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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는 암 치료와 같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고

강도 집속 초음파(High Intensity Focused Ultra-

sound)를 이용한 시술법이 주름개선, 지방분해, 리프

팅 등 피부 미용을 위한 의료시술에도 활용하고 있으

며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되고 있다. 피부의 절개 없

이 원하는 부위에 초음파를 직접 조사하므로 미용 

효과와 피부 회복이 빨라 대부분의 피부과, 성형외과 

병원에서 많이 시술하고 있으며, 일반 환자들에게도 

고강도 집속 초음파 의료기기의 시술법이 널리 알려

져 있다[1].

고강도 집속 초음파의 원리는 진단할 때 사용하는 

초음파의 세기보다 약 십만 배 정도 강한 초음파를 

한곳에 집속시키면 초점 부위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는 볼록렌즈로 태양 빛을 모으면 초점 부위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집속 원리이다. 집속된 

점의 바로 그 주변은 아무런 열 영향이 없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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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2]. 피부관리용 고강도 집

속 초음파 리프팅 시술은 1,000 W의 고강도의 4～7

MHz의 고강도 초음파 에너지를 피부 표면 아래 3～

4 mm 깊이의 근막층에 조사하여 작은 크기의 열 응

고 부위를 만들어내며, 이 부위에서 60도 이상의 높

은 열 반응이 일어난다. 피부 조직은 지속적인 자가 

치유를 통해 노화된 조직이 새로이 재생되며 피부가 

리프팅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3-5]. Fig. 1은 

고강도 집속 초음파 장치의 초음파가 피부층에 조사

되는 과정과 인체 피부층 조직의 피부 표면으로부터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 그리고 근육(미도시됨)

의 순서로 위치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고강도 집

속 초음파 장치들은 대부분 1.5, 3.0 및 4.5 mm 깊이

에 초점이 생성하도록 만들어지고 있으며, 1.5 mm는 

진피층, 3.0 mm는 깊은 진피층, 4.5 mm에서는 

Superficial Musculo-Aponeurotic System(이하 

SMAS) 층에 초음파의 영향이 미치며 피부의 재생

을 위해 사용한다[6]. 이외에도 고강도 집속 초음파

를 이용한 피부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7-9].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피부 조직

은 피부 표면으로부터 2～4.5 mm 깊이에 분포되어 

있는데, 피부조직 치료를 위해서는 해당 깊이의 초음

파 진동자 공진주파수 대역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

고 균일한 출력전력(파워)으로 피부에 조사하여 피

부의 손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4.0 MHz 대역에서의 고강도 집속 

초음파 기술을 적용하여 피부미용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출력전력 향상과 균일한 전력제어가 가능한 고

강도 집속 초음파 피부치료 시스템을 제안한다. 고강

도 집속 초음파 장치에서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진동

에너지(vibrational energy)로 변환시키는 PZT 세라

믹 소재의 초음파 진동자인 트랜스듀서(Transducer)

를 임피던스 매칭 설계에 의해 4.0～4.7 MHz 주파수

의 광대역에 최적화시켰다. 초음파 진동자는 세라믹 

제작과정에서 미세한 두께의 차이에 의해서 초음파 

출력전력(파워) 특성이 다르게 발생한다. 이러한 다

른 초음파 출력전력의 차이를 고강도 집속 초음파 

시스템의 증폭기(Amplifier) 개발을 통해서 중심주

파수 4.0 MHz 주파수 대역에서 균일한 초음파 출력

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강도 집속 초음파 

피부치료 시스템에서 48 W 이상의 전력향상과 균일

한 출력전력 제어에 대한 실험 및 시스템의 성능 테

스트를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 1장 서론에서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원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2장에서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피부관리 시스템의 개발에 대하여 제안

한다. 3장에서는 피부관리 시스템의 주파수 설계 및 

RF 출력실험, 각 성능 테스트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피부관리 시스템 

개발

2.1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피부관리 시스템의 

구성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에너지를 이용한 피부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Fig.

