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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레노이드 코일을 이용하여 체외 충격파 치료술에 적합한 전자기식 충격파 발생기를 구성하였다. 충격파 발생기의 

충격파의 특성은 바늘형 하이드로폰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충격파 발생기 방전 전압이 8 에서 18 kv로 증가할 때 

측정된 충격파의 최대 양압 (P+) 은 10-77 MPa 사이를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격파 최 

대 음압 (P-)은 -3.2~-6.8 MPa 에서 변화하고 있으며, 방전 전압이 14 kV에서 -6.9 MPa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 

다. 동일한 설정에서 반복 측정된 충격파의 크기 P+는 평균값의 5 % 이내에서 변화하며 전기 수력학적 방식 충격파 

발생기 경우의 50 % 정도와 비교하여,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축에서 1 ms 동안 측정한 하이드로폰 신호 

로부터 충격파에 의해 야기된 음향 공동 현상, 즉, 기포의 파열 현상으로 발생된 다수의 순차적인 음향 임펄스를 관 

찰할 수 있었다. 웨이블렛 변환 기법을 이용하여, 충격파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첫 번째와 두 

번째 기포 파열 시간 지연을 정확히 측정하였다. 충격파 크기 P+가 10 에서 77 MPa로 증가할 때 측정된 기포 파열 

지연 시간은 120 부터 700 (is 로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전자기식 충격파 발생기, 충격파 치료술, 솔레노이드 코일, 충격파, 기포 파열, 하이드로폰

투고분야: 초음파 및 탄성파 분야 (4.7)

An electromagnetic type shock wave generator suitable for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has been 

constructed by employing a solenoid coil. The property of the shock waves produced by the shock wave 

generator was evaluated using a needle hydrophone. It was shown that, as the capacitor discharging 
voltage increased from 8 to 18 kV, the positive peak pressure (P+) of the shock wave increased 
non-linearly from 10 to 77 MPa. In contrast, the negative peak pressure (P-) varied between -3.2 and 

-6.8 MPa, had its absolute maximum of -6.9 MPa at 14 kV. The peak amplitudes P+ measured 

repeatedly under the same voltage setting varied within 5 % from mean values and this is very small 

compared to about 50 % for electrohydraulic type shock wave generators. It could be observed, from the 
hydrophone signal recorded over 1 ms, several sequential acoustic impulses representing bubble collapses, 

namely, acoustic cavitation, induced by the shock wave. A technique based on wavelet transformation was 
used to accurately measure the time delay between the 1st and 2nd collapse known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shock strength. It was observed that the measured time delay increased almost linearly from 120 to 

700 Us with the shock wave pressure P+ increasing from 10 to 77 MPa.
KeywordsElectromagnetic shock wave generator.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Solenoid coil, 

Shock wave, Bubble collapse, Hydro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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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체외에서 발생된 충격파를 이용하여 비침습적으로 치 

료 효과를 얻는 체외 충격파 치료술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ESWT)은 이제 비뇨기과 질환인 

결석의 보편적인 치료술로 처방이 되고 있다. 최근 

ESWT는 치료가 어려운 퇴행성 근 관절 분야의 통증 치 

료에서 임상적인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정형외과 분야에 

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체외 충격파 쇄석술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은 1980년 최초로 결석 환자를 성공 

적으로 치료한 이후 비 침습적인 치료술로 결석 및 담석 

치료의 일대 혁명을 일으킨 획기적인 방법이다［虬 체외 

에서 발생된 충격파는 집속기에 의해 체내의 결석 및 담 

석의 위치로 집속되어 돌을 분쇄한다 그림 1은 원통형 

구조를 가지는 전자기식 중격파 발생기를 이용한 신장 

결석 환자의 체외 충격파 쇄석술의 모식도이다. 충격파 

에 의해 미세하게 분쇄된 결석은 요도를 통해 소변으로 

배출된다. 담석의 경우 분쇄된 부스러기는 담즙에 밀려 

여러 소화 기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ESWL 시술 후 담석 용해제 (예. ur

sodeoxycholic, chenodeoxycholic acid)를 투약하여 미 

세한 담석을 추가로 용해한다. 통계에 의하면 구미 각국 

은 전체 환자의 70 %가 ESWL 만을 이용하여 결석 치료 

하고 있으며, 타 시술법과 병행하는 경우를 합치면 전체 

환자의 95 % 가량이 ESWL를 이용하고 있다⑵.

