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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eutic ultrasound is commonly applied for deep heating in physical therapy 
setting.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exact application dosage and to 
confinn the immediate heating effect. Microwave Radio-Thennometer (MRT) can 
measure the temperature by the electromagnetic energy in the microwave region of 
the object that emits above absolute zero temperature. MRT was used for early 
diagnosis of breast cancer since it was not hannful, non-invasive, and non-ionizing to 
the human bod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how accurately 1.1 
뻐 RTM (RES Ltd. Russia) measures the change of average temperature in the 
tissue, and to determine the depth of temperature change measurement. Therapeutic 
ultrasound was applied (continuous wave for 5 minutes, 1 MHz, intensity of 1.5 W/cm2 

[in vitroJ and 1.0 W/cm2 다n vivo]) in four different conditions: (1) 30 cases of in vitro 
specimen of pork, (2) 30 cases of in vitro specimen of pork ankle joint, (3) 10 cases 
of in vivo canine thigh , and (4) 30 cases of in vivo human body.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ents (ICC[3,1J) between average needle probe thennometer below 
surface and MRT temperature was revealed as followed: (1) Before ultrasound 
application ICCs ranges above .8 in specimen of pork (15 mm undemeath the skin) and 
above .82 in specimen of pork ankle .ioint (10-30 mm undemeath the skin). (2)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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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ound application ICCs ranges above .7 in both specimens of pork and pork ankle 
joint. (3) Before ultrasound application ICCs ranges above .8 in canine thigh (20 mm 
undemeath the skin). (4) After ultrasound application ICCs ranges above .82 in canine 
thigh. The temperature of the human body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the mean of 
15.C in muscle tissue and with the mean of 3.5 "C in joint (p<.oo). It was revealed 
that the average depth of temperature measurement of the tissue by MRT was in 
between 10 and 35 mm, and determined that the proper temperature measurement band 
was 36.5-37.0.C. 

Key Words: In vitro, In vivo; Microwave Radio-Thermometer (MRT); Needle probe 
thermometer; Ultrasound heating. 

1 . 서론 

초음파의 생리적 효과는 열 효과와 비열 

효과로 나눌 수 있다. 비 열 효과로는 공동형 

성(ca띠tation)， 음향의 흐름(acoustic streaming), 
미세 마사지， 미세 순환중진， 정상파에 의한 

혈류 정체와 내피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기계 

적 효과， 화학적 효과， 전기적 효과가 있다 

(이재형， 1995; B와‘er 둥， 2001; Lehmann와 

De Lateur, 1982). 초음파의 일차적인 효과로 

는 초음파에너지 홉수에 따른 조직온도의 상 

승인데 초음파에너지가 조직에 도달하면 분 

자들의 마찰에 의해서 열에너지로 전환된다. 

따라서 조직온도가 상승되고 이에 따라 혈류 

량 증진， 염증반웅 유발， 생체막 투과성 증가， 

신진대사 증가， 교원조직의 신장력 증가， 통 

증역치 증가， 근경축 완화， 신경 전도속도 변 

화， 효소활성 증가， 골격근의 수축력 변화 등 

과 같은 생리적 반응이 나타난다(이재형， 

1995; Kramer, 1984). 이 와 같은 초음파 심 부 

열 치료기는 근골격계 심부에 열을 발생시키 

는 대표적인 물리치료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열 발생은 조직의 특성， 초음파에너지의 홉 

수 및 반사， 주파수， 강도， 치료시간， 전파매 

질의 온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l 빠， 1 

W/cm2 강도로 초음파를 적 용하였을 때 1초당 
.014 "C, 1분당 .8.C 씩 상승한다는 공식을 따르 

고 있다(이재형， 1995). 그리고 이러한 열 발 

생 이론올 토대로 적절한 초음파 투여량을 

결정하거나 발열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초음파 투여로 인해 유발되는 열의 

크기와 분포를 침습적인 탐침온도계로 직접 

측정 하려 는 시 도가 이 루어 져 왔다. Draper 

둥(l995a)은 인체의 2.5 cm과 5.0 cm 깊이에서 

1 뻐로 초음파를 적용하였을 때， .5 W/cm2 강 
도에서 평균 .04 "C, 1.0 W/cm2 강도에서 평균 
.16.C , 1.5 W/cm2 강도에서 평균 .33 "C의 온도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Levin 둥(2001)은 실 