2에 나타내고 있다. 고강도 집속 초음파 시스템의 주

요 구성은 초음파 진동자인 트랜스듀서와 증폭기와

의 주파수 매칭이 이루어지며 증폭기의 전원공급기,

주파수 발생시키는 펄스 제네레이터와 제어기 부분

으로 되어 있다.

Fig. 1. Skin reach depth principle of HIFU device.

Fig. 2. HIFU-based skin care system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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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에서 4.0 MHz 주파수대의 HIFU 치료시스

템이 피부에 초음파를 조사하며 정확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돕는 핸드피스를 고안하였다. Fig. 3의 (b)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치료기기의 손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핸드피스(handpiece) 3D 설계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3의 (c)에서 핸드피스는 카트리

지가 탈착할 수 있으며 카트리지 내부에 집속 초음파

를 생성시키는 초음파 트랜스듀서와 모터 구동부와 

미니 LCD 부 및 카트리지로 구성된다. 카트리지 구

조 내에 이송부와 초음파 진동자인 트랜스듀서가 포

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HIFU 시스템은 피부 표면

으로부터 일정 깊이에 분포하는 피부 조직에 대해서 

HIFU를 조사하여 초음파 집속점을 형성하는 초음파 

진동자인 트랜스듀서와 구동시키는 구동기 및 구동

기를 제어하는 제어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핸드피

스는 초음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초음파 진동자를 

구동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하드웨어에서 핸드피스의 카트리지 헤더 부분에 고

유의 특정 공진주파수를 가지는 트랜스듀서가 탑재

된다.

초음파의 안정된 발생을 위해서는 주로 고주파의 

에너지변환 효율과 부하 변화에서 안정된 출력을 얻

을 수 있는 요인에 의존되며 고효율과 안전성을 갖는 

초음파 발생 회로를 설계하고 개발한다. 초음파 트랜

스듀서가 x 축과 y 축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동 제어 회로 및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안전성을 고려해 피부 접촉 센서를 개발하여 카트리

지가 피부에 접촉되지 않을 시 출력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며, 치료 부위에 과도한 에너지가 출력될 때 전

원을 차단하는 기술을 적용한다.

HIFU 피부관리 시스템의 전체 구성은 증폭기

(Amplifier) 보드, 메인보드, UI 보드 및 핸드피스 보

드와 카트리지 등으로 구성된다. 초음파 에너지를 발

생시키는 초음파 진동자인 트랜스듀서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또한,

초음파 진동자는 고유의 특정 공진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서 초음파 진동자의 공진주파수를 발생시키는 

펄스 제너레이터와 초음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증폭기로 구성된다. 증폭기 및 유저인터페이스(UI)

를 위한 감압식 터치스크린이 포함된 10.2인치 TFT

LCD를 제어하는 UI 보드와 초음파 출력을 조사하는 

핸드피스 보드로 구성하였다. 증폭기 보드는 펄스발

생기의 주파수 설정, 증폭기 출력 제어, HPV 전원 

레벨 조절을 한다. 메인보드는 메인시스템 제어,

HIFU 프로토콜 제어, 통신제어의 기능을 갖는다. 핸

드피스 보드는 조사 버튼 입력, 카트리지 인식, 온도 

체크를 한다. 카트리지 보드는 세라믹 초음파 진동자 

연결과 진동자 RLC 매칭을 시키고 진동자 제어 기능

을 가진다.

2.2 고강도 집속 초음파 출력장치 개발

펄스 제너레이터의 주요 기능은 초음파 진동자 공

진주파수를 발생하며, PZT 세라믹 소재 고유의 공진

주파수가 다르므로 가변 주파수를 발생시킨다. 메인

보드의 명령에 따라 초음파 발진의 주파수에 맞게 

펄스 제너레이터의 클록을 발생시키는 보드의 주요

(a) Handpiece (b) Handpiece Total Exploded View

(c) Cartridge Transfer Unit (d) Handpiece Exploded View

Fig. 3. Handpiece apparatus 3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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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으로 Analog Device사의 “AD9833” Low

Power, 12.65 mW, 2.3 V to 5.5 V, Programmable

Waveform Generator IC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MCLK PIN에서 Reference 주파수를 받아서 SCLK,

SDATA 통한 3-SPI 통신으로 초음파 진동자의 공

진주파수를 입력받아 Vout에서 원하는 주파수의 파

형을 출력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Fig. 4는 펄스 제너레이터 부분의 회로 설계도이

다. 출력에는 잡음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RLC 필터를 적용하였으며, 디지털 IO와 아날로그 

IO 사이에 포토커플러를 이용하여 아이솔레이션 회

로를 구성하였다.