임상적인 활용도에 비해 충격파에 의한 결석 분쇄 메 

커니즘 및 충격파의 생물학적인 효과는 여전히 명확하지 

못한 상태이다. ESWL이 임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 

지만 아직 최적의 치료 효과를 위한 충격파 노출 조건 

설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으며, 일반 치료용 장비

21림 1. 원통형 구조를 가지는 충격파 발생기를 이용한 신장 걸석 환지의 체외 

충격파 쇄석술의 모식도

Fig. 1. Schematic picture of a patient with kidney stones undergoing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using a cylindrical 
shock wave source.

의 경우 반드시 요구되는 정기적인 장비의 안정성 점검 

에 대한 통일된 프로토콜이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다. 일 

단의 연구자들에 의해 충격파의 피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충격파에 의한 음향 공동 (acoustic cavitation) 현 

상에 기반을 둔 기포 파열 지연 시간을 제안하고 있지만 

임상적인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3,4］.

ESWL가 결석 치료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충격파의 

파괴적인 효과를 활용하여 암을 치료하려는 연구가 자연 

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충격파에 노 

출된 종양 세포는 대부분 괴사하며, 생체 내 실험을 통 

해, 충격파는 암의 성장 속도를 둔화시키는 결과들이 보 

고 되어 있다［5,6］. 암 치료제 (chemotherapeutical 

drugs)와 충격파를 함께 사용하여 암 치료의 시너지 효 

과 (synergistic effects) 가 있음도 관찰흐］였다［7丄

최근에는 ESWL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의 충격 

파를 관절 또는 인대 등의 연부 조직에 조사하여 테니스 

엘보우 (tennis elbow), 골프 엘보우 (golf elbow) 등 치 

료가 잘 되지 않는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⑻, 캐나다를 비롯하여 일부 의료 선진 

국에서는 정형외과 분야의 충격파 치료술을 Orthotripsy 

(Orthopaedic Lithotripsy)로 명명하고 임상적으로 시 

술하기 시작했으며, 이미 미국 FDA에서도 부분적으로 

충격파를 이용한 Orthotripsy의 시술을 허용한 상태이 

다［9,10］.

충격파를 이용한 치료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충격 

파를 이용한 기초 실험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충격파의 치료 효과 및 관련 메커니즘 규명을 위해서는 

충격파의 생물학적인 효과에 기초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 안정적인 충격파의 발 

생기가 필요하다. ESWL가 초기 단계에서는 전기 수력 

학적인 방식 (electrohydraulic type)의 충격파 발생기 

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 방식은 수중에서 수 mm 거 리를 

두고 마주 보는 뾰쪽한 전극의 양단에 고압을 걸었을 

때 발생되는 스파크를 충격파의 발생원 (spherically 

diverging shock waves)으로 사용한다. 발생된 충격파 

는 주변의 타원형 집속기에 의해 반사되어 결석이 위치 

한 초점 부위로 에너지가 집속된다. 수중에서 스파크 방 

전 현상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기수력학적 

인 방식으로 발생된 충격파는 재현성이 매우 낮다［11］. 

일반적으로 동일한 설정 하에서, 반복적으로 충격파를 

발생할 때 충격파의 최대 압력의 변화가 50 %를 초과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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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근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기력을 이용한 

전자기식 충격파 발생 방식은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다.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 중인 전자기식 충격파 발생기는 2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첫째 원판형 코일을 이용하여 

평면파를 발생하고 음향 렌즈를 통해 음파를 집속하는 

방식과, 둘째 원통형 코일을 사용하여 반경 방향으로 퍼 

져나가는 (cylindrically diverging acoustic wave) 음 

파를 발생시키고 반사판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집속하는 

방식이 있다. 원판형 코일 빙식은 구조적으로 간단하고 

제작이 용이하지만, 높은 출력의 음파를 얻기 어렵고 렌 

즈를 통한 비 집속 효과 (defocusing effects) 및 중격파 

의 감쇠 (attenuation)가 발생한다. 원통형 구조를 가지 

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제작이 난해하지만, 높 

은 출력의 음파 발생이 용이하며, 렌즈를 통한 음향 에너 

지의 손실이 없다. 원통형 구조의 임상적 유용성이 인식되 

면서 원통형 전자기식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초기에는 충격파를 이용한 실험 대부분이 전기 수력학 

