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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유음향 임피던스가 다른 물질이 충상구조를 이루고 

있는 매질내에서 임의의 한 충에 형성된 이차원 초음파 

음장이 다른 매질로 전파될 떼에의 특성을 각스펙트럼 

법에 의해 해석하였다. 음원으로서는 baffle된 원형 트랜 

스듀서를, 충상구조 매질로서는 물과 생체조직（지방）의 

경계롤 각각 고려하였다. 해석에 있어서는 먼저 각스펙 

트럼 분해요소, 즉, 음원의 크기 및 거리에 의존하는 기 

준음장의 최적 크기와 샘플링 간격을 균질매질을 이용 

하여 결정한 다음, 그 요소를 충상매질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경계면에서의 입사각（공간주파수）에 의존하는 투 

과계수와 입사음장의 곱으로 나타내어지는 투과음장은 

각스펙트럼법에 의해 짧은 시간내에 정도 높게 산출될 

수 있음을 보인다.

ABSTRACT
The forward propagation of two-dimensional ultrasonic 

fields through layered media was theoretically 

investigated by the angular spectrum method（ASM）. A 

baffled circular transducer and water/biological tissues 

were considered as source planes and stratified media 

respectively. The optimum spatial sampling intervals and 

the angular dimensions were obtained by the virtual 

boundaries supposed in homogeneous water. It is shown, 

as results, the forward propagated fidds given by the 

incident fields and transnnission coefficients are calculated 

rapidly by the ASM.

I . 서론

균질의 매질내에 형성되는 초음파음장의 해석에는 종 

래의 회절이론에 근거한 Rayleigh 적분식이나 그 

LOmmel 근사법이 주로 이용되어져 왔다.⑴ 그러나, 비균 

질매질 내에서의 초음파음장 해석에는 일정 파수의 함 

수인 종래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으며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필자 둥은 음향임피던스가 

다른 매질이 평면의 경계를 갖는 충상 구조를 이루고 있 

을 때, 임의의 단면에서의 옴장해석에 각스펙트럼법 

（Angular Spectrum Method： ASM）을 사용하기 위해 그 

도입에 따른 유효성과 오차의 정도를 균질 매질에서의 

가상경계를 설정하여 분석,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앞 방향으로 전파하는 2차원 음장이 각스펙트럼 분 

해요소, 즉, 표본화 주파수, 기준음장 크기 둥에 의해 '받 

는 영향을 분석한 뒤 최적의 요소를 결정하고, 그 값을 

이용하여 물과 생체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충상의 비균 

질매질에서의 투과음장을 해석하였는바, 그 결과에 대헤 

보고한다.

II. 각스펙트럼 해석 및 분해요소 결정 

매질이 경계가 없는 균질의 물일 경우, 그림 1의 좌표계 

에서 나타낸 바와같이 반경 Q인 원형의 트랜스듀서로부 

터 중심축상에서 z=z거리에 있는 打단면 Dr의 음장 

气（払,北,Zi 은 음원평면상의 한 점의 좌표를 

R）（*o，%,O） 관측점의 좌표를 두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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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충상매질의 좌표상의 표현 

거리를 广이이라고 하면 Rayleigh-Sommerfeld 회절공식⑵

에 의해

u1(x1,y1,21) = ：打 •느二心 (1)

로 나타내어진다. 여기서, 人a와 知，는 각각 수중에서의 

파장 및 파수, Wo（*o，%,O논 트랜스듀서면상의 음장이 

며, 法는 그 면상의 미소면적으로, p=（xg + ^）1/2^ 

（9=tan-1（y0/^ 의해』s=i씌pd隹 둘 수 있다. 트랜 

스듀서를 피스톤옴원으로 가정하여 “0（知,%,0） = 1로 

두고, 由이 좌표 및 °에 비해 충분히 크면（2）식온

, X 2n "w法（*?+1初广派会
心。"!1） = 3折e Jo e ⑵

xJo（-kwpxr ） pdp 
成

가 된다.⑶ 여기서, /）（） 는 Bessel 함수이다.