초음파의 안정한 발생을 위해서는 고주파의 에너

지변환 효율과 부하 변화에도 안정된 출력 발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 5에서와 같이 고강

도 집속 초음파의 핵심 기능인 증폭기에서 고효율과 

안전성을 갖는 초음파 발생 회로 및 증폭 회로로 설

계하였다. 증폭기(amplifier)의 주요 기능은 초음파 

진동자 구동을 위한 RF 출력, 초음파 세기 제어 및 

RF 출력 ON/OFF 제어 기능이다. 펄스 제너레이터

를 통해서 전달받은 파형에 따라 AC 전압을 증폭시

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증폭기에는 NXP 사의 

“MRFE6VS25N” RF Power LDMOS Transistors

IC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Transistors IC는 NXP

Fig. 4. Pulse generator circuit schematic.

Fig. 5. Amplifier circui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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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상된 견고성 플랫폼으로 높은 VSWR이 발생하

는 1.8～2,000 MHz의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협대역 

및 광대역 ISM에 설계된 RF 전력 트랜지스터이다.

증폭기의 회로도에서 출력의 잡음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RLC 필터를 적용하였으며, 증폭기에 

50 ohm 임피던스 매칭을 하였다. 그 외에도 CAN

통신 컨트롤러, 시리얼 통신, FAN 컨트롤 회로를 가

진다. Fig. 6은 개발한 증폭기(amplifier) 보드와 PCB

Artwork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2.3 메인 컨트롤러 보드 개발

Fig. 7은 메인 컨트롤러 보드의 설계도를 나타내

고 있다. 메인 컨트롤러의 주요 기능은 시스템 시컨

스 제어, 외부 인터페이스 및 내부 주변기기 제어,

클록 제너레이터 주파수 설정 제어, RF 앰프 출력 

제어, 고전압 전원 전압제어, 고강도 집속 초음파 부

가 기능 제어이다. 주요 부품으로 ST Microelec-

tronics 사의 “STM32F103” ARM Coretex-M3 32-

bit processor를 IC를 사용하였다. 최대 클록 주파수

는 72 MHz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1.25 DMIPS/MHz

의 속도로 명령을 수행한다. 한 사이클의 곱셈과 하

드웨어 나눗셈을 제공한다. 2.0 V에서 3.6 V의 전원 

공급, 4 MHz에서 16 MHz까지 외부 크리스털, 외부 

오실레이터 장착이 가능하다. 내부에는 8 MHz 및 

40 MHz 클록 포함하고 CPU 클록 발생을 위한 PLL

을 내장하며 조절 기능이 있는 RTC를 위한 32 KHz

오실레이터 기능을 가진다. 내부 또는 외부 크리스털

을 통해서 클록을 입력받아 PLL을 통해서 주변장치

에 필요한 클록을 제공하고 있다. 8 MHz의 외부 크

리스털을 통해서 메인 클록을 72 MHz로 올려서 사

용하였다.

