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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인들이 자외선이나 초미세 먼지 등에 일정 시

간 이상으로 과다노출이 되면 피부 노화 및 피부 트

러블이 자주 발생하며,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야 하

는 번거로움이 있다.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피부관리

를 할 수 있는 예방 치료용 홈케어 피부 미용기기의 

연구가 활발하다[1]. 초음파 치료는 암 치료 등의 치

료 의료분야와 진통제 등의 약물 침투를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다양한 의학 분야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초음파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단일 초음파 트랜스듀

서의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2-4]. 여

러 개의 초음파 주파수를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피부 

미용기기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초음파

는 주파수에 따라서 에너지가 피부층에 침투하는 전

달 깊이가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Fig.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1 MHz의 주파수를 갖는 

파동에 대한 침투 깊이(음파의 강도가 피부 표면 값

의 50%로 감소한 후 거리)는 약 3 cm 정도이고, 3

MHz의 경우는 대략 1 cm 이다. 그리고 10 MHz의 

주파수 초음파는 약 0.3cm 정도의 피부 깊이에 침투

된다[5]. 이러한 1, 3, 10 MHZ 주파수 대역의 초음파

는 피부치료 및 피부미용 관리에 주로 이용된다[6].

피부 노화가 진행되는 피부층은 일반적으로 표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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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Superficial Musculo-Aponeurotic System(이

하 SMAS) 층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초음파의 주파

수가 낮을수록 초음파 에너지는 피부에 더욱 깊숙이 

침투한다.

멀티주파수 초음파를 동시에 사용하면 여러 가지 

생리학적 효과가 결합되고 피부 조직 구조에서 동적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조절되어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두 개의 주파수 초음파를 결합하여 피부

층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 연구

가 있다[7].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하나의 매우 

효과적인 파동으로 결합하고 개별 주파수 사이에서 

초당 최대 500번 진동하는 특수 이중 주파수 결합하

는 초음파 기술로 1 및 3 MHz 또는 3 및 10 MHz의 

주파수의 초음파로 결합하여 구성하는 방법이다.

서로 다른 주파수 여러 개의 초음파 주파수를 결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단일 파동이 아니며 결합하

여 동일한 강도로 절대 압력 값은 일정하게 유지되

고, 개별 주파수의 동적 압력 구배는 주파수 변화에 

따라 진동하게 된다. 이러한 주파수 변화는 초음파의 

"마사지 효과"를 동적으로 조절하고 조직을 강화시

킬 수 있는 독특한 가능성을 열어주며, 이때 세포와 

개별 조직 구조는 급격한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동이 축적되어 치료할 부위에 시너

지 치료 효과를 낸다. 초음파 기술은 주로 미용 치료 

및 웰빙 분야에서 주름 치료, 피부 강화, 노화 방지,

피부 결점 등과 같은 피부 미용 치료에 사용된다[8,

9]. 여러 개의 주파수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용 복합 초음파 기술은 아직 국내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초음파 특성상 낮은 주파수의 초음파를 

조사하게 되면 피부 깊숙이 에너지가 침투하게 되고 

파장이 높은 초음파를 조사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얕

게 침투하게 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파장을 복합적으

로 혼합하여 피부층에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집중 공

급할 수 있도록 하는 피부 치료기기의 멀티주파수 

기술개발 제안이다. 하나의 주파수로만 사용하는 일

반 초음파 치료기기와 달리 Fig. 2에서와 같이 세 가

지의 주파수(3/10/19 MHz)를 순차적으로 동시에 피

부에 직접 조사함으로써 피부의 노화 변화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피부층의 진피, 표피, SMAS 층 

전부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다. 세 가지

의 초음파 주파수를 결합하는 피부치료용 일체형 초

음파 트랜스듀서를 설계하고 제작하였으며, 세 개의 

주파수를 동시 사용 시에 발생하는 주파수 간의 간섭 

현상을 해결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 1장에서는 멀티주파수 기술

의 기본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2장에서 세 가지 주파

수 초음파 피부치료기 트랜스듀서의 임피던스 설계 

및 제작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세 개의 주파수 초음

파 진동자의 주파수 간 간섭 방지 회로 설계 및 실험 

Fig. 1. Pressure distribution and penetration depths of ultrasound waves of different frequencies.