적 방식 충격파 발생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서서히 안 

정적인 충격파를 발생하는 전자기식 충격파 발생기 사용 

이 확대되어 왔다. 그동안 실험에서 상용된 대부분의 전 

자기식 충격파 발생 방식은 구조적으로 간단한 원판형 

코일을 채용한 방식이었다. 원통형 구조를 가지는 실험 

용 충격파 발생기는 보급이 제한되어 있어 원통형 전자 

기식 충격파 발생기를 이용한 실험이 용이하지 못한 실 

정이다. 또한 원통형 구조에서 발생된 중격파에 대한 음 

향학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솔레노이드 코일을 이용하여 실험용 원 

통형 충격파 발생기를 구성하고 발생된 충격파장의 물리 

적인 특성을 평가하였다. 충격파의 측정은 수조에서 바 

늘형 하이드로폰 (needle hydrophone)을 이용하여 즉정 

하였다. 특히, 측정된 하이드로폰 신호에 대한 웨이블렛 

변환을 통해, 충격파의 결석 분쇄 과정 및 생물학적인 

효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음향 공동 현상을 평가하는 중 

요 변수인 기포 파열 지연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였다 

[12].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자기식 충격파 발생기는, 설

重 2. 전자가식 충격파 발생 장차의 가본 구조 및 주요 성분 

Fig. 2. Basic structure and main components of the 
electromagnetic shock wave generator.

정에 따른 충격파의 재현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확인 

되었기 때문에, 충격파의 물리 및 생물학적 효과를 연구 

하기에 적절하며 충격파의 의학적 이용을 위한 기초 연 

구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재료 및 방법

전자기식 충격파 발생기: 그림 2는 전자기식 충격파 

발생 장치의 주요 성분 및 기본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2 

에서 중격파 발생기 (shock wave generator) 는 솔레노 

이드 코일이 위치한 원통형 구조물에 해당한다. 솔레노 

이드 코일은 절연 막을 사이에 두고 외부가 동판으로 싸 

여있다. 직류 전압 충전부 (DC charger) 에서는 용량 1.2 

曲을 가지는 축전지 (capacitor)가 6~20 kV로 충전된 

다. 싸이러트론 (thyratron) 스위치를 닫으면 동축 케이 

블, 솔레노이드 코일, 축전지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4 

〜 8 Jis) 강한 펄스 전류 (10 kA 이상■) 가 흐른다 (그림 3 

참조). 펄스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 코일에 형성된 

자장은 렌츠의 법칙에 의해 금속 박막과 상호 간섭을 일 

으키고 이 결과 금속 박막은 짧은 시간 동안 미세하게 진 

동한다. 빅막의 진동 (cylindrical oscillation)은 주위의 

매질(물)로 전달되어 원통형 초음파 발생원 (cylindrically 

diverging ultrasonic wave source)0] 된다. 박막의 진 

동 특성은 박막의 두께 인가 전류의 크기 및 시간 등에 

영향을 받는다[13].

그림 3. 본 연구에서 제四된 전자가식 충격파 발생기의 펄스 파워 전원 

장치에서 발생된 전형적인 전류 및 전압 피형 (방전 전압 16 kV).
Fig. 3. Typical current signal thro니gh the solenoid coil and voltage 

changes with time across the capacitor of the 
electromagnetic shock wave source constructed in the 
study (discharging voltage = 16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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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제작된 펄스 발생 장치에서 측정한 전형적인 

전압과 전류의 펄스 파형이다. 그림 3은 축전지의 방전 

전압을 16 kV으로 설정한 경우이다. 전류 펄스의 최대치 

는 약 8 kA에 달하며 펄스폭은 6 US 정도이다. 싸이러트 

론 스위치는 어느 정도 역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으 

며 그림 3에서는 한 방향 전류 성분만이 기록되고 있다.

포물선형 집속기: 박막의 진동으로 발생된 원통형 초 

음파는 포물선형 집속기에 의해 초점 부위 (F)로 에너지 

가 집속된다 (그림 4 참조). 집속기의 곡면은 초점 F에서 

집속기 표면의 임의의 지점 (x,y)까지의 거리와 집속기 

표면 (x,y)에서 코일 원통 표면으로 수직으로 연결한 거 

리의 합은 서로 같다는 조건을 만족한다. 집속기 곡면의 

조건을 만족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은 아래의 식으로 표현 

된다.

y = 4狎 ⑴

여기서 X, y는 그림 4에서 표시된 2차원 좌표 변수이 

고 a는 상수이다. 초음파가 집속되는 초점 부위의 위치 

는 인체 내부의 해부학적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 

한다. 상수 b의 값은 집속기 전면부 (aperture) 의 크기 

를 결정하며, aperture의 크기가 클수록 피부와 접하는 

위치에서의 충격파의 압력이 낮아지므로 피부에서 충격 

파에 의한 통증을 덜 느끼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포물선형 집속기는 신장 결석을 치료하는 경우를 가정하 

여 초점 위치를 설정하였으며 사용된 변수의 값은 a = 

150 mm, b = 152.12 mm 이다. 집속기의 재질은 음향 

반사 계수가 충분히 크며 물 속에서 부식하지 않는 스테 

인레스 강 (stainless steel)을 사용하였다.

