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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집속음 장의 고조파성분을 이용한 초음파영상의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 집속된 가우스 음원에 직 

선 edge를 초점면 및 초점면의 전, 후방에 삽입하 

여 edge의 후방에서 생성되는 음장을 조사하였다. 

계산에서는 그린함수의 간단화를 위해 Fresnel근 

사를 이용하였고, 실험에서는 星型전극을 형성시 

킨 L9MHz 凹面진동자에 의한 가우스분포의 음장을 

갖는 초음파빔에 수직하게 edge를 삽입시켰다. 음 

장의 이론해석 및 실험결과, 초점면의 저12고조파 

의 빔형상을 제외하고는 계산치와 실험치가 잘 

일 치 하고 있으며 , 저］2고조 파의 공 간 분해능이 기 

본파에 비해 높음을 알았다,

I . 서론

초음파현미경에서는 주파수 및 집속도가 대단 

히 높은 음원이 이용되고 있어 비선형현상이 두 

드러진다” 이 때, 투과형 초음파 현미 경에서 송파 

음과 동일한 기본파를 수파하여 화상을 얻으면 

파장으로 결정되는 분해亍보다도 더 좋은 분해능 

이 얻어지며'”, 비 선형현 상에 의 해 발생 한 고조파 

성분을 수파하면 송파주파수로 얻어지는 영상보 

다도 분해능이 높을뿐만 아니라⑴ 기본파에 의한 

영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상이 얻어진다.

기본파에 의한 영상의 분해능이 향상하는 것은, 

초점에서는 가는 빔으로 되어 통과한 고조파 파 

워가 회절에 따른 위상반진의 효과에 의해 초점 

후방에서 기본파로 되돌아오기 때문으로 해석되 

고 있다“""". 또, 고조파에 의한 영상의 분해능이 

높다는 것은 초점면에서 고조파 빔이 기본파보다 

폭이 좁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다5的

한편, 고조파에 의한 화상이 기본파에 의한 화 

상과 질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에 관해서는 

명확한 이론 해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게서는 초음파현미경에 있어 고조가 성 

분의 영 상을 분석 하기 우」한 첫 단계 로서 집 속 빔 

의 초점면과 초점면의 전, 후방에 강체의 회절 

edge를 삽입해, 그때 edge의 후방에 생성되는 기 

본파 및 제2고조파의 음장을 이론해석과 실험적 

검증을 통해 파악하였다.

n. 이론 해석

그림 1과 같이 초점거리 D, 반경 r에 대한 음 

압진폭분포가 /&exp(一金尸)으로 표현되는 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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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델해석을 위한 좌표계

분포형 집속음원이, 직각좌표계의 Z축 방향에 

주파수 3의 정현파음파를 방사하고 있다. 초점 

좌표계의 원점으로 하면, z = 0에서의 자유음

스

각

을

장의 기본파 성분은

力 (—&人)

제2고조파 성분은

力 z/=Z»2()exp(-2E】) 

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2 =决+蛆

龙(福) = 2角荷 - 沮 1 - 흐 ) 

村-厂宏[i展方]

_ ~jkpQ 
知—心

洌3那音也源

020 =

昵 씨专*虹[髻

이다.

초점면부근에 충분히 긴 강체판 edge를 두어, 

% = 一8에서 x=/7■까지의 음장을 차단하고, 강 

체판의 후면에서 매질의 판에 대한 수직방향의 

입자속도를 0으로 가정한다. 수중의 기본파음압을 

/>!exp( — 제 2고조파음압을 p2 exp(—J2<vt) 

로하면, 수중의 홉수를 무시할 경우 力1, 加는 다 

음의 식을 만족한다.

▽力1 +炉力1 = 0 (1)

▽ 3 + 4炉 02=盤手"2 (2)

pc

여기서, P, c, £=1+3/24는 각각 수중의 밀 

도, 음속, 음향비선형 파라메타이고, B/A는 매질 

의 비선형 파라메타, 々는 기본파의 파수, t는 시 

간이다.

식 (1), (2)를 z = 0 에 있어서

▽ oGi (시 r()) = 0, ▽"?2(/ | r()) = 0로 되 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린함수 G ( 시 r0),

G2( rl 乙)를 구한 다음, 그린함수에 Fresnel 근 

사를 적용시키고 그린정리 및 경계조건등을 적용 

하여 기본파 및 저)2고조파의 음압을 계산하면, 

기본파 성분

Pi exp( — =富exp[_/(&—cut)]

의 복소진폭 冗은

有(2,瓦技=—-箜J二J；exp[—扌

x( x02 + yg2) +j~^{(x— x0)2 + (y— >o)2)]

dxadyQ (3)

으로 구해진다.