Fig. 2. Wave formation in triple wav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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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설명한다.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세 가지 주파수 초음파 피부치료기용 트랜스

듀서 개발 

2.1 세 가지의 주파수 초음파 트랜스듀서 설계 및 제작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주파수를 결합해서 사용이 

가능한 PZT 세라믹 초음파 진동자인 일체형 트랜스

듀서의 설계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피부의 표피,

진피, SMAS 층 전부에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초음

파 주파수 대역으로 초음파의 침투 깊이(음파의 강

도가 50% 절감되는 거리를 말함)를 고려하여 3.0

MHz, 10 MHz, 20 MHz 주파수 대역의 초음파 진동

자인 트랜스듀서를 설계하였다.

세 가지의 주파수를 결합하여 PZT 세라믹 소자 

초음파 진동자를 한 개의 일체형으로 트랜스듀서를 

정밀하게 제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PZT 세라믹 

소자의 제조과정에서 미세한 두께의 차이에 따라서 

주파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실제 PZT 세라믹 

초음파 진동자 제조에서 3 MHz 주파수는 세라믹 두

께가 약 0.7T(반경: ∅24-∅32)이며, 7 MHz는 약 

0.3T(반경: ∅13-∅21)이고, 10 MHz는 0.2T(반경:

∅10) 정도의 크기와 얇은 두께로 제조된다. 20 MHz

주파수대의 초음파 진동자는 0.1T의 두께로 얇게 만

들어야 하나 너무 얇아서 제조가 힘들어서, 7 MHz

주파수의 제3’rd 고조파 성분을 이용하여 20 MHz로 

구현하여 사용한다. 세 가지의 초음파 3.0 MHz, 10

MHz, 20 MHz의 주파수 발진에 해당되는 초음파 진

동자를 실제 제작한 결과로 세가지 주파수가 3.5

MHz, 11 MHz, 21 MHz 주파수대로 일체형으로 제작

되었다. Fig. 4는 세 가지의 3.5 MHz, 11 MHz, 21

MHz 주파수를 일체형으로 제작된 PZT 세라믹 소자 

초음파 진동자인 트랜스듀서의 사진을 나타내고 있

다.

3. 초음파 주파수 회로 설계 및 주파수 간섭 실험

3.1 세 가지 초음파 주파수의 임피던스 회로 매칭 설계 

및 주파수 실험 

효율적인 초음파 에너지를 발생을 위한 초음파 트

랜스듀서를 개발하고 임피던스 매칭 회로를 설계하

였다. Fig. 5의 (a)와 같은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A333: GSI사)를 사용하고, S-파라미터 설계는 S/W

(Advanced Design System 2009: Keysight사)를 이

용하였다. 회로 매칭 설계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

해 S-파라미터의 S21의 전송 특성을 구하는 시뮬레

이션을 하였다. 입력 임피던스(Amplifier)와 출력 임

피던스(Transducer) 간의 임피던스 차이를 매칭하

여 최소 손실로 전송하도록 극대화한다. 트랜스듀서

에 사용된 PZT 초음파 진동자는 고유 공진주파수와 

반공진주파수를 가지는데, Fig. 5의 (b), (c), (d) 그래

프상에서 가장 크게 진동하는 빨간색 피크가 반공진

주파수이다. 반공진주파수 지점의 스미스 차트상의 

녹색 임피던스값을 사용한다.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를 이용하여 S11에 대한 파라미터 값을 측정하고 반

공진점을 기준으로 스미스 챠트상의 임피던스값은 

3.537 MHz 주파수는 132.37 Ω, 11.7 MHz 주파수는 

83.5 Ω, 21.53 MHz 주파수에서는 2.68Ω을 각각 얻

었다.

Fig. 6은 3.5 MHz 대역의 S-파라미터 설계도와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측정한 임피던스 값을 기준

으로 임피던스 매칭을 하고,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이

용한 LC 매칭 회로의 시뮬레이션 및 측정 결과이다.

Fig. 3. Drawing for PZT ceramic design for triple fre-

quency generation.

(a) (b)

Fig. 4. Composite transducers capable of generating 

three types of ultrasonic frequencies, 3.5 MHz, 

11 MHz and 21 MHz. (a) Front and (b)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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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MHz 주파수에서의 전송 특성의 S21 매칭을 위해 

S1 Port(AMP)에서 증폭소자(FET)의 임피던스값을 

3.5Ω으로 설정하고, S2 Port(TD)의 3.537 MHz에서 

측정값 132.37 Ω을 입력한 뒤, 설계값 L1 575 nH,

C 3,287 pF를 넣고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실제값 L1

576 nH와 C1 3,300 pF 값을 얻었다. 커패시터는 실제

(a) (b)

(c) (d)

Fig. 5. (a) Network analyzer and Impedance measurement graphs for (b) 3.5 MHz, (c) 11 MHz, and (d) 21 MHz 

frequencies.