그림 4. 원통형 반령 빙향으로 발신하는 파를 집속하는 포물선형 집속기의 

가同학: 상수 a와 b는 포물선의 모양과 전면부의 크기를 결정한다.

Fig. 4. Geometry of a parabolic reflector to focus cylindrically 
diverging wave： The constant a and b determine the 
shape of the paraboloid and the size of the aperhire.

충격파 측정: 본 연구에서 제작된 전자기식 충격파 발생 

기에서 발생된 충격파는 바늘형 하이드로폰 (TNU100A 

Piezoceramic Needle Hydrophone, NTR System, 

Inc., Seattle, WA 98107,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그림 5는 하이드로폰의 외부 모양 (그림 5a) 및 주파 

수 반응 특성 (그림 5b)을 보여주고 있다. 하이드로폰은 

충격파의 대부분 에너지가 집중된 0.1 〜 1.6 MHz 주파 

수 범위에서 10 dB 이내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하이드로 

폰을 이용한 충격파 측정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6에서 

도시하고 있다. 하이드로폰은 로봇 암을 이용한 3차원 

위치 제어 시스템 (3D positioning system based on 

Faraman RCN4-X1742NC, Samung Electronics, 

Suwon, Korea)에 의해 3차원 공간상의 측정 위치에 놓 

여진다. 측정된 신호는 디지털 오실로스코우프 (LeCroy 

LC584)에서 최대 1 GHz의 샘플링 주파수로 디지털 신 

호로 바뀌어 PC에 저장된다. 바늘형 하이드로폰이 충격 

파에 의해 야기된 음향 공동 현상［14,15］에 의해 손상되 

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하이드로폰의 압력 감지 부분에 

기름 층을 설치하였다. 사용된 기름은 음향 공동 현상이 

발생하기 어려운 카스터 기름 (castor oil)을，사용하였다

음향 공동 현상: 충격파에 의한 결석 분쇄 및 생물학 

적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음향 공동 

(acoustic cavitation) 현상을 들 수 있다［14,16］. 음향

樓Ceramic
Sensing 
Element

BNC 
Connector 

(a)

Coaxial
Cable 

0.9 meters 
(3 feet)

그림 5. 충격파 측정을 우！해 사용된 바늘형 하이드로폰 (TNU100A 
Piezoceramic Needle Hydrophone, NTR System, Inc., 
Seattle, WA 98107, USA), (a) 구성도. (b) 전혐적인 수신 

주파수 반응 특성.

Fig. 5. Needle Hydrophone (TNU100A Piezoceramic Ne허die 
Hydrophone, NTR System, Inc., Seattle, WA 98107, US 
A) used for measuring shock waves, (a) Basic structure, 
(b) Receiving sensitivity against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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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현상은 유체가 큰 음압 (negative pressure) 에 노 

출되었을 때 유체의 연속성 (continuity)이 파괴되는 현 

상이며, 기포의 발생 즉 유체의 공동화를 수반한다. 초 

음파에 의한 음향 공동 현상은 매질 특성에 영향을 받으 

몌 17], 초음파의 주파수가 낮아지거나 압력이 클수록 

쉽게 발생한다. 초음파에 의해 발생된 기포(군)이 관성 

적으로 파열 (inertial collapse)할 때 기포(군) 주위에 

국부적인 2차 충격파를 발생한다[18]. 기포가 파열할 때 

기포의 단열 압축 효과에 의해, 기포 내부는 초고온 상 

태 (3,000 K 이상)에 도달한다. 이로 인해 기포 주위에 

국부적인 세포 단위의 파괴적인 효과 (예: free radicals 

발생, DNA 손상 등)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초음파의 

생물학적인 효과의 중요한 기전이 된다[15]. ESWL에서 

사용하는 충격파의 에너지는 비교적 낮은 주파수 부근 

즉 1 MHz 이하에 집중되어 있으며, 매우 높은 음압 (최 

대 TO MPa)을 가지기 때문에 항상 음향 공동 현상을 

수반한다[14]. 충격파에 의해 야기된 기포 군은 관성적 

으로 파열하면서, 결석 분쇄 및 충격파의 생물학적 효과 

를 자Q]낸다[16]. 충격파의 강도는 기포 군의 1차 파열과 

2차 파열간의 시간 지연 (tc)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9]. 