저 12 고조파의 진폭에 관해서는 기본파에 관한

(3)식의 도출과 동일방법으로 계산하되 左를 2龙 

로, 如를 如로, 扌를 芝로 바꾸어 계산하면 

저12고조파 성분

exp ( — j2(ut)=嬴 exp [丿2(& —cof)]

의 복소진폭 £은

件,团 = - 丿씀 仁 匚 exp [ — 2 E(서

+ 点 + 丿으{(x-x0)2 + (y-yo)2}^o^Vo

_ 야七「广 广 [富(皿%彳0)]2 

2ttpc2 Jo 丿-8 丿_8 n — z()

v 『仕(*_尤o)2 + (y_y())2 ]
x exp ]k-----------------  dx^dy^dz^ (4)

L 2 — 2o -

으로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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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실험 결과 및 고찰

초점거리 D=85mm, 가우시안 분포 계수 

&)=23()0»广2의 1.9MHz 집속 가우스 음원의 

초점면에, 회절 edge를 삽입해서 실험을 행했다.

음원에서는, 자유음장의 초점면에서의 기본파, 

제2고조파 빔의 1/e폭은 각각

/k = 2.Omm, 2例以 = 1.4”””이다.

그림 2는 초점면에 집속 빔의 1/2이 차단되도 

록 H=：0 만큼 회절 edge 를 삽입하여 y= 0, 

에서의 음압의 X방향분포를 측정한 결 

과를 계산치와 비교하고 있다. 그림 3과 그림 4는 

초점면으로부터 15mm전방에, 그리고 초점면으로 

부터 10mm후방에 회절 edge를 삽입해서 측정한 

결과를 계산치와 비교해서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와 •는 자유음장일 때, 즉 회절 edge 

를 삽입하지 않았을 때의 계산치와 실험치를, 一 

과。는 회절 edge를 삽입했을 때의 계산치와 실 

험치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결과에 의하면, 초점면의 전방 및 후방, 즉 

Zd= 70mm, 私=95””"에 회절 edge를 삽입했 

을 때의 음장의 계산치와 실험치가 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3, 4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기 

본파보다도 제2고조파쪽의 빔 폭이 좁게 나타나 

저)2고조파쪽의 공간 분해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집속빔의 일부를 초점면에서 차단하면, 초점면 

으로부터의 투과음압의 확산은 점음원으로부터의 

방사에 가까우므로, 후방의 빔은 보다 확산된다. 

초점면에 회절 edge를 삽입했을 때, 기본파 진폭 

의 실험결과는 이러한 양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제2고조파에 관해서는, edge에 의해 빔이 확산되 

어져야겄지만, edge삽입후의 빔형태는 실험치가 

계산치보다도 폭이 좁게 나타나고 있다. 또, 빔의 

중심의 진폭이 실험에서 약간 크게 나타났다. 본 

해석의 계산에 의하면, edge통과후에 생성되는 제 

2고조파성분은 edge 통과시에 전체적으로 생성되 

고 있는 성분보다도 작기 때문에, 회절후의 빔폭 

이 주성분으로서, edge통과시의 제2고조파음압의 

빔형상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실험에서는 

edge를 투과하는 미미한 제2고조파등의 영향 때 

문에 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축상외의 위상파라메타가 edge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실험과 계산이 

잘 일치하고 있어, edge에 의한 변화의 특징이 실 

험결과에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집속초음파를 이용한 영상장치에 있어서 얻어 

지는 기본파와 제2고조파에 의한 영상의 질적 차 

이의 해석의 초기단계로서, 초점부근에 놓인 강체 

박판에 의한 회절 edge의 음장에의 영향을 이론 

과 실험에 의해 파악했다’ 2차의 비선형을 고려한 

파동방정 식 의 순차근사해는, 근축근사한 그린함수 

를 이용한 수치적분에 의해 구했디•. 실험은, 가우 

스음원의 초점면에 강철의 박판을 삽입하고, 그 

후방에서 음장을 관측했다. 계산치와 실험치는 회 

절 edge에서의 투과로 인해 다수 차이는 있었지 

만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결과적으로 제2고조파 

는 기본파에 '비해 공간 분해능이 향상되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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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자유음장일때와 福=70»”»에 edge를 삽입했을때에 대한 z=18mm에서의 x축상의 음압비교 

(•••와. : 자유음장일때의 계산치와 실험치, 一과。: 회절 edge를 삽입했을때의 계산치와 실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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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자유음장일때와 zd— 85mm 에 edge를 삽입했을때에 대한 2= 18秫机에서의 X축상의 음압비교

(•••와. : 자유음장일때의 계산치와 실험치, _과O : 회절 edge를 삽입했을때의 계산치와 실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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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자유음장일때와 荷=90mm 에 edge를 삽입했을때에 대한 에서의 x축상의 음압비교

(•••와. . 자유음장일때의 계산치와 실험치, _과° : 회절 edge 를 삽입했을때의 계산치와실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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