2.4 핸드피스 보드 및 카트리지 보드 개발

핸드피스 보드는 초음파의 균일한 간격으로 조사

를 하기 위한 스텝모터 드라이버 회로와 모터 원점을 

잡기 위한 포토 센서 구동 회로 및 CAN 통신 컨트롤

러 회로로 구성된다. Fig. 8과 같이 증폭기 보드에서 

12 V 전원을 받아서 디지털 5 V, 3.3 V 전원으로 변환

하는 전원부와 12 V 전원을 직접 받아서 스텝모터를 

구동시키는 드라이브로 구성된 핸드피스 보드의 회

로를 설계하였다. 전력은 2개의 브랜치 안으로 분배

되어 전자 부품에 공급된다. 전력은 MCU를 위한 시

스템 파워와 저전압 변환기 레귤레이터를 경유하는 

3.3 V의 직류 전력으로 공급되고, 전압이 HIFU 드라

이버와 모터 구동장치 구동력으로서의 30 V에 상승

하고, 드라이버에 각각에 공급된다. Fig. 9는 핸드피

스와 카트리지의 개발한 보드를 보여주고 있다. Fig.

10의 카트리지 설계에서 세라믹 초음파 진동자 연결

과 진동자 RLC 매칭을 시키고 진동자 제어 기능을 

가진다. 초음파 진동자를 구동하기 위한 LC 매칭부

와 스텝 모터 위치 센서와 온도 센서를 측정하는 카

트리지 보드 회로를 설계하였다.

(a)

(b)

Fig. 6. (a) Amplifier Board Picture and (b) Amplifier board PCB artwork.



Fig. 7. Main Controller Board Design.

Fig. 8. Handpiece board design.

Handpiece Board Handpiece Board

Cartridge BoardCartridge Board

Fig. 9. Handpiece board and Cartridg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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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HIFU 집속점 구동 알고리즘 및 핸드피스 시제품

Fig. 11은 HIFU 치료시스템의 동작 알고리즘으로 

초음파 진동자인 트랜스듀서가 동작하도록 설계하

였다. 초음파 트랜스듀서가 x축으로 일정한 간격으

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어해 주며, 초음파 변환기가 

y축으로 이동하여 치료 깊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

였다. Fig. 12는 핸드피스의 완성된 시제품의 사진을 

나타낸다. 카트리지가 장착된 모습을 알 수가 있다.

3. 피부관리 시스템의 주파수 설계 및 실험

3.1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의 출력전력 최적화

전기 에너지를 초음파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초

음파 진동자인 트랜스듀서는 PZT 개별 소재에 따라 

공진주파수가 다르므로 정밀한 주파수 제어에 따른 

RF 출력의 전력 출력값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부질환이 주로 발생하는 SMAS 층

은 피부 표면으로부터 4.5 mm 깊이에 분포되어 있어 

Fig. 10. Catridge board design.

Fig. 11. HIFU therapy device oper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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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 조직치료를 위해서는 해당 깊이의 초음파 

진동자 공진주파수인 4.0 MHz 범위 주파수 대역에 

맞는 설계와 제작이 중요하다. 이 주파수 대역의 초

음파 진동자의 임피던스 매칭 설계를 통해서 출력 

전달 효과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Table 1의 (a), (b)에서 임피던스 정합 회로 설계한 

4.004 MHz와 실제 사용된 4.0944 MHz 트랜스듀서

의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로 측정한 결과 파형 그래프

를 나타내고 있다. 트랜스듀서에 사용된 PZT 세라믹

은 고유 공진주파수와 반공진주파수를 가지며, 가장 

크게 진동하는 피크의 점이 반공진주파수이다. 네트

워크 애널라이저로 실제 측정된 그래프의 빨간색 중 

제일 큰 피크의 값이 반공진주파수 점이며, 스미스 

차트상의 녹색은 임피던스값을 나타내고 있다. 주파

수 4.004 MHz의 임피던스는 48.535 Ω이며, 4.0944

MHz 일 때 임피던스는 52.415 Ω 값을 각각 얻었다.

4.0 MHz 주파수 트랜스듀서의 개발을 위한 설계

도구는 Advanced Design System 2009(Keysight

사) S/W를 사용하였다. 또한 측정장치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A333: GSI사)를 사용하였다. Fig. 13에

서와같이 4.0 MHz 주파수 임피던스 매칭에서 S21 매

칭을 위해 S1 Port(amplifier)의 임피던스 값을 3.5

Ω으로 설정하고, S2 Port(transducer)의 측정된 

4.004 MHz에서의 임피던스값 48 Ω을 입력하였다.

Front Side Back

Fig. 12. A photo of the handpiece prototype.

