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9

미용 치료 헬스 어를 한 고강도 집속 음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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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  치료는 회복속도가 빠르고 안 하다는 이유로 피부거상치료와 련된 미용분야에서 큰 심을 받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미용치료를 한 고강도 집속 음  장치의 출력회로를 개발하 다, 고강도 집속 음  시스

템의 미용치료분야에 한 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수  청음기를 이용하여 3 차원 음  강도 에 지를 

측정 분석하 다, 고강도 집속 음 장치에 의해 미용 치료에 유용함을 확인하 다. 

ABSTRACT

Ultrasonic therapy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in the field of cosmetic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skin thickening because of its fast recovery and safety. 

In this study, an output circuit of a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system was developed for the treatment of beauty.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system to the cosmetic treatment field, we measured and analyzed the 3D ultrasound intensity energy using a hydrophone. 

And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devices were found to be useful for cosmetic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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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 는 이를 발생시키는 세라믹의 형상을 원구형

(Concave)으로 만들 경우 원구의 심으로 음 가 

집속되고, 이때 일정한 형태의 에 지 분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고강도 집속형 음 (HIFU,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라고 한다. 음 가 

집속되는 원구의 심을 (Focal point)이라고 하

며, 음 의 에 지 분포를 의 크기라고 부른다. 

음 가 집속되면, 에서는 집속된 고강도의 음

 에 지에 의해 열이 발생한다. 음 의 장은 조

직의 분자 사이에서 진동을 일으켜, 분자 사이의 마찰

이 열을 발생시키는 원천이 되고, 음 의 에서

는 열에 의한 조직의 응고(Coagulation) 상이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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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Specification

1 Center frequency 4.5MHz ± 0.2MHz

2 Impedance 50 Ω

3 Output sound power 4.5MHz : 30W or more

4 Focused Intensity 90% or more

5
Maximum operating 

voltage
MAX. 150V 

6
Maximum operating 

voltage
MAX. 1A or less 

표 1. 집속 음  PZT 도자 구조 설계 사양
Table 1. Focused ultrasound PZT ceramic 

structure design specification

다. 응고된 조직의 크기는 음  에 지  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고강

도 집속형 음 수술기(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surgical unit, HIFU)는 온열처리 방식으

로 치료할 수 있는 장비로써 인체에 상처나 부작용을 

남기지 않고,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선택  국소암 치

료 방법을 제공하여, 재 유방암, 자궁암, 자궁 근종, 

간암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외과 인 수술 방법

에 비하여 환자의 회복 속도가 빠르며, 안 하다는 인

식으로 인하여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1-3].

최근에는 피부거상 치료와 련된 피부 미용분야에

도 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해외에서는 련된 

의료기기들이 개발되어, 이미 국내 병, 의원에 보 되

어 있다[4-7]. 피부거상 치료분야에 응용되는 원리를 

보면, 고강도 집속 음 를 이용하여 표피에는  

손상을 주지 않고 피부 내층에 있는 SMAS층에 열응

고 의 생성을 유도하고, 이 열응고에 의한 표피층의 

주름완화  비만 등 노화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는 임상 결과가 해외에서 보고되고 있다[8-10]. 

따라서 본 연구애서는 미용치료를 한 고장도 집

속형 음  출력부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리고 개발된 고장도 집속 음  시스템의 미료치료

분야에 한 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수  청음

기를 이용하여 3차원 음  강도 에 지를 측정, 분

석한다.  

Ⅱ. 연구내용

2.1 고강도 집속 음  장치 구성

고강도 집속 음 를 이용한 치료는 의학에서 

매우 요한 역이다. 음  역은 기존 치료 기술

에 비해 인체에 무해하며 환자에게 고통이 으며 매

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11-12].  고강도 집속 

음 를 이용한 장치는 음  발생 강도의 크기와 

의 형태를 조 할 수 있는 고강도 집속 음  발생

장치부와 음  발진부로부터 나오는 음 를 Micro 

Niddle 하이드로폰 Sensor를 통하여 형  강도를 

측정 할 수 있는 고강도 집속 음  측정부로 구성

된다, 

2.2 집속 음  출력장치 구성

집속 음  출력장치는 크게 신호발생부, 출력제

어부, 음  출력매칭부, 집속 음  진동자로 그림 

1과 같이 나 어 볼 수 있다. 

 그림 1. 고강도 집속 음  장치의 구성도
Fig 1. Block diagram of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system

고강도 집속 음  트랜스듀서는 그림 2와 같이 

22mm의 반원구 형태로 PZT 압  세라믹 소재로 

심 주 수가 4.5MHz ± 0.2MHzFH, 50Ω 임피던스, 곡
률반경 R=16, 집속도가 90%, 최  30w 출력이 가능

한 음  진동자를 설계 제작하여 실험하 다.  