험견에 3.3 뻐， 1.0 W/cm2의 강도로 초음파 
가열을 하였을 때 깊이 1 cm에서 3"C, 깊이 2 
cm에서 2.3.C , 깊이 3 cm에서 1.6.C 의 온도상 

승을 보고하였다. Draper 둥(l995b)은 언제의 

하퇴 삼두근(triceps surae muscle)에 1.5 W/ 

cm2 강도로 초음파 가열을 하였을 때 5 cm 

깊이에서 평균 4.0 "C, 표준편차 .83.C 의 온도 

증가가 있었으며 냉치료를 선행하고 나서 초 

음파치료를 했을 땐 온도상승이 거의 없었다 

고 보고하였다. 현재로는 이러한 시도들의 결 

과로 초음파치료 시 용량결정에 대한 대략적 

인 지침이 정해진 상태이다. 

그러나 임상에서 초음파치료 도중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는 발열효과의 즉각적인 확 

인， 즉 발열상태에 따라 초음파 투여량을 즉 

각 조절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동물조직이 

나 인체조직의 내부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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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0) 

평균±표준편차 

、
l

-
A
껴
 

셰
”
 
-?“ 

/
1
l、--•-

령
 -3 

연
 
-
잃
 

신장(cm) 

173.5:t4.7 

몸무게(kg) 

65.7 :t6.9 

부 근육올 사용하였다 173.5 cm이었으며， 몸무게는 65.7 kg이었다(표 

1).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대상자에게 

다. 돈족관절(In vitro)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 

돈육 중족관절(metatasal joint) 부분올 사 명한 후 동의를 얻었다. 대상자는 바지를 걷 

용하였다. 어 무릎관절까지 노출시키고 치료대에 누워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장딴지 가열 

라. 실험견 대퇴부(In vivo) 시엔 대상자가 엎드린 자세로 실시하였다. 대 

원주기독병원 동물실험실에서 실험견 대퇴 상자의 장딴지를 우세발쪽으로 하고 무릎관 

부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30분 간격으로 실 절은 비우세발쪽으로 셜정하여 초음파를 적 

험견 대퇴부에 마취제를 근육주사하여 전신 용하였다. MRT 측정은 초음파 가열 직전/직 

마취상태로 유지시켰다. 대퇴부에 있는 털올 후에 1회씩 시 행하였다. 

제거하여 초음파 홉수가 원활하도록 하였다. 

마. 정상인 근육과 관절부위(In vivo) 

연세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건 

강한 성인 남자 30 1경올 대상으로 하였다. 운 

동선수， 신체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근골격계 및 신경계 질환이 있 

는 사람은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 

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3.9세였고， 키는 

MRT 

/ '\ 
Polnt 

temperature 

o 

Averaged 
temperature 

-
… 

~ 

… 

… 

… 

… 

… 

광
 
f 

생
 생 

꽤
 캔 쩍
썩
꽤
|
원
 

(
E
E
)
〔
뇨a
@。
 

그렴 4. 표면이하 탑침온도 측정방법 

3. 분석방법 

가. MRT에 대한 도식도 

MRT와 탐침온도계를 이용한 측정값들 사 

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침온도계 측 

정값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정리하 

였다(그림 4). 첫째는 각 깊이별 온도를 그대 

로 통계에 사용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표면에 

서 일정 깊이까지의 탐침온도 평균치를 통계 

에 사용하는 경우였다. 

