according to the number 

of defective elements (   ).

그림 4. 결함소자 수에 따른     부근의 음축 방향 음

압분포

Fig. 4. Axial SPL distributions according to the number of 

defective elements near    .

(a)

(b)

(c)

(d)

그림 5. 결함소자 수에 따른 최대음압준위 (a), -3  폭 

(b), 초점심도 (c) 및 주엽과 첫 번째 부엽에 의한 음장

의 음압차이 (d)의 변화

Fig. 5. Variation of the maxium SPL (a), -3  width 

(b), DOF (c), and SPL difference between the 

acoustic fields by mainlobe and 1st sidelobe 

(d) according to the number of defective elements.

에 의한 음장의 -3  폭은 결함소자 수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결함이 없을 때  0.76  이고, 네 개의 

소자가 결함일 때는 0.70  로서 0.06  감소하

였다. 한편, 그림 4는 음향렌즈 초점부근의 음축 방향의 

음압변화를 나타내는데, 최대음압은     지점

에 나타나고, 결함소자 수의 증가에 따라 음압의 준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 에 해당하는 

초점심도 (Depth of Focus: DOF)는 결함소자 수에 무관

하게 0.70  로서 거의 일정하였다.

음파가        부근에 도달했을 때 결

함소자 수의 증가에 따른 최대음압의 변화를 결함이 없는 

트랜스듀서가    에 만드는 최대음압을 기준으

로 그림 5 (a)에 나타내고, 음축 상의 음압과 첫 번째 부엽

에 의한 음장의 음압 차이의 변화를 그림 5 (b), 주엽에 

의한 음장의 -3  폭 변화를 그림 5 (c), DOF의 변화를 

그림 5 (d)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대음압과 -3  폭은 결함소자 수의 증가에 따라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하나, 초점심도는 거의 변화가 없

이 일정하다. 주엽의 중심인 음축 상의 음압과 첫 번째 

부엽에 의한 음장의 음압차이는 위치에 따른 간섭의 차

이 때문에 전파거리 에 따라 다소 불규칙하게 변하나 

   를 제외하고는 결함소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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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그림 6. 결함소자 수에 따른 초음파 B-모드 영상변화

Fig. 6. Variation of ultrasonic B-mode imag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defective elements.

그림 7. 분해능을 구하기 위한 두 개의 가우시안 PSF

Fig. 7. Two Gaussian PSFs to obtain the spatial resolution.

IV. 소자 결함에 따른 초음파영상의 변화

점 표적에 대한 초음파영상, 즉 PSF은 그 표적에 대한 

산란음장과 트랜스듀서의 임펄스응답과의 컨볼루션 

(convolution)에 의해 얻어지는 수신신호의 진폭을 휘도 

변환하여 얻는데, 산란음장은 입사음장으로부터 구해지

므로 그림 2에 나타낸 입사음장이 영상에 그대로 반영된

다. 음속이 생체와 같은 1540 인 매질 내에 트랜스듀

서로부터의 거리       에 위치한 네 개

의 점 표적에 대한 B-모드 영상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이 영상은 점 표적의 표현이 적절

하도록 시스템의 동적범위 (dynamic range)를 50 로 

설정하고, 수신신호를 로그압축 (log compression)하여 

획득한 것이다. 이 결과로부터 결함소자 수가 한 개일 때

는 정상인 것과 거의 차이가 없으나 두 개 이상이 되면 

10  와 20  지점에 위치한 점 표적 좌우에 허위 

영상이 생기고, 그 크기가 점점 증대됨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결함소자 수의 증가에 따라 과도음장에서 부엽의 

음압이 상승하여 결함소자를 포함하는 영상라인에 영향

을 미쳤기 때문이다. 점 표적이 트랜스듀서로부터 멀리 

있을 경우 음파의 집속도가 떨어져 주엽의 최대음압이 

감쇠하며 폭이 넓어지고 첫 번째 부엽의 영향이 줄어들어 

결함소자 수의 증가가 영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저자들은 초음파 영상에서의 PSF에 대한 픽셀 프로파

일 (pixel profile)이 정규분포할 때 그림 7에 나타낸 파라

메타에 의해 다음의 식 (1)로부터 공간분해능 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6].








                

(1)

여기서,  (Full Width Half Maximum)는 픽셀 

값이 진폭 A의 1/2 이 되는 두 지점간의 거리이고,  

(Just Noticeable Difference)는 식별이 가능한 최소거리 

 지점에 있는 점 표적에 대한 PSF (iPSF 로 둠)에 의해 

그림 7과 같이 주어지며, 는 표적의 직경이다. 그림 6에

서의     지점에 대한 영상의 축 방향 및 측 방향

의 픽셀 프로파일은 그림 8과 같이 주어진다. 이들 각 프

로파일의 주엽에 대해 가우시안 함수를 적용하여 적절히 

피팅한 후 식 (1)을 적용하면 축 방향 및 측 방향 공간분해

능의 변화는 그림 9 (a) 및 (b)와 같이 각각 구해진다. 식 

(1)의 적용에 있어서 는 0~256의 픽셀 값에 대해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32로 설정하였고, 는 점 표적이므

로 0으로 두었다. 그림 9로부터 측 및 축 방향 모두 트랜

스듀서로부터의 거리 가 증가함에 따라 분해능이 떨어

지는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일정한 거리에서의 측 

방향의 분해능은 결함소자 수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여, 

결함소자가 네 개일 때는 정상에 비해 약 0.07  떨어

져 상당한 변화를 보이나, 축 방향의 분해능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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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8. 점 표적 영상의 측 방향 (a) 및 축 방향 (b) 픽셀 프로파일 변화 (   )

Fig. 8. Variations of pixel profiles onto lateral (a) and axial (b) direction (   ).

       

       (a)   (b)

그림 9. 측 방향 (a) 및 측 방향 (b) 공간분해능지수의 변화

Fig. 9. Variations of the lateral (a) and the axial (b) spatial resolution index.

± 0.005  이내로 거의 일정하였다. 이러한 분해능의 

변화는 축 방향 및 측 방향 음장변화에 의거한 그림 5 

(b)와 (c)의 결과가 영상에 그대로 반영된 것임을 나타

낸다.

V. 결 론

적은 수의 결함소자가 초음파 과도음장 및 영상에 미치

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2 파장 간격으

로 배열된 전체 192개의 압전소자 중 64개를 동시에 구동

하여 빔을 형성하는 중심주파수 3.5 인 선형배열 

의료용 초음파프로브를 대상으로 결함소자 수가 1~4개

일 때의 과도음장과 점 표적에 대한 초음파 B-모드 영상

을 각각 시뮬레이션하여 정상일 때의 것과 비교 분석하

였다. 그 결과, 결함소자 수가 한 개에서 네 개로 증가함

에 따라 과도음장의 음축 상의 음압준위 및 -3  폭은 

정상일 때에 비해 선형적으로 감소하나, 초점심도는 변

화 없이 거의 일정하였다. 그리고 주엽에서 벗어난 측 방

향의 음압준위의 상승으로 인해 주엽에 의한 음장과 부엽

에 의한 음장의 최대음압 차이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이와 같은 음압준위의 변화는 모의생체 내의 점 표

적에 대한 영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표적의 좌우에 허위

영상을 형성시키며, 축 방향의 공간분해능은 거의 일정

하게 유지되나 측 방향의 공간분해능을 감소시키는 등 

초음파 영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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