달리 표현하면 기포군의 파열 시간 지연을 측정하면 충 

격파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곧 기포 군의 파열 강 

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3,18]. 본 연구에서 제작된 충 

격파 발생기에서 발생된 충격파는, 중심 주파수가 0.3 

MHz 정도로 진단용 초음파 (2 MHz 이상)보다 매우 낮 

으며, 최저 압력 (음압) 또한 -7 MPa 이하로 매우 낮기 

때문에, 강력한 공동 현상, 즉 기포, 또는 매질의 공동화 

를 야기하게 된다. 음향 공동 현상이 발생하기 어려운 

증류수에서도, 제작된 충격파 발생기의 초점 부근에서 

는 방전 전압이 낮을 때에도 (예를 들어, 10 kV)에서도 

충격파에 의한 기포의 발생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포 파열 지연 시간: 본 연구에서는 기포군의 파열 

지연 시간 tc를 측정하기 위해 충격파 파형 측정에 사용 

된 동일한 바늘형 하이드로폰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파열 지연 시간은 수백 Us 범위에서 변화하므로, 1차 및 

2차 기포 파열음을 모두 기록하기 위해서 최소한 1 ms 

이상 동안 하이드로폰 신호를 기록하였다. 하이드로폰을 

통해 수신된 신호에서, 기포 파열로 인해 방출된 이차적 

인 충격파는 노이즈에 묻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 

부분이다. 특히 충격파 발생기의 방전 전압이 낮을 때 2 

차 기포 파열시 발생된 충격파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기포 파열로 인해 방출된 충격파는 본질적으로 많은 고 

주파수 성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신호의 고 

주파수 성분을 선택적으로 추출하면, 기포 파열시 발생 

된 충격파의 신호 대 잡음 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 

한 작업은 신호를 웨이블렛 변환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하이드로폰 신호로부터 기 

포의 파열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dyadic 웨이블 

렛 변환을 활용하였다[20].

측정된 신호 s(n)에 대해 dyadic 웨이블렛 변환 

吧顽“)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W2l s(n) = s(«)* w：, (n) = ^-j 끄，伽

(2)

여기서 申 는 모 웨이블렛 (mother wavelet), n 및 m 

은 시간을 의미하는 샘플 번호 j 는 스케일 요소 (decom

position scale factor)를 표시하는 정수이다. 본 연구에 

서는 MatLab(Ver 6.0)을 이용하여 측정된 신호의 웨이 

블렛 변환을 수행하였으며, 사용된 모 웨이블렛은 

bio-orthogonal wavelet (order 2.8)를 사용하였다. 측 

정된 신호에서 고주파 성분의 스파이크 신호를 가시화 

하기 위해 웨이블렛 변환된 신호의 상세치 계수 

(coefficients of .details)를 관찰하였다. 스케 일 값의 설 

정은 측정된 신호의 샘플링 주파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나, 스케일 (scale factor) 값을 6으로 할 경우, 필요 

한 충격파 파열음 정보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물론 어림치 계수 (coefficients of approximates) 

나 각 스케일에서 복원된 신호 (restored signals at a 

different scale)에서도 충격파 파열음 신호의 검출이 가 

능하다. 그러나 고주파 성분을 강하게 포함하는 충격파 

파열음의 특성상 상세치 계수에서 파열음의 신호 대 잡 

음비가 가장 우수하다 최적의 모 웨이블렛 설정 및 신 

호대 잡음비가 최대로 하는 스케일 성분에 대한 고찰은

그림 6. 바늘형 하이드로폰을 이용한 전자기식 충격파 발생기의 충격파 측정 

장치 개요도

Fig. 6. An overview of the experimental setup using a needle 
hydrophone for measuring the shock waves produced by 
the electromagnetic shock wave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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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 포함하 

지 않았다.

III. 결 과

충격파 파형: 그림 7은 충격파 발생기 콘덴서의 충전 

(또는 방전) 전압 (charging or discharging voltage)을 

8 에서 16 kV까지 2 kV 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 초점 

(玲에서 측정한 전형적인 충격파의 파형을 보여 주고 있 

다. 충격파 파형은,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양압 (positive 

acoustic pressure) 이 지난 후,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음압 (negative acoustic pressure) 싱태를 유지한 

다. 충격파의 지속 시간은 10 Us 이내이며 파형의 중심 

주파수는 0.3 MHz 부근으로 나타났다. 방전 전압이 16 

kV일 경우 충격파의 최대 압력은 70 MPa 정도 (대기압 

의 500 배)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정에 따른 충격파 압력의 상승: 그림 8는 콘덴서 방 

전 전압이 8~18 kV까지 1 kV 씩 증가함에 따라 초점 F 

에서 측정된 충격파의 최대 양압 (peak positive 

pressure, P+)과 최대 음압 (peak negative pressure, 

P-)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방전 전압이 상승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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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자기형 충격파 발생기의 콘덴서 방전 전압을 증기할 때 초점에서 

바늘형 하이드로폰을 이용히여 가록한 전형적인 충격파 신호.