나. 분석방법 

동일 대상자의 30회 반복 측정에 따른 검 

사자간 신뢰도는 ICC(3，1)로， 동일 대상자에 

대한 두 명의 검사자간과 검사자내 30회 반 

복측정 차이는 반복 측정에 의한 일요인분산 

분석 (one-way repeated ANOV A)올 이 용하 
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유 

의수준 a 는 .05로 하였다. 

초음파 가열로 인한 온도상승의 유의성올 

검 정 하기 위 하여 짝비 교 t-검 정 (맹ired t-test) 

을 사용하였다. 또한， MRT의 측정값과 각 깊 

- 19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10권 제1호 

KAUTPT Vol. 10 No. 1 2003. 

이를 탐침온도계로 측정한 온도와의 일치도 

를 보기 위하여 급간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3，1])로 분석 하 

였으며， 그들간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 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자료의 통계 처리는 상용 통계 프 

로그램 인 윈도우즈용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0.0 프로그 

랩올 사용하였다. 

M. 결과 

1. MRT 측정에 대한 신뢰도 

한 대상자에게 두 검사자가 30회 반복 검 

사할 때 통일한 결과가 나올 확률인 ICC(3,1) 

는 .89이었으며， 신뢰구간은 .57-.97 이었다. 

이때 측정자1의 명균값은 32.18 "C (표준편차 

.16) 이었으며， 측정자2의 평균값은 31.88"C 

(표준편차 .19) 이었다. 한 검사자가 한 대상 

자에게 30회 수행한 검사결과와 두 명의 검 

사자가 동일한 대상자에게 30회 반복 검사한 

결과는 반복 측정에 의한 일요인분산분석을 

하였을 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초음파 가열 전/후 갚아별 측정치와 
평균치의 온도분포 양상 

가. 돈육(In vitro) 

초음파 가열 전에 표면이하 평균 탐침온도 

와 MRT온도간의 ICC(3，l)가 15-35 mm에서 

.8- .81로 가장 높았다. 표면온도를 제외한 평 

균 탐침온도와 MRT온도간의 일치 도는 .7 

2-.78로 깊이별 탐침온도와 MRT온도간의 일 

치도보다 약간 높았다. MRT온도와 탐침온도 

와의 피어슨상관계수는 평균 탐침온도로 비교 

하였올 때 15-35 mm에서 r=.83-.87를 보였다. 

초음파 가열 후에 표면이하 평균 탐침온도， 

표면 5 mm 이하 평균 탐침온도， 김이별 탐침 

온도 순서로 MRT온도와의 일치도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가열 전과 비교 시 일치도가 저 

하되었는데， 특히 깊이별 탐침온도에서 가장 

크게 저하되었다. 이 때， MRT온도와 탐침용 

도와의 피어슨상관계수는 모든 경우 r=.78 이 

하로 가열 전보다 저하되었다(표 2). 

돈육에서 깊이별 탐침온도 측정 시 감이 

10 mm에서 초음파 가열 전 평균 35.11 "c에서 

가열 후 명균 44.75"C로 가장 높은 온도변화 

표 2. 돈육에서 MRT와 탑침온도계의 일치도와 상관관계 

초음파 가열 전 초음파 가열 후 

깊이 (mm) 탐첨온도계 측정 탐침온도계 측정 

1 2 3 1 2 3 

0 .553(.570
) .66(.70) 

5 .54(.61) .53(.57) 

10 .75(.81) .76(,78) .72 (.77) .61(.61) .75(.76) .66(.66) 

15 .73(,82) .80(.83) .77(.82) .48(.50) .78(.78) .68(.68) 

20 .71 (,85) .81( .85) .78(.85) .44(,49) .76(.76) .66(.66) 

25 .70(.84) .81(.86) .78(.86) .51(.55) .75(.75) .66(.66) 

30 .63(.77) .81( .87) .78(.86) .48(.54) .72(.73) .64(.65) 