Table 1. Transducer measurement data of (a) 4.0 MHz and (b) 4.1 MHz. 

(a) Network Analyzer Waveform (b) Network Analyzer Waveform

Frequency : 4.004 MHz
Impedance : 48.535Ω

Frequency : 4.0944 MHz
Power : 52.415Ω



1030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5권 제8호(2022. 8)

설계값 L1 491.63 nH, C1 2,953 pF의 한계치를 넣고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실제값 491 nH, 3,000 pF 값을 

얻었다. 시뮬레이션한 결과에서 4 MHz에서 S11 특성

과 S21 특성이 최대인 점의 값을 확인하였고, C1값의 

경우 3,000pF 커패시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실제. 커

패시터는 1,500pF의 2개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Fig. 14는 4.0 MHz 트랜스듀서의 주파수 및 임피

던스 그래프이다. 임피던스 설계된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심주파수 4 MHz에서 반사계수 S11이–

37 dB 이하로 감쇄되고, 순방향 전달계수 S21은 0 dB

으로 임피던스가 매칭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증폭기의 저대역 필터 설계 및 제작 

HIFU 피부 치료시스템은 EMI, EMC 등 전자파의 

외부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 4 MHz 대역 시스템 증폭기의 저대역 필터(Low

Pass Filter) 설계와 보드를 제작하였다. Fig. 15에서 

증폭기의 저대역 필터의 임피던스 회로 설계에 있어

서 L값을 540 nH, C값을 470 pF을 입력하고 증폭기 

4.0 MHz 임피던스를 매칭하여 회로를 설계하였다.

Fig. 16의 (a)는 저대역 필터 설계에서 L2값 5 μH,

C2값 330 pF, C3값 680 pF 값을 입력하고 시뮬레이

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필터 특성은 Fig. 16의 (b) 그래프에서와 같이 3.6

MHz～4 MHz 대역은 통과되고, 제2’nd 고조파 성분

인 8 MHz(m2)에서 -27 dB 감쇄되고, 제3’rd 고조파 

성분인 12 MHz(m5)에서 -43 dB 감쇄가 되도록 설

계하였다. Fig. 17은 개발한 저대역 필터의 보드 사진

을 나타내고 있다.

Fig. 13. Transducer impedance matching design with 4.0 MHz frequency.

Fig. 14. Transducer impedance matching result at 4.0 

MHz frequency. Fig. 15. 4.0 MHz Impedance circui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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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6. Simulation results of low-pass filter. (a) Design 

of low-pass filters and (b) Impedance matching.

L

L

C

C

C

Fig. 17. Photo of low pass filter board.

4. 실험 결과

4.1 공진주파수에 따른 RF 출력실험 방법

초음파 진동자는 세라믹 PZT 세라믹 소자의 두께 

차이에 의해 균일하지 않은 출력전력을 발생시키는

데, 이는 HIFU 시스템 자체의 출력전력을 저하시킨

다. 이러한 출력 저하를 막기 위해 HIFU 시스템의 

증폭기(amplifier) 개발을 통해 HIFU 시스템에서 출

력전력 향상과 균일한 음향 출력전력이 나올 수 있도

록 제어하였다. 4.0 MHz 주파수 대역에서 HIFU 시

스템의 출력전력을 48 W 이상을 목표로 하고 균일한 

출력에 대해 실험하였다. Fig. 18은 RF 출력실험 장

치 구성에 대한 블록도이다. 증폭기 보드는 RF 출력

전력 제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파수 발생, 신호 

증폭, 주파수 매칭 기능을 가진다. Fig. 19와 같은 실

험장치에서 PC와 증폭기 보드와 RS232C 통신으로 

연결하고, 파워 서플라이, 오실로스코프 및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장치로 구성하였다. 각 실험장치는 4

MHz 주파수 상에 50 Ω RF 저항을 적용하고, 오실로

스코프는 증폭기의 Vpp 전압을 측정하며,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주파수에 대한 RF 파워 값을 측정하

며, PC는 주파수 가변 명령어를 송출하는 기능을 가

진다.