Fig. 7. Typical shock waveforms recorded at the focus of the 
electromagnetic shock wave generator using a needle 
hydrophone when increasing the discharging voltage of 
the capacitor

라 P+는 10-77 MPa 범위에서 비선형적 (시그모이드 

패턴)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그모이드 곡선의 변곡점 

(이차 미분 값이 제로가 되는 시점) 13 kV로 나타났다. 

즉 압력 증가율은 13 kV 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다. P-는 -3.2〜-6.8 MPa에서 변화하고 

있으며, 방전 전압이 14 kV 까지는 거의 선형적으로 감 

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설정 값 14 kV에서 P-은 -6.9 M頂a로 최소 값 

을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방전 전압 설정에서 3회씩 반 

복된 측정에서, 충격파 압력의 백분율 변이도 

(percentage variability)-^- P-의 경우 평균치의 2 % 이 

내, P+의 경우 평균치의 5 % 이내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력 변화의 폭은 방전 전압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포군의 파열 음 신호: 그림 9는 바늘형 하이드로폰 

으로 1 ms 동안 기록한 음향 신호 (s)를 보여주고 있다. 

신호의 시작 부분 (30 Ils)에서 솔레노이드 코일에서 발 

생된 충격파 파형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고, 이후에는, 

기포군의 발생 및 파열에 따른 음향 신호 (이차적인 충 

격파)를 보여준다. 하이드로폰 신호 s로부터 기포의 파 

열로 기록된 이차적인 충격파 발생 시점을 615 [is 부근 

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충격파 발 

생기의 방전 전압이 낮을 경우 (예를 들어 13 kV 이하), 

기포의 파열음 신호가 잡음에 비해 유의하게 크지 않다. 

따라서 하이드로폰 신호로부터 바로 2차 기포의 파열 시 

점을 정확히 평가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포의 파열음 신호를 가시화하기 위해 웨이 

블렛 변환 기법을 활용하였다. 파열음에는 고주파수 성

8 10 12 14 16 18
voltage (kV)

그림 8. 전자기혐 충격파 발생기의 콘덴서 방전 전압이 증기함에 따라 
초점에서 측정竭 충격파의 최대 압력 (P+, PT의 변화

Fig. 8. Variation of the peak pressures (P+, P-) of the shock 
waves measured at the focus of the electromagnetic 
shock wave generator as the capacitor discharging 
voltage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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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호 S를 웨이블렛 변 

환하여, 파열음이 강하게 포함된 고주파수 성분을 선택 

적으로 시간 축에 도시하면, 파열음의 출현을 쉽게 판별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9에서 a5는 하이드로폰 신호 s< 

웨이블렛 변환한 후, 스케일 요소 (or, decomposition 

level) 5에서의 approximation 성분이며, dl~d5는 

level 1〜5에서의 detail 성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 

서 볼 수 있듯이 d2, d3, d4는 기포 파열로 인한 고주파 

수 성분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포군 파열시 

발생하는 음향 신호의 에너지는 d2 〜 d4에서 사용된 웨 

이블렛 성분의 주파수 대역에 몰려 있음을 시사한다. 따 

라서 d2〜d4에서 기포의 파열음 신호가 선택적으로 부 

각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1st 및 2nd 파열 지연 시간 tc 

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기포 파열 지연 시간: 그림 10은 충격파 발생기의 방 

전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초점 부근에서 기포군의 파열 

의 시간 지연 tc 값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방전 전압 

의 증가에 따라 시간 지연 tc는 비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8에 도시된 방전 전압과 충격파

提
zcrz

Q—Cf
/

Q'

C广

800

700

600

宜500

—400CD 
E 
匚300

200

100

0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Voltage (kV)
그림 10. 전자기혐 충격파 발생기의 콘덴서 방전 전압에 따른 초점에서 첫 

번째 및 2번째 기포 군의 파열 시간 지연

Fig. 10. Time delay between the 1st and 2nd collapse of the 
babble cloud around the focus against the discharging 
voltage of the capacitor of the electromagnetic shock 
wave generator.

압력간의 비선형 상관성을 이용하여, 충격파 압력에 따 

른 기포군의 파열 지연 시간을 도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Ua는 P+의 증가에 따른 tc 값의 변화이며, 그림 

lib는 P-와 tc와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P+ 값이

그림 9. 방전 전압 16 kV으로 충격파 발생시 초점에서 1 ms 동안 바늘형 
하이드로폰에서 감지된 신호 怎)및 웨이브렛 변환 후 분해된 신호 

성분 (d1 - d5： details at each level, a5： approximate at 
the level 5). 그림에서 수평축은 시간을 의마하며 데이터를 일련 