35 .63(,77) .80(.87) .77(.86) .48(.55) .70(.71) .63(,65) 

aICC(3,1): 급간내상관계수 b피어슨상관계수 

1. 깊이별 온도 2. 표면이하 평균온도 3.5 mm 깊이 이하 평균온도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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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US heating 

MRT NPOO NP05 NP10 NP15 NP20 NP25 NP30 NP35 

US: UItrasound(초음파)， NPOO-NP35: 0-35 mm 깊이에서 탑침온도 

그림 5. 돈육에서 초음파 가열 전 • 후에 따른 온도분포 변화 

11.64 "c를 보였다(그림 5). r=.8-.89를 보였다. 

나. 돈족관절(In vitro) 

초음파 가열 전에 표면이하 10-30 mm 평 

균 탐침 온도와 MRT온도간의 ICC(3，1)가 .8 

2-.88로 돈육보다 높았으며， 표면온도를 제 

외한 평균 탐침온도와 MRT온도간의 일치도 

는 .75-.87로 깊이별 탐침온도와 MRT온도 

간의 일치도보다 약간 높았다. 이 때， MRT 

온도와 평균 탐침온도와의 피어슨상관계수는 

초음파 가열 후에는 가열 전과 동일하게 표 

면이하 탐침온도， 표면 5 mm 이하 평균 탐침온 

도， 그리고 깊이별 탐침온도의 순서로 MRT 

온도와의 일치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초음 

파 가열 전보다는 ICC(3，1)가 저 하되 었는데， 

특히 깊이별 탐침온도의 ICC(3，1)가 가장 많 

이 저하되었다. 이 때， MRT 온도와 평균 탐 

침 온도와의 피어슨상관계수는 모든 경우에 

r=.73 이하로 가열 전보다 저하되었다(표 3). 

표 3. 돈족관절에서 MRT와 탐침온도계의 일치도와 상관관계 

초음파 가열 전 초음파 가열 후 

깊이 (mm) 탐첨온도계 측정 탐침온도계 측정 

1 2 3 1 2 3 

0 .72:'(, 77b
) .56(.58) 

5 .44(.45) .54(.56) 

10 .91<.91) .82(.83) .79(.79) .75(.77) .71(.71) .68(,69) 

15 .84(.84) .88(.88) .87(.87) .69(.69) .73(.73) .70(.71) 

20 .66(.67) .88(.89) .86(88) .58(.59) .73(.73) .70(.70) 

25 .52(.52) .86(.87) .83(85) .58(.60) .72(.72) .70(,70) 

30 .45( .46) .82(.84) .78(.80) .54(.56) .72(.72) .70(.70) 

35 .48( .48) .79(.81) .75(.77) .47(.48) .70(.71) .68(.69) 

aICC(3,1): 급간내상관계수 b피어슨상관계수 

l. 깊이별 온도 2. 표면이하 평균온도 3. 5 mm 깊이 이하 평균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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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Ultrasound(초음파)， NPOO- NP35: 0-35 mm 깊이에서 탐침온도 

그림 6. 돈족관절에서 초음파 가열 전 • 후에 따른 온도분포 변화 

돈족관절에서 깊이별 탐침온도 측정 시 깊 

이 10 mm에서 초음파 가열 전 평균 35.74"C 에 

서 가열 후 평균 48.56"C 로 가장 높은 온도변 

화 12.82"C 를 보였다(그림 6). 

일치도를 보였으나， 표면온도를 제외한 평균 

탐침온도와 MRT 온도간의 일치도는 20-35 

mm에서 .80-.83 이었다. 이 때， MRT 온도와 

평균 탐침온도와의 피어슨상관계수는 r=.9 

2-.98 이었다. 