Fig. 6. Design and simulation results at 3.5 MHz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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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3,300 pF으로 구현한다. 3.5 MHz 대역의 S-파라

미터 그래프에서 반사계수 S11(m1)이 중심주파수 3.5

MHz에서 약 -69.7 dB까지 감쇄되고, 순방향 전달계

수인 S21(m2)이 0 dB로 임피던스가 매칭되어 중심주

파수 대역 신호는 효과적으로 전달됨을 알 수 있다.

3.5 MHz 주파수 대역에서 최적의 주파수를 찾기 위

해서 3.4 MHz～3.65 MHz 주파수 범위의 대역을 측

정한 결과, 3.54 MHz 주파수에서 최적값인 40.67 W

을 구헀다. 3.54 MHz에서 측정한 스코프 그래프에서 

Vrms 파형과 Irms 파형이 설계값과 측정값이 일치

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Fig. 7에서 11.7 MHz 주파수에서의 임피던

스 S21 매칭을 위해 S1 Port(AMP)의 임피던스 값을 

3.5 Ω으로 설정하고, S2 Port(TD)의 11.7MHz에서 

측정된 83.5 Ω을 입력한 뒤, 설계값 L1 227 nH, C1

780 pF 값의 한계치를 입력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는 실제값 L1 227 nH와 C1 810 pF 값을 얻었다. S-파

라미터 그래프에서 반사계수 S11(m2)이 중심주파수 

21.53 MHz에서 약 -52.1 dB까지 감쇄되고, 순방향 

전달계수인 S21(m1)가 0 dB로 감쇄되어 임피던스가 

매칭되었다. 11.5 MHz～11.8 MHz 사이의 대역에서 

측정 결과로 11.7 MHz 주파수에서 조건 최적값인 

17.46 W를 구했다. 11.7 MHz 주파수의 스코프 그래

프에서 Vrms 파형과 Irms 파형이 설계값과 측정값

이 일치한 결과를 얻었다.

Fig. 8과 같이 21.5 MHz 주파수에서의 임피던스 

S21 매칭을 위해 S1 Port(AMP)의 임피던스 값을 2

Ω으로 설정하고, S2 Port(TD)의 21.5 MHz에서 측

정된 2.68 Ω을 입력한 뒤, 설계값 L1 27 nH, C1 1,082

pF 값의 한계치를 입력하였다.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서 실제값인 L1 27 nH와 C1 1,610 pF 값을 얻었다.

21.5 MHz에서 S11 특성과 S21 특성이 최대인 점의 값

을 확인하였고, 실제 적용을 위해 커패시터의 1,610

pF를 사용하였다. 21.5 MHz 대역의 S-파라미터 그

래프에서 반사계수 S11(m2)이 중심주파수 21.53

MHz에서 약–52.1 dB까지 감쇄되고, 순방향 전달계

수인 S21(m1)이 0 dB로 임피던스 매칭이 되었다. 21.2

MHz～21.8 MHz 사이의 대역 측정 결과 21.5 MHz

에서 최적값인 14.79 W를 얻었다. 21.5 MHz 스코프 

파형의 그래프에서 설계값과 측정값이 일치한 결과

를 확인하였다.

Fig. 9의 (a), (b), (c)는 3.5, 11.7, 21.5 MHz 주파수

의 트랜스듀서에서 각각의 주파수를 측정한 결과의 

파형 그래프이며, 트랜스듀서에서 주파수 발진이 생

성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Fig. 9의 (d)는 일체형 트

랜스듀서의 세 가지 주파수를 번갈아 발진시킨 후의 

파형으로 트랜스듀서에서 순차적으로 3가지 주파수

가 연속적인 파형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7. Design and simulation results at 11.7 MHz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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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 가지 주파수 간의 간섭 제거 회로 설계

세 가지의 주파수(3.5 MHz, 11 MHz, 21 MHz)를 

동시에 번갈아서 발진시킬 때에 일체형 트랜스듀서

는 주파수 간의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주파수 간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개의 각각의 주파수에 

대해서 회로 및 필터 설계를 하였다. Fig. 10-12에서 

각 주파수의 임피던스 매칭 회로를 보여주고 있다.