그림 2(b) Z=0.5 (9844초) N=121 개

그림 2(c) Z=1 (5232초) N=121 개

그림 2는 물에서 주파수 /=0fc, o=l妫인 원형 초음 

파 트랜스듀서가 만드는"음장을 나타낸 것이며, 각각 

Z=0.25, 0.5, 1.0 일 때를 Rayleigh-Sommerfeld 회절공 

식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림에서는 X= 씨q Y=y/p 

Z=足//를 사용하여 좌표축을 규준화 하였는더）, Z=1 

이 트랜스듀서로부터 33.3an의 거리로서 근거리영역의 

한계에 해당된다.

그림 1에서 z=z이 평면의 옴장 的（%1，力,由논 각 

스펙트럼법을 적용하면 다옴과 같이 구해진다。* 먼저, 

트랜스듀서면상의 각스펙트럼 "o（知,知 ;0>은 

Ua{kx, ky ;0）= f Wo（^o. ^0. o）e ~Ak'x+t,il）dxdy ⑶

즉, 트랜스듀서면상의 음장 u0（x0,Vo.O>l 이차원 푸리 

에변환으로 주어지는데, 여기서, kx 및 知온 각각 매질 

I 에서의 % 및 y 방향에 대한 파수이다. 이로부터 z=a 

인 단면心에의 입사음장외 각스펙트럼 

〔4（知.知；引）匸，

Ux{kx,ky ;，旬）=U0（kx, ky ;0）H（底,知；Z1） （4）

이 된다. 여기서, H（知,知 ;初）는 음원평면의 중심점에 

존재하는 점음원에 의하여 z=N이 거리에 있는 평면에 

만들어지는 음장/1（月,力,灰判 이차원 푸리에변환이다. 

따라서, 평면의 음장 旳（%1，力,成논 Ui（kx,ky ⑶） 

의 이차원 푸리에역변환, 즉,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旳（對"1,约）=丿匚00（知，知；0） （5）

二림 3은 동일한 트랜스듀서에 대해 각스펙트럼법에 

의해 산출한 Z= 0.25,035 Z=1.인 단면0의 음장을 

나타낸 것이다. 계산방법은 경계면 없이 각각의 거리에 

대해 계산하고 Rayleigh-Sommerfeld 회절공식으로 계산 

한 것과 비교하여 유효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2와 3을 

비교해 보면 외곽부분을 제외하고는 Rayleigh-Sommerf 

eld 회절공식에 의한 음장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또한, Z=0.2혜 대해 121x121 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계산시간을 비교해보면 Rayleigh-Sommerfeld 회 

절공식에 의한 방법은 12480초, 각스펙트럼법에 의한 방 

법은 188초였다. 이로부터 각스펙트럼법은 계산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키는 잇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각 

스펙트럼법의 정확성은 기준음장의 크기 丁와 분해요소 

의 갯수 N에 의해서 결정된다.⑷ 분해요소의 갯수, 즉 

샘플링갯수는 Nyquist 조건에 의해 최대 주파수의 2베 

이상이 되도록 샘플링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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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b) Z=0.5 (204초) N=121 개

二L림 3(c) Z=1 (187초) N=121 개

여기서/s는 샘플링주파수, 4는 샘폴링간격으로써 3 로 

나타낸다. 따라서, 샘플링갯수는

3N=T, N=4 （7）

가 된다. 기준 음장의 크기 丁의 결정온 丁가 무한히 큰 

평면이라면 푸리에 변환에 의한 오차가 생기지 않지만 

수치해석이 불가능하므로 주어진 오차범위내의 값을 갖 

도록 적절한 크기를 선정해야 한다.

그림 3온 Z=0.25의 거리에서 丁를 트랜스듀서 반경 a 

의 4베, 6배로 정하고 각각에 대해 샘플링갯수 N올 변 

화시키면서 계산한 음장의 단면도이다. 그림 3（d）와 3（h） 

는 丁의 크기에 따라 Nyquist 조건을 만족하는 샘플링갯 

수로 계산된 음장의 단면이다. 丁가 4배일 떼는 적분계 

산결과와 잘 맞지 않고, 샘플링갯수에 대해 큰 변화가 

없지만, 丁를 6배로 계산했을 때는 보다 적분계산결과와 

잘 맞고, N이 Nyquist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aliasing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트랜스듀서에 대한 이후 