다. 실험견 대퇴부(In vivo) 

초음파 가열 전에 표면의 깊이별 탐침온도 

와 MRT온도간의 ICCC3，1)는 .48 이 었다. 표 

면이하 평균 탐침온도와 MRT온도간의 일치 

도는 .78 이하로 갚이별 탐침온도보다 높은 

초음파 가열 후에는 표면의 탐침온도와 

MRT온도간의 ICCC3，1)가 .4로 가열 전보다 

감소하였다. 그 밖의 깊이별 탐침온도나 표면 

이하 평균 탐침온도와 MRT온도간의 일치도 

는 대체로 .75 부근으로 유사하였으나， 표면온 

표 4. 실험견 대퇴부에서 MRT와 탐침온도계의 일치도와 상관관계 

초음파 가열 전 초음파 가열 후 

깊이 Cmm) 탐침온도계 측정 탐침온도계 측정 

1 2 3 1 2 3 

0 .48(.98) .40(.50) 

5 .67(.98) .83(.87) 

10 .72(.97) .62(.98) .69(.97) .86(.86) .69(.73) .86(.87) 

15 .84(.92) .68(.98) .77(.98) .81(.81) .73(.75) .85(.86) 

20 .84(.90) .72(.98) .80(.97) .76(.76) .74(.76) .84(.84) 

25 .69(.73) .76(.97) .83(.96) .76(.76) .75(.76) .83(.83) 

30 .66(,70) .78(.96) .83(.94) .77(.77) .76(.76) .82(.82) 

35 .62(.68) .78(.94) .83(.92) .79(.80) .76(.77) .82(.82) 

aICC(3,1): 급간내상관계수 b피어슨상관계수 
1. 깊이별 온도 2. 표면이하 평균온도 3.5 mm 깊이 이하 평균온도 

- 22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0권 제1호 

KAUTPT Vol. 10 No. 1 2003. 

c그 Before US heating 

- 야ter US heating 

* * * * * 
* 

* 

40 

% 

% 

(
O。
)
띤
긍
띤
&
ζ
φ
」
 

NP35 

.p<.05 

US: Ultrasound(초음파)， NPOO-NP35: 0-35 mm 깊이에서 탐침온도 

NP30 NP25 NP20 NP15 NP10 NP05 NPOO MRT 
25 

그림 7. 실험견 대퇴부에서 초음파 가열 전 • 후에 따른 온도분포 변화 

이 0-20 mm , 35 mm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5)，(그림 7). 

라. 정상인 근육 및 관절부위(in vivo) 

초음파 가열로 인한 온도상승은 근육에서 

평균 1.5 'C, 표준편차는 가열 전 • 후로 각각 

.58, .62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O()). 관절 

에서는 평균 3.5 'C, 표준편차는 가열 전 • 후 

모두 .62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p<.OO)，(그림 

8). 

도를 제외한 평균 탐침온도의 경우 MRT온도 

와 .82-.86의 일치도를 보였다. 이 때， MRT 
온도와 탐첨온도와의 피어슨상관계수는 표면 

이하 평균 탐침온도와 비교하였을 때 모든 깊 

이에서 r=.77 이하의 상관계수를， 그리고 표면 

5 mm 이하 평균 탐침온도와의 상관계수는 
r=.82- .87로 가열 전보다 저하되었다(표 4). 
실험견 대퇴부 근육에서 초음파 가열 이후 

10 mm까지 l"C 내외의 온도상승이 있었다. 초 

음파 가열 전과 후의 온도변화는 MRT와 깊 

c:그 Before US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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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8. 정상인 조직에서 초음파 가열 전 · 후에 따른 MRT 측정의 온도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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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고찰 

그 동안 치료용 초음파의 생체 효과는 대 

개 in vitro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어왔다 

(Robertson와 Ward, 1996; Vander 둥， 1998). 

그러나 같은 효과가 in vivo에서도 일어난다 

는 증거는 매우 드물며， 생체항상성 (homeo

stasis)과 같은 조절성 기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인체에게 그 결과를 적용하여 

추론한다는 것은 억측일 수 있다(B밟er 둥， 

2001). 