Fig. 10의 (a)와 같이 3.5 MHz 주파수대의 회로 

설계에서 저대역 필터(Band Pass Filter)는 LC 소자

를 사용하고 3.5 MHz를 제외한 다른 주파수에서 입

Fig. 8. Design and simulation results at 21.5 MHz frequency.

(a) (b)

(c) (d)

Fig. 9. (a) 3.5MHz, (b) 11.7MHz, (c) 21.5MHz frequency waveforms and (d) three frequency continuous wav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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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되는 신호를 감쇄하도록 하였다. Fig. 10의 (b)는 

임피던스 매칭 결과로 반사계수 S11이 중심주파수 

3.5 MHz에서-59 dB 감쇄되며 순방향 전달계수 S21
이 3.5 MHz 주파수에서 0 dB로 임피던스 매칭되어 

중심주파수 대역 신호가 효과적으로 전달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외의 11.7 MHz 주파수(m3)에서 -24.9

dB 감쇄와 21.6 MHz(m4) 주파수에서 -36.1 dB 감쇄

가 일어난다.

또한, Fig. 11의 (a)에서 11.73 MHz 주파수대의 

설계에서 저대역 필터에 LC 소자를 사용하여 11.73

MHz를 제외한 다른 주파수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감

쇄되도록 하였다. Fig. 11의 (b)에서 3.5 MHz 주파수

(m3)는 -7.4 dB 감쇄, 21.6 MHz 주파수(m4)는 -15.1

dB로 감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2에서 21.5 MHz 주파수에 저대역 필터의 

LC 소자를 사용하여 21.5 MHz를 제외한 다른 주파

수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감쇄하는 특성을 갖도록 하

고, S11(m2)이 -65 dB 감쇄되어 순방향 전달계수인 

S21의 m1과 m3는 0 dB로 되어 임피던스가 매칭된 

것을 알 수 있다.

세가지 주파수 초음파 시스템의 필터 설계에서 고

려할 사항으로 한 개의 증폭기에 3개의 초음파 진동

자를 연결하게 되면 출력신호는 많은 감쇄가 일어난

다. 3.5 MHz 주파수를 사용할 때에 11.7 MHz, 21.6

MHz용 초음파 진동자의 다른 신호가 입력되어 3.5

MHz 주파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원하지 않는 

혼조 파형이 생성된다. 다른 두 가지의 주파수를 사

용할 때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뒷 단

의 주파수별 LC 매칭 시의 필터에도 영향을 미쳐서 

필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전송된 신호가 출력되지 

않는다. Fig. 13과 같이 혼조된 파형이 생기지 않도록 

SPDT(Single Pole, Double Throw) 스위치 2개를 사

(a) (b)

Fig. 10. Frequency filter design of 3.5 MHz. (a) Schematic of band pass filter and (b) impedance matching result.

(a) (b)

Fig. 11. Frequency filter design of 11.7 MHz. (a) Schematic of band pass filter and (b) impedance matching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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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3개의 신호를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 13 (b)에서 신호가 비교적 큰 3.5 MHz를 단독으

로 분리하고, 11.7 MHz와 21.6 MHz는 2개로 격리시

킨다, 11.7MHz와 21.6 MHz는 Pole 간에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격리시킨 후, 각각 주파수 전송시 서로 간

섭을 받지 않는 구조로 설계를 하였다. LC 필터 설계

와 SPDT 스위치를 통해 세 가지 주파수 간의 신호 

간섭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4는 개발한 멀티주파수 피부치료 시스템의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피부치료 시스템은 헤드부분

에 세 가지 주파수의 일체형 트랜스듀서가 장착되고,

LC 필터와 SPDT 스위치 부분 및 동작 콘트롤 유닛 

부분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4 간섭 제거 필터 실험 결과

세 가지의 주파수(3.5 MHz, 11 MHz, 21 MHz) 간

의 간섭실험에서 저대역 필터와 SPDT 스위치가 적

용된 개발 보드를 통해서 실험을 하였다. Fig. 15와 

같은 실험장치로 PC와 LC 필터와 SPDT 스위치가 

적용된 보드에 RS232C 통신으로 연결하고, 파워 서

플라이, 오실로스코프 및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측정

장치로 구성하였다.

실험방법으로 먼저 주파수 간섭실험 보드의 출력

(a) (b)

Fig. 12. Frequency filter design of 21 MHz. (a) Schematic of band pass filter and (b) impedance matching result.