그림 2. 집속 음  PZT 도자구조
Fig 2. Focused ultrasound PZT cerami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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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adius of curvature R16

8 Size 22mm

9 Material PZT(High power)

 MCU제어부에는 타이머 카운터와 출력주 수를 

제어하여 제어된 상태를 LCD표시부에 달하는 동시

에 제어된 신호를 음  출력부로 넘긴다. 음  출

력부에서는 음  증폭을 한 고속의 스 칭 드라

이버를 가동 시키는 역할을 한다. 증폭되어진 신호는 

Push- Full FET 병렬방식의 음  출력부에서 음

 트랜스듀서를 통해 고강도 집속 음  에 지를 

출력하게 된다.  한 고강도 집속 음  장치의 제

어를 해 그림3과 그림4,  그림 5와 같이 제어 로

그램 구성하여 구 하여 제어 하 다.  

그림 3. 고강도 집속 음  출력부 구동회로 
Fig 3.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nic output drive 

circuit

그림 4. 고강도 집속형 음 장치 구
Fig 4. Implementation of high-intensity focusing type 

ultrasonic device

그림 5. 제어 로그램 구성도
Fig 5. Control program configuration diagram

특히, 그림 5는 제어 로그램의 흐름도를 보인다. 

시스템의 제어장치에 원이 인가된 후, 로그램이 

기화된다. 다음, 치료용 음 가 설정되면 치료용 

음 가 발생되는데, 계속 인 피드백을 통해서 설정

조건에 맞는 치료용 음 가 발생되게 된다.

그림 6. 실제 구 한 시스템
Fig 6.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2.3 음  세기 측정부 

음  세기 측정부는 그림7과 같이 하이드로폰 센

서가 고강도 집속 음  출력부에서 나오는 출력 신

호를 감지하여 음  세기를 측정하는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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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음  측정부 모델도  음 음장분석기 
하이드로폰을 이용한 측정시험

Fig 7. Ultrasonic measurement part model and 
ultrasonic sound field analyzer Measurement test using 

hydrophone

고강도 집속 음  발생 음  세기를 측정하기

해 측정장치(‘AIMSⅢ with Soniq 5.0 Software')의 
고정부에 하이드로폰(Hydrophone)센서을 고정시킨다. 

음  출력부에서 내보내는 음 강도는 1J로 고정

하여 니들센서의 움직임에 따른 세기의 변화를 3D 

그래 로 도식화하여 시각화한다. 수조의 물 표면에 

하이드로폰의 트랜서듀서 부분이 평면을 이루는 조건

하에 물에 2/3이상 침수했다. 폰과 니들과의 거리는 

최 한 착하여 가깝게 측정하 으며, X,Y,Z축의 이

동(‘마이크로니들센서의 하강‘)에 따른 강도의 변화를 

소 트웨어(Soniq 5.0 Software)을 통하여 결과 값을 

측정하 다. 

III. 연구결과

음  강도의 세기의 변화량을 스펙트럼

(Spectrum)화하여 측정 결과를 다음 그림 8, 그림 9,

그림 10의 결과로 나타내었다. 그래 의 Y축은 

VRMS(실효값)로서 이 값이 클수록 열에 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즉, 색의 변화량이 색계통에서 백색

계통으로 이동 할수록 열에 지의 크기는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그림 8 측정 도자와 카트리지와의 거리가 1mm
Fig. 8. The distance between the measuring porcelain 

and the cartridge is 1 mm

  

그림 9. 측정 도자와 카트리지와의 거리가 3mm
Fig. 9. The distance between the measuring porcelain 

and the cartridge is 3 mm

 

그림 10 측정 도자와 카트리지와의 거리가 6mm
Fig. 10. The distance between the measuring porcelain 

and the cartridge is 6 mm

의 그래 들은 거리에 따라 음 의 열에 지의 

VRMS는 최 의 에 지를 가지는 것을 찰 할 수 

있다. 음 의 집속 (Focused Spot) 치를 거리에 

따라 열에 지는 1.0J, 1.5J, 2.0J을 발산한다. 이는 

음 의 Acoustic Energy가 한곳의 집속을 통하여 최

의 Thermal Energy로 바 면서 그 에 지에 따른 

생물학  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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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애서는 미용치료를 한 고장도 집속형 

음  출력부를 개발하 다. 측정장치(‘AIMSⅢ with 

Soniq 5.0 Software')의 고정부에 하이드로폰

(Hydrophone)센서를 고정시킨 후, 음  출력부에서 

내보내는 음 강도는 1J로 고정한 후, 수  청음기

를 이용하여 니들 센서의 움직임에 따라 3차원 음

 강도 에 지를 측정하 다. 그리고 세기의 변화를 

3D 그래 로 도식화하여 시각화하 다. 실험결과를 

통해서 개발된 고장도 집속 음  시스템의 용 가

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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