실험방법은 먼저 증폭기 보드의 출력단에 RF 감

쇠기와 오실로스코프의 프로브를 연결한다. 스펙트

럼 애널라이저 프로브를 RF 감쇠기의 출력단에 연결

한다. 증폭기(amplifier) 보드의 RS232C 통신단자에 

PC의 통신단자를 연결한다. 증폭기 보드의 전원에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48V 전압을 인가한다. PC의 

Fig. 18. Experimental device configuration block diagram.

Oscilloscope

PC

RF Resistance
Spectrum

Fig. 19. Photos of experimental setup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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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232C 통신으로 주파수 설정 명령어를 전송한 이

후에 증폭기 출력 활성화 명령어를 전송한다. 오실로

스코프 측정기로 주파수 및 Vpp 전압을 측정한다.

스펙트럼 측정기로 RF 출력값을 측정한다. PC의 

RS232C 통신으로 증폭기에 출력 비활성화 명령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하였다.

4.2 주파수에 따른 출력전력 실험

전기 에너지를 초음파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초

음파 진동자인 트랜스듀서의 경우 PZT 개별 소재에 

따라 공진주파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정밀한 

주파수 제어에 따른 RF 출력 출력값이 일정하게 유

지하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음파 진동자 공

진주파수를 4.0～4.7 MHz 주파수에 설정하고 해당 

주파수별로 대응해서 증폭기 주파수를 가변시키면

서 출력전압(Vpp)과 출력전력(W)을 측정하였다.

Table 2는 4.0～4.7 MHz 주파수를 실제 각각의 8개 

주파수 모두를 측정하고, 대표되는 4.0 MHz, 4.3 MHz,

4.7 MHz 3개의 주파수 파형과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파형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Fig. 20은 4.0～4.7 MHz 주파수 대역의 각각 8개 

주파수에서 출력전압(Vpp)을 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4.0 MHz 주파수에서 출력전압은 143 Vpp, 4.3

MHz에서 142 Vpp, 4.6 MHz에서 140 Vpp, 4.7 MHz

에서 139 Vpp 값을 얻었으며 평균 출력전압은 141.75

Vpp 값을 나타내고 있다. 4.0～4.7 MHz 주파수에서 

출력전압의 최대값 143 Vpp, 최소값 139 Vpp이며 

차이가 4 Vpp 정도 내에서 균일한 출력전압으로 나

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21은 4.0～4.7 MHz 주파수 대역의 주파수에

서 조사 시간을 100 ms로 하였을 때 각각의 출력전력

(W) 결과값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출력전력은 

4.0 MHz 주파수에서 48.07 W, 4.3 MHz에서 48.73

W, 4.6 MHz에서 49.97 W, 4.7 MHz에서 49.97 W의 

출력전력 값을 얻었으며 평균 48.99 W의 출력전력이

었다. 4.0 MHz에서 4.7 MHz 주파수 범위에서 최대 

출력전력 값과 최소 출력전력 값의 차이는 1.95 W로 

출력전력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MHz 대역의 주파수에서 평균출력(J) = 48.99(W)

× 100ms = 4.8999(J)이다.

4.0～4.7 MHz 초음파 주파수 범위에서 증폭기 제

어를 통한 출력전압(Vpp)과 출력전력(W)을 실험한 

결과, 평균 출력전력은 48.986 W로 48 W 이상으로 

설계한 목표값을 도달하였다. 또한, 초음파 진동자의 

공진주파수 범위(4 MHz～4.7 MHz) 내에서 주파수 

변경에 따른 RF 출력값은 1.95 W 이내이며, 목표 

출력전력 48 W 대비 최대값(49.969 W)의 4.1%로 안

정된 출력을 확인하였다.

4.3 HIFU 피부관리 시스템 성능 실험 및 결과

HIFU 시스템의 성능 특성 실험으로 보정된 각각

의 측정장비를 통해서 초음파 에너지의 최대파워

(Ultrasound Max Power), 초점거리(Focal Length),

초점거리 정확도(Focal Length Accuracy), 주파수

(Frequency), 초점온도(Focus Temperature)를 각각 

측정하였다.