(a) (b)

Fig. 13. Interference cancellation filter design between three frequencies. (a) Separation diagram of three frequencies 

and (b) isolation using SPDT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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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RF 감쇠기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의 프로브를 

연결하고, 보드의 RS232C 통신 단자에 PC의 통신 

단자를 연결한다. 증폭기(AMP) 보드의 전원에 파워 

서플라이에 18V 전압을 인가한다. PC의 RS232C 통

신으로 주파수 설정 명령어를 전송한 이후에 보드의 

신호 출력 활성화 명령어를 전송한다. 스펙트럼 애널

라이저 측정기로 주파수 및 RF 출력값을 측정하며 

필터 사용 전후의 파형을 측정하였다.

Fig. 16에서 세 가지의 주파수(3.5 MHz, 11 MHz,

21 MHz) 간의 간섭 제거 필터를 사용한 전후의 스펙

트럼 애널라이저로 측정한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측

정된 파형을 통해서 필터 통과 전의 3.5 MHz 주파수

의 경우는 중심주파수 3.5 MHz의 출력전력은 42.1

dBm이고 성분 외에 고조파 주파수 성분의 피크가 

관측되고 있다. 필터 적용 후에는 고조파 성분의 피

크가 나타나지 않으며 0.3 dBm 감쇄되어 41.8 dBm

이며 이때 출력전력 값은 15.1 W이었다. 11 MHz 주

파수에서 필터 적용 전의 출력전력은 37.5 dB이고,

필터 적용 후에는 0.1 dBm 감쇄되어 37.4 dBm으로 

출력전력은 5.5 W이었다. 21 MHz 주파수에서도 필

터 적용 전에는 출력전력은 37.5 dBm이고, 필터 적용 

후에는 0.4 dBm 감쇄되어 37.1 dBm으로 출력전력이 

5.1 W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6의 측정

된 파형 그래프로부터 21 MHz, 11 MHz, 21 MHz

대역의 각각의 주파수에서 필터 사용을 통해서 고조

파의 주파수 성분들이 확연하게 감쇄된 것을 볼 수 

있다. 각각 세 가지의 주파수대에서 필터를 통해 주

주파수간의 간섭 현상을 제거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세 가지의 주파수 초음파(3.5 MHz, 11 MHz, 21

MHz)를 갖는 일체형 트랜스듀서 및 피부치료 시스

템을 개발하였다. 일체형 트랜스듀서는 세 가지 주파

Fig. 14. Photographs of skin treatment system with three frequency transducers.

Fig. 15. Experimental environment device configuration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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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회로 설계와 임피던

스 매칭으로 제작하였다. 효율적인 세 가지의 초음파 

주파수를 구하기 위해서 각 주파수대역을 측정한 결

과에서 3.4 MHz～3.65 MHz 범위의 대역에서 적합

한 3.57 MHz 주파수를 찾았으며, 이때 출력전력의 

최적값은 40.67 W이었다. 11.5 MHz～11.8 MHz 대

역에서 11.7 MHz 주파수로 최적값으로 17.46 W이

며, 21.2 MHz～21.8 MHz 대역에서는 21.5 MHz 주파

수에서 최적의 출력전력 14.79 W를 구헀다. 이 세 

가지의 주파수들은 시뮬레이션 설계값과 실제 측정

한 스코프 그래프 파형에서 측정값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 개의 주파수를 한 개의 일체형 트랜

스듀서에서 동작시킬 때에 주파수 간의 간섭을 방지

하기 위해 저대역 필터를 LC 소자를 이용하여 회로

설계를 하였다. 멀티주파수 초음파 시스템에서 한 개

의 증폭기에 3개의 초음파 진동자를 연결하면 출력

신호의 감쇄와 혼조된 파형이 발생하는데,

SPDT(Single Pole, Double Throw) 스위치 2개를 이

용하여 Pole 간에 물리적으로 격리시켜서 서로 간섭

을 받지 않는 구조로 필터를 제작하였다. 실험결과에

서 세 가지 주파수 간의 간섭을 저대역 필터와 SPDT

스위치를 통해서 해결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하나의 

주파수가 아닌 총 세가지 주파수 초음파를 사용하는 

멀티 초음파 피부치료 시스템은 효율적인 피부관리

에 적합하는 피부의 진피, 표피, SMAS 층 전부에 초

음파 에너지가 공급이 가능한 피부치료용 의료기기

의 가능성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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