본 연구에서는 in vitro 실험을 돈육과 돈 

족관절로， in vivo 실험은 실험견 대퇴부와 

정상 성인올 대상으로 하였다. 돈육과 돈족관 

절에서의 현저한 온도변화와는 대조적으로 

실험견 대퇴부에서는 표면이하 0-10 mm 이 

내에서 rc 내외의 근소한 온도상승만 있었 
다. Steiss와 Adams(1999)도 개 엉 덩 부위 in 

vivo 실 험 에 서 1 뻐， 1.0 W/cm2로 10분간 초 
음파를 가열하였올 경우 5 cm 깊이에서 1t , 

10 cm 깊이에서 .6t 이하의 온도상숭올 보고 
하였다. 즉， 생체항상성 때문에 외부 온도변 

화에 따른 생체 심부 온도변화는 미세할 뿐이 

다(Downey와 Lemons, 1994). 예를 들어， 

Lehmann 둥(1967)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이 

취상태로 반복측정올 하면서 30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신진대사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 

기 때문에 주변온도의 영향이 피부온도에 많 

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초음파의 홉수율은 조직마다 다르기 때문 

에 복합적인 조직으로 구성된 부위에서 가열 

되는 비율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려운데， 이 

는 초음파가 피부와 근육， 지방에서보다 뼈에 

서 더 잘 홉수되기 때문이다(ter Harr, 1987). 

그리고 들어오는 초음파와 뼈에서 반사되는 

초음파가 마주치는 지점에서 가열효과가 급 

격히 상승 할 수 있다(ter Haπ， 1987). 본 연 

구에서는 정상인 대상 실험에서 장딴지근육 

과 무릎관절올 각기 측정하여 부위별 온도상 

승률올 본 결과 무릎관절에서 장딴지근육에 

서 보다 높은 명균 3.3
0

C 의 온도상승올 보였 

다. Lehmann과 De Lateur(1982)도 근육에 선 

2
0

C 에서 30C, 관절주변 조직에선 3 0

C 에서 5t 
의 온도상승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MRT 측정값과 깊이별 온도 

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MRT 측정값과 특 

정 김이의 온도， 혹은 표면에서 해당 깊이까 

지 측정된 온도들의 평균 사이의 일치도 및 

상관성으로 비교해 보았다. MRT는 이론적으 

로 일정한 생체조직 체적 내의 평균온도를 

유로 죽은 돼지에서 온도상숭이 살아 있는 돼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김경섭 둥， 2002), 

지에서 보다 컸는데 이는 정상적인 혈액 흐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균온도가 정확한 체적 

으로 인한 냉각 효과(cooling effect)가 없었 

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돈육이나 돈족관 

절에서 깊이별로 측정한 탐침온도의 편차는 

어느 깊이에서나 비슷하였다. 그러나 실험견 

대퇴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표변에서 측 

정한 탐침온도의 편차만 두드러지게 증가하 

였다. 이는 주변온도와 직접 접촉하는 피부는 

자율신경에 의한 민첩한 반웅을 통해 생체 심 

부 항상성 유지를 둡기 때문이다(Downey와 

Lemons, 1994). 그리고 정상인 대상자의 실험 

에서는 5분 내외의 짧은 시간이 소요된 데에 

반하여， 실험견 대퇴부 대상의 실험에서는 마 

온도는 아니었지만 특정 깊이의 온도보다 높 

은 MRT 측정값과의 일치도를 보였다. 따라 

서 본 실험에 사용한 MRT는 이론처럼 일정 

지역의 평균온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Land 둥(1986)은 47명 의 악성 종양 환자 대 

상으로 측정한 결과 36명에서 .5t 이상， 7명 
에서 SC 이하의 온도싱넣이 있었다'. Carr(1997) 