의 모든 계산에 기준 음장 크기 丁를 a의 6배로 하고 

（8）과 （9）식을 이용하여 도출한 샘플간격 3 =0.015와 

N=400개의 샘플링겟수를 계산의 기준값으로 이용하였 

다. 그리고, 계산된 음장의 좌, 우측 오차가 생기는 부분 

은 잘라내고 -2에서 2의 크기까지만 나타내었다

III. 층상 매질에 대한 각스펙트럼법의 적용

그림 4(b) T=4, N=101

그림 4(c) T=4, N=121

그림 4(g) T=6, N=181

그림 4(d) T=4, N=281

그림 4(h) T=6, N=401

그림 1에서 z=zf>I 불연속적 인 경계면이라고 가정하였 

을때, 경 계를 통과한 N=Z犯 평면의 음장 〃2（*2”2，初에 

각스펙트럼법을 적용해보면, z = z인 단면 Q1 올 통과한 

투과음장의 각스펙트럼이 th（知,知 ;习）이므로

Ulb（kx,ky ;勺）=U^kx,kv，引）？（知,ky） （8）

이되고, 여기서, ?（如,知）는 단면에서의 투과계수로 

서 주파수의 함수이고 음원이 갖는 각주파수가 매질이 

달라짐으로써 snell의 법칙에 의해 위상차가 생길 떼의 

위상정보를 포함한다이 즉,

“，，、° 瑚仇盘 I cos（溢,Pn^n \
丁얘'' 知） =2姦託瓦J「石沛丁 +

=_________ 2________________
]I 必一（Ci,/아1）程一（5/<孔）2履

p [C N 金-屡-麻

...................................................................（9）

로 나타내어진다. （知,知 ;Z1）로부터 z=z犯 단면 

刀2의 각스펙트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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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kX',ky ；^2) = Ulb(kx, ky ⑶)H(知',知’；Z2) (10)

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2평면의 옴장 "2。“我2次2논 

”2(知',知' 璀2)의 이차원 푸리에역변환, 즉,

«2( %2, ^2.祀)= JJ二S(矿矽；而)

A k,'x+ kv'y) j, / it , 
x e akx aky

에 의해 구해진다. 매질이 여러 경계층을 갖는 다층구조 

일 경우애는 위의 과정을 반복적용하면 임의 지점에서 

의 음장산츨이 가능하게 된다.

IV. 해석결과 및 고찰

그림 5는 Z= 0.251］ 경계충이 있어서 Z〈0.25인 곳 

은 매질이 물이고, Z>0.25인 곳은 물, 지방, 임의의 매 

질이라고 하였을 떼 투과계수를 써서 7=0.51 면에서 

의 음장을 각각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 5(a)는 물을 

Z=0.25l］서 경계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고, (b)는 물(음 

속: 1500m/s, 밀도: 1000g/cd)과 지방(음속: 1570m/s,

밀도: 1015g/cm>)을 투과했을 때, (。는 밀도와 음속이 지 

방보다 더 큰 임의의 매질(음속: 1700m/s, 밀도: 1100g/ 

cuf)을 투과했올 때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투과음장에 대한 유효성을 계산상으로 좀 더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매질을 투과할 때 생기는 굴절과 

为의 경로룰 기하학적으로 계산하였다. 그림 6에서는 매 

질!［를 투과함으로써 생기는 진행경로와 매질II를 투과

(11)

R 가상경로면

매질口 X

A 
的)二

V

매질 I

1 F

V——具\

勺

V万버 트랜스듀서

그림 6 &의 경로

하지 않았올 떼의 진 

헹경로를 나타내었고 

그에 따른 변경된 직 

선거리 %를 기하학 

적인 방법으로 계산 

하여 음장 올 비교하 

였다. 그림 7은 가상 

경로면 의 음장올 투 

과 계수 없이 계산한 

결과로써 그림5(b)와 그림 7(a), 그림 5(c)와 그림 7(b)률 

비교해 보면 잘 맞는다는 것올 알 수 있다.

그림 7(b) z=17.7948cm

V. 결론

음장해석에 있어서 각스펙트럼법의 유효성과 정확성 

에 대한 중요한 요소인 기준음장의 크기 및 Nyquist조 

건에 따른 샘플링 수에 대해 검토하였고, 층상매질에서 

공간적 투과계수를 이용하여 투과음장을 해석하였다. 금 

후 좀 더 실제적인 매질에 대한 실험적인 확인과 검증올 

통해 수정, 보완된 모델로서 계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에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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