4.3.1 초음파 최대 출력 실험

초음파 최대 출력 실험에서 Fig. 22와 같이 Data-
Fig. 20. The result of measuring the output voltage in 

the 4.0~4.7 MHz frequency band.

Fig. 21. The result of measuring the output power in the 

4.0~4.7 MHz frequency band.



Table 2. Frequency measurement data are (a) 4.00 MHz, (b) 4.30 MHz, and (c) 4.70 MHz.

Oscilloscope Waveform Spectrum Analyzer Waveform

Frequency : 3.987 MHz
Vpp : 143 V

Frequency : 3.998 MHz
Power : 48.073 W

(a)

Oscilloscope Waveform Spectrum Analyzer Waveform

Frequency : 4.333 MHz
Vpp : 142 V

Frequency : 4.300 MHz
Power : 48.730 W

(b)

Oscilloscope Waveform Spectrum Analyzer Waveform

Frequency : 4.729 MHz
Vpp : 139 V

Frequency : 4.699 MHz
Power : 49.969 W

(c)

1033주파수 출력 제어 최적화를 통한 고강도 집속 초음파 피부치료 시스템 개발 연구



1034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5권 제8호(2022. 8)

logger(GT342), Barometer(Testo 511), Radiation

Force Balance System(RFB-2000), Digital Oscillo-

scope(DSO7012B)의 측정장치를 사용하였다. 실험 

방법으로 총 5개의 샘플 시료에 초음파 방사 힘 측정

기(RFB)를 이용하여 초음파의 세기를 측정하였다.

초음파의 세기가 목표 범위 2.5 J/cm2 ± 20% 내에 속

하는지 확인 실험을 하였다. Fig. 23에서 RFB와 펄스

폭 측정에서 5개의 샘플 시료를 100회 측정하여 평균

값을 구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Fig. 23의 

(a)는 5개 샘플의 RFB 측정값으로 32.40～32.95 W/

cm2 값을 얻었으며, 펄스폭은 80.0 ms 이었다. 초음파

의 세기는 2.59～2.64 J/cm2 범위 내에서 평균 2.62 J/

cm2의 초음파 세기를 나타내었다. Fig. 23의 (b)는 초

음파 세기 결과이며 2.5 J/cm2 ± 20%를 만족하고, 오

차범위는 평균 4.72%로 균일한 출력을 확인하였다.

4.3.2 초점거리 측정 실험

HIFU 치료기기의 초점거리 실험장치는 Datalog-

ger(GT342), Barometer(Testo511), Acustic Inten-

sity Measurement System(AST3-L), HIFU Hy-

drophone(HNA-0400), Pre-Amplifiers(AH-2020-

025)를 사용하였다. HIFU 초점거리는 4.0 mm ± 1

mm 범위 내에 속해야 한다. Fig. 24의 (a)와 같은 

초음파 음장 분포 측정기를 이용하여 5개 샘플을 측

정하였다. Fig. 24의 (b) 그래프에서 5개의 샘플 초점

거리 측정값은 3.41～4.72 mm이며, 평균 초점거리는 

4.28 mm로 만족하였다. 오차는 -0.07～0.28 범위이다.

4.3.3 초점거리 정확도 실험

초음파 집속 초점거리에 따른 도트(Dot)가 형성되

는지 확인 실험을 하였다. HIFU 치료기기의 초점거

리 측정장비 Datalogger(GT342), Barometer(Testo

511)를 사용하였다. Fig. 25와 같이 5개의 샘플에 초

음파를 2 mm 두께의 아크릴 위에서 조사하고 카트

리지와 아크릴이 부착된 반대편에 도트(Dot) 형성 

RFB Measurement Pulse Width Measurement

Fig. 22. RFB experimental equipment.