도 악성종양 41명 대상에서 온도변화가 .5 0C 

일 때 양성반웅으로 내렸는데， 77.6%가 이 

진단과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MRT는 생체 

열 전달공식의 핵심온도인 동맥온도를 3TC 

로 설정 해 놓고(Cheever와 Foster, 1992),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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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t:의 온도차이를 감지하여 악성종양을 조기 
발견하는데 적합하게 개발되어 왔다(Caπ， 

1997). 본 연구에서 초음파 가열로 대상조직 

의 온도가 상승할 때 모든 경우에 MRT 용 

도와 탐침온도의 일치도 및 직선상관도가 저 

하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MRT의 

최적 온도감지 대역이 과거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하게 정상체온 36.0 - 37.5 t: 부근으 

로 좁게 설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MRT는 수신안테나의 중심 주파수에 따라 

종양의 측정 깊이를 결정할 수 있는데， 수신 

주파수가 낮을수록 측정 가능한 깊이가 증가 

된다. 또한 생체내부의 매질에 따라 전자기에 

너지가 투과되는 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같은 

주파수 대역을 갖는 전자기에너지일지라도 

근육보다 지방층을 더 용이하게 투과， 수신안 

테나에 보다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다(김경섭 

둥， 2002). 본 연구에서는 in vitro 돈육이나 

돈족관절， 그리고 in vivo 실험견 대퇴부 모 

두에서 표면이하 약 35 mm까지 분포된 온도 

의 평균치를 유의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였올 때， 본 실 

험에서 사용한 MRT는 온도측정 대상이 적 

출된 동물조직이건 생체의 일부이건， 정상 인 

간체온과 유사한 상태에서 주변온도의 영향 

을 적게 받도록 짧은 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면， 표면이하 약 35 mm까지의 온도변화를 유 

의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 

으로 이 장비의 적정 온도측정대역이 40 t: 

부근까지 확대되고， 신속한 측정이 가능하도 

록 개선된다면 물리치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올 것이다. 

V. 결론 

최근 러시아에서 개발된 동작 주파수 1.1 

뻐인 RTM을 이용하여 초음파 가열로 인한 

생체조직 내부의 온도분포 및 온도변화를 얼 

마나 정확히 측정해 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 

고자 하였다. 실험은 in vitro인 돈육(30건)과 

돈족관절(30건)에서 in vivo인 실험견 대퇴 

부(10건)와 정상 성인(남자 30명)에서 각기 

시행하였다. 초음파로 5분간 가열 시 파라미 

터는 1 뻐， 1.5 W/cm2(돈육과 돈족관절) 또는 
1.0 W/cm 2 (실험견 대퇴부와 정상 성인)， 연속 
맥동파 이었다. 그 결과 표면이하 평균 탐침 

온도와 MRT온도간의 급간내상관계수(Intra

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3，1])는 

초음파 가열 전에 돈육 표면 이 하 15-35 mm 

에서 .8- .81 이었으며， 돈족관절 표면이하 10 

-30 mm에선 .82-.88 이었다. 가열 후엔 

ICCs가 돈육과 돈족관절에서 .7-.73로 저하 

되었다. 실험견 대퇴부에서 표면온도를 배제 

한 명 균 탐첨 온도와 MRT용도간의 ICC(3,1) 

는 초음파 가열 전에 표면이하 20-35 mm에 

서 .8-.83 이었으며， 가열 후엔 .82-.86올 보 

였다. 인체에서 초음파 가열로 인한 온도상숭 

은 근육에서 평균 1.5t:, 관절부위에서는 평 

균 3.5t:로 유의하였다(p<.OO). 즉， 돈육과 돈 

족관절， 실험견 대퇴부에서의 MRT 펑균 측 

정 깊이는 표면이하 10-35 mm이며 MRT는 

해당부위 온도분포의 평균값에 가까웠다. 그 

리고 MRT의 적정 측정대역은 36.0-37.5 t: 

부근임올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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