번호로 표기했고 데이터간이 시간 간격은 0」ps 이다.
Fig. 9. Signal s' recorded at the focus by the needle hydro

phone for 1 ms and decomposed components after 
wavelet transformation (d1 - d5： details at each level, 
a5： approximate at the level 5), when the shock wave 
was produced at the discharging voltage of 16 kV. The 
horizontal line represents the time and the axial value is 
the sequential data number and the time interval 
between two adjacent data numbers is 0.1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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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L 초점에서 측정된 충격파익 압력에 따른 초점에서 기포군의 파열 

시간 지연. (a) P+, (b) |P-|
Fig. 11. Time delay between the 1st and 2nd collapse of the 

bubble cloud around the focus against the peak 
pressures of the shock waves, (a) P+. (b)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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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에서 77 MPa로 증가할 때, 기포 파열 지연 시간은 

120 부터 700 Ils 사이를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론적으로 예측된 것처럼[18], 충격파 압력 (P+, P- 

모두)의 값은 시간 지연 tc와 거의 선형적인 관련성을 보 

여주고 있다.

IV. 토 의

본 연구에서는 솔레노이드 코일을 이용한 전자기식 충 

격파 발생기를 구성하였다. 측정된 충격파 파형은 기존 

의 상용 모델에서 측정한 것과 유사하며, 콘덴서 방전 

전압 8~18 kV에서 변화할 때, 충격파의 최대 압력은 10 

~77 MPa 범위에서 비선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방전 

전압 13 kV 기점으로 압력의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으며, 

Coleman et al. (1991)에서 언급된 pre-shock 영역과 

post shock 영역을 구분하는 설정 값이라 할'수 있다 

[21], pre-shock 영역에서는 비선형 전파에 의한 충격 

파 압력의 상승효과가 감쇠 효과를 능가한다. 그러나 

post-shock 영역에서는 비선형 전파 효과로 인한 추가 

적인 감쇠 효과가 압력 상승 저하한다[22〕.

동일한 설정에서 반복하여 충격파를 발생할 경우, 발 

생된 충격파는 크기의 변화가 평균치의 5 % 이내로 재현 

성 (reproducibility) 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수력학적 방식의 경우 백분율 변이도가 평균 50 % 

이상인 것을 비교하면[U], 본 연구에서 제작된 전자기식 

충격파 발생 방식은 매우 안정적으로 충격파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으로, 측정 

된 충격파의 변이도는 충격파 자체의 특성 외에도 매질 

의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음 

향 공동 현상 발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매질 (예를 들어 

degassed water)에서는'보통 tap water를 사용할 때 보 

다, 동일한 설정에서, 충격파의 변이도가 작아진다. 또 

한, 선행 충격파의 발생으로 인해 매질의 상태가 달라져 

있을 때, 곧 바로 다음 충격파를 발생할 경우, 충격파는 

조건이 다른 매질을 전파하게 되어, 측정된 충격파의 변 

이도가 커지게 된다. 실제로, 단위 시간당 충격파의 발 

생 횟수를 증가하면서 충격파를 측정했을 때 P+ 값이 급 

격하게 감소한다[2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제 

거하기 위해, 반복된 충격파의 측정은 선행 충격파 발생 

이후 10 초 이상 경과한 후 다음 충격파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충격파의 shock front는 하이드로폰의 수신 

주파수 반응 특성의 제약 때문에 평활화 (smoothing) 되 

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상적인 하이드로폰의 주파 

수 반응 특성은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일정한 감도를 가 

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5b에서 보여 주듯 

이 충격파 측정에 사용된 바늘형 하이드로폰은 상당히 

제한된 주파수 영역 (10 MHz 이하)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이드로폰을 통해 측정된 충격파는 실제 충격파와 상당 

한 오차를' 보이게 된다. 충격파의 shock front는 수십 

MHz 성분을 포함하는 고 주파수 성분의 에너지가 집중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한 고주파 성분을 감지하 

지 못하는 하이드로폰에서는 날카로운 충격파형 (shock 

wave with well developed shock front)을 얻을 수가 

없다. 그림 7에서 보여주듯이, 충격파의 shock front 

thickness가 방전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 방전 전압 

에서는 감소하지만 방전 전압이 14 kV 이상에서는 더 이 

상 감소하지 않고 있다. 즉 방전 전압 14 kV 이상에서 

측정된 충격파의 shock front는 하이드로폰의 주파수 

반응 특성 때문에 평활화된다[24]. 그림 7의 shock 

front가 평활화된 충격파형으로부터 측정한 P+는 실제 

보다 작은 값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8에서 보여주 

는 P+ 값은 참값 보다 낮게 측정된 값 (underestimated 

value) 이라 할 수 있다[25]. 반면, P- 값은 낮은 주파수 

(충격파의 중심 주파수 0.3 MHz 정도 부근) 성분에 의 

해 영향을 받으며, 이 주파수 영역에서는 하이드로폰이 

비교적 적절히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오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충격파를 측정하기 위해 바늘형 하이드 