(a) (b)

Fig. 23. Measurement result of ultrasonic intensity. (a) Ultrasound max power and (b) ultrasound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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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실험하였다. 5개 샘플의 카트리지가 아크릴이 

부착된 반대편에 도트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4.4.4 주파수 측정 실험

HIFU 치료기기의 주파수 측정을 위한 장비는 Fig.

26(a)의 Datalogger(GT342), Barometer(Testo511),

Acustic Intensity Measurement System(AST3-L),

HIFU Hydrophone(HNA-0400), Preamplifiers(AH-

2020-025)를 사용하였다. 중심주파수는 4 MHz ±

20% 범위 내에 속해야 하며, 오차는(%) = {(측정값 

- 측정값)/ 기준값} × 100으로 구했다. Fig. 26의 (b)

는 카트리지 초점에서 초음파 음장 분포 측정기를 통

해 5개의 샘플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샘플 

5개의 각각 주파수 측정값은 3.773～ 3.777 MHz 주파

수를 나타내며, 오차범위는 평균 -5.63%로 만족한 

값을 나타내었다.

4.4.5 초점온도 측정 실험 

Fig. 27과같이 HIFU 치료기기의 초점온도 측정장

(a) (b)

Fig. 24. (a) Measurement system and (b) Focal length measurement result.

Fig. 25. Focal length accuracy.

(a)

(b)

Fig. 26. (a) Measurement system and (b) Result of fre-

quency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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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Datalogger(GT342), Barometer(Testo511),

MIDI Logger(GL820)를 사용하였다. 실험조건은 열

변성 팬텀의 표면에 열감지 센서를 장착하여 초음파

를 최대강도로 발생시킨 후 센서의 온도가 기준값 

50～6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초점영역을 제외한 영

역의 온도 변화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Fig. 28에서 

5개의 샘플을 측정한 초점 온도 결과는 57.7～58.1℃

로 평균온도가 58.02℃ 값을 얻었다. 초점 주변온도 

변화값은 6.6～7.0℃로 평균 5.78℃로 기준을 만족하

였다.

5. 결  론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를 이용한 피부질환 치

료용 4.0 MHz 주파수의 피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PZT 초음파 진동자인 트랜스듀서는 PZT 소자

의 두께 차이로 인해 균일하지 않은 음향 전력이 발

생하는데 주파수 출력을 최적화한 트랜스듀서와 증

폭기 개발을 통해서 출력전력 향상과 균일한 출력전

력 제어를 할 수 있었다. 개발한 트랜스듀서는 4.0

MHz∼4.7 MHz 주파수의 폭넓은 대역에서 동작이 

가능한 것이 특징적이다. 증폭기 제어를 통한 출력전

력 측정 결과에서, 각 주파수별 평균 출력전압은 

141.75 Vpp이며, 출력전력은 최대 49.969 W, 최소 

48.0173 W를 얻었다. 평균 출력전력 값은 48.986 W

이었다. 출력전력을 4.1% 내에서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HIFU 시스템의 성능 특성 테

스트에서 샘플 5개의 각각 초음파의 세기는 2.59～

2.64 J/cm2 범위 내에서 평균 2.62 J/cm2 이며, 초점거

리는 4.43～4.72 mm로 오차는 –0.07～0.18로 기준

을 만족하였다. 주파수 측정 결과에서는 3.773～

3.777 MHz 값으로 4 MHz ± 20%의 기준을 만족하며 

오차범위는 평균 -5.64%로 나타내었다. 초점온도 결

과는 57.7～58.1℃로 평균온도 58.02℃ 이며, 초점 주

변 온도 변화값도 10도 이하인 5.76℃ 값으로 기준을 

만족하였다. HIFU 시스템의 성능 테스트에서 목표

에 만족하는 성능 결과를 얻었다. HIFU 피부관리 시

스템을 이용 함으로써 의료용 치료기를 사용하기 어

려웠던 사람들이 피부 미용 관리에 더욱 손쉽게 기술

Focus temperature setting 1 Focus temperature setting 2

Fig. 27. Focus temperature measurement.

(a)

(b)

Fig. 28. Focus temperature measurement result : (a) fo-

cus temperature and (b) focus ambiebt tem-

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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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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