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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생체 피부하 약 5mm이내 영역에 대한 고분해능의 

B-모드 영상을 얻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축 방향 분해능 

30/zm 이하인 VHF 대역 초음파 트랜스듀서로서 

용융석영을 음향버퍼로 하여 그 양단에 송신용 2-2 

composite와 수신용 P(VDF-TrFE)를 설치한 송수신 

분리형의 집속 트랜스듀서의 구조를 새로이 제안하고, 그 

전기적 음향적 특성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 결과, 2-2 

composite 두께 18“m와 P(VDF-TrFE) 두께 12/加의 

트랜스듀서는 중심주파수 43.0M1IZ, 비대역 74%이며, 

삽입손실이 25dB인 비교적 우수한 트랜스듀서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1. 서론

초음파진단장치에 있어서는 영상의 질은 그 트랜스듀서가 

갖는 공간분해능에 의해 좌우된다. 공간분해능은 축방향 

분해능과 측방향 분해능으로 나뉘는데, B-모드 단층상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축방향 분해능은 사용하는 

트랜스듀서의 주파수대역폭과 매질의 음속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주파수대역폭은 

압전체 및 그 압전체에 부가된 음향정합층이나 배면층의 

재질과 구조에 의해 정해지는데, 같은 재질에 대하여는 

비대역(% bandwidth) 이 거의 같아지므로, 넓은 대역폭을 

갖기 위해서는 중심주파수를 높게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안구나 피부진단에 사용 가능한 수십 例의 

축방향 분해능을 갖기 위해서는 30Mllz 이상인 VHF 대역의 

초음파의 사용이 요구된다.[1, 2]

본 연구에서는 VHF 대역에서 광대역 특성을 가지며, 두께 

약 5mm 정도의 생체에서 축방향분해능이 20“m 이하인 2-2 

composite 송신, P(VDF-TrFE) 수신의 그림 1고！■ 같은 

송수신 분리형의 새로운 형태의 초음파 트랜스듀서 

구조를 제안하고, 그 전기적 음향적 특성을 시뮬레이션 

하였는바, 그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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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샐안안 以샌스后서의 주조

2. 재료물성 및 구조설계

그림 1의 구조에 나타나 있는 각 물질의 음향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이 물질들의 선택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었다. 즉, 먼저 수신용 

트랜스듀서의 재료로서 P(VDF-TrFE) 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음향 버퍼로서 용융석영을 선택하였는더), 이것은 

P(VDF-TrFE)의 음향임피던스 4.5Mrayl이 용융석영과 

생체조직의 기하평균에 가까워, P(VDF-TrFE)를 X/4： 

두께로 하면, 송신 시에는 공진주파수에 대한음향 

정합층의 역할을 하며, 수신 시 감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감쇄가 매우 작은 안정적인 재료이기 

때문이다. 또한, 송신용 트랜스듀서로서 2-2 

composite을 선택한 이유는 전기기계결합계수 K가 클 

뿐만 아니라. 세라믹 압전체와 복합물질인 폴리머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용융석영과 동일한 

음향임피던스를 갖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인더], 그림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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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용한 재료의 물질상수

2-2 

Composite
Fused
Quartz

Co
polymer

Biological 
tissue

v [m/s ] 3840 5970 2400 1540

p[kg/m3] 3430 2200 1880 1000

Za[Mray 1] 13.2 13.1 4.5 1.54

k. 0.6 - 0.3 -

475 - 6.0 -
그림 3. 특성해석을 위한 PSpice 모델

PVDE에 PZT 세라믹 필러 (filler)가 들어 있는 2-2 

composite 에 있어서 체적비에 따른 음향임피던스와 

전기기계 결합계수의 변화를 나타낸다［3］.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체적비 35%의 경우, 그 음향임피던스는 

용융석 영과 거 의 유사하고, 瓦 =0.67 로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으로부터의 반사파에 해당하며, (b) 및 (c)는 그에 대한 

확대도 및 삽입손실을 각각 나타낸다. 이 해석 결과에서 

얻어지는 중심주파수는 43.0MI1Z 이며, 대역폭은 31.8MI1Z 

(비대역 74.0%)로써' 이론적인 축방향 분해능은 약 

21.3 fan 이다. 한편, 삽입손실은 중심주파수에서 약 

25.2dB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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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음향임피던스

그림 2. 2-2 composite 에

비에 따른 특성 변화

§ 力 4)南曲血

(b) 전기기계결합계수 

있어서 PZT 세라믹의 체적

생체에서의 음속은 일반적으로 15401%이므로, 5皿1의 

두께를 왕복하는 데에는 약 6.5/is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용융석영의 길이를 20mm로 하였는더］, 이에 따른 

전파시간은 약 6.7〃s이다. 여기서, 트랜스듀서의 직경은 

3mm로 하고, 송신 트랜스듀서의 두께는 50MHz에 대한 人/2 

모드 공진인 것으로 가정하여 정하였는바 18/加로 하였고, 

P(VDF-TrFE)는 為/々에 해당하는 12例의 두께를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측방향 분해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곡률반경이 5飾인 음향렌즈를 만들고, P(VDF-TrFE)를 

그 곡면 상에 코팅하는 것으로 하였다.

3. 시뮬레이션 및 결과

그림 3은 본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PSpice 모델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두께 3剛의 생체조직이 동판 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4는 P(VDF-TrFE)의 

수신파형을 나타낸다. 그림 4(a)에서 두 번째 신호가 표적

(b) (c)

그림 4. 임펄스 응답특성

(a) 펄스열, (b) 표적신호, (c) 삽입손실

4. 결론

제안한 2~2 composite 송신, P(VDF-TrFE) 수신 

초음파 트랜스듀서는 중심주파수 43.0MHz, 비대역 

74%로서 , 분해능이 약 21.3伽인 우수한 트랜스듀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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