로폰 주변에 카스터 기름을 이용한 보호층을 설치하였 

다. 카스터 기름에서는 공동 현상이 잘 발생하지 못하므 

로 공동 효과에 의한 하이드로폰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카스터 기름의 보호층을 사용할 경우 하이드로폰 

수명을 수십 배 가량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부가적으로 카스터 기름에서는 매우 낮은 음압 (P-) 

에도 파열하지 않고 견딜 수 있으므로 물에서 측정할 때 

보다 카스터 기름층을 가진 하이드로폰에서는 더 낮은 

음압 (P-) 의 측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물 속에서 측 

정할 수 있는 최대 P- 값은 T。MPa 정도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늘형 하이드로폰을 이용하여 충격파 

를 측정함과 동시에 time base를 넓게 하여 기포 파열 

현상을 관찰하였다. 일반적으로, 특히 낮은 방전 전압에 

서는, 하이드로폰 신호에서 기포 파열로 인한 음향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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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포 파열로 

인한 음향 신호에는 고 주파수 성분의 신호가 매우 짧은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포 파열 지연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하이드로폰 신호의 웨이 

블렛 변환을 이용하였다. 측정 결과 충전 전압에 따른 

기포 파열 지연 시간의 증가는 충격파 압력과 같은 양상 

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10 참조). 이 

론적으로 예측된 것처럼[18], 충격파 압력 (P+, P- 모 

두)의 값은 시간 지연 tc와 거의 선형적인 관련성을 보여 

주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향후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한 기포 파열 지연 시간 측정은 피동 집속형 초음파 

변환기 (passive focused ultrasonic transducer)를 °| 

용하여 생체 내 충격파의 강도를 비 침습적으로 측정하 

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26].

충격파에 의한 결석 파괴 효과는 모의 결석을 이용하 

여 평가하였다. 모의 결석은 plaster of paris (SamWoo 

Chemical IND. Co., LTD, Korea)를 물과 혼합 

(plaster of paris : water = 1 : 1.5) 하여 제작하였다. 

이러한 혼합비에서 모의 결석의 밀도는 1.478 g/cm3 정 

도이며, 강도 (material failure strength)는 10 MPa 

(compression) 과 1.9 MPa (tension) 으로 나타났으며, 

경도는 대략 14 kg/mn?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이 

값들은 신장 결석 (renal calculi)이 가지는 값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2는 물 속에서 초점 

부위에 위치한 모의 결석에 방전 전압을 16 kV에서 발생 

된 충격파를 300회 조사한 후 표면 사진이다. 충격파로

그림 12. 콘데서 방전 전압 16 kV에서 발생된 충격파를 300회 조시했을 때 

초점 부위에 우I차한 모의 결석의 표면의 손상 및 마모

Fig. 12. Surface erosion and damage of a phantom stone placed at 
the focus and exposed to 300 shock waves generated at 
the discharging voltage 16 kV.

인해 발생된 물 속의 음향 공동 현상으로 모의 결석 표 

면에 수많은 미세하게 패인 손상 (pit erosion)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초점에 위치한 부위는 주변보다 깊게 

패여 있으며 집속된 충격파 강도의 분포를 보여준다. 충 

격파에 2,000 회 정도 노출되면 두께 15 mm의 모의 결 

석이 거의 천공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V. 결 론

솔레노이드 코일을 이용한 전자기식 충격파 발생기를 

구성하고, 바늘형 하이드로폰을 이용하여 발생된 충격파 

를 측정하였다. 충격파 발생기의 설정 전입이 증가함에 

따라, 충격파의 비선형 전파 효과에 의해, 충격파의 압 

력은 비선형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동 

일한 설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된 충격파의 압력의 변화 

는 5 % 이내로 안정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파의 생물학적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충격파에 의해 야기된 캐비테이션을 특성을 평가 

하기 위해, 워이블렛 변환 기법을 이용하여 기포의 파열 

지연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였다. 이론적으로 예측된 것 

처럼, 충격파에 의한 기포 파열 지연 시간과 충격파 압 

력간의 선형적인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서 개발된 전자기식 충격파 발생기의 임상적인 활용을 

위해 ESWL의 치료 개선 효과 및 수요가 급증하는 

ESWT 또는 Orthotripsy의 최적 노출 조건 설정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솔레노이드 코일을 이용한 

전자기식 충격파 발생기는 매우 안정적으로 충격파를 발 

생하기 때문에 충격파의 생물학적 효과에 대한 기초 연 

구 및 새로운 충격파 치료술 장비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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