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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활용한 비침습적 지방융해   

 

 

본 논문에서는 지방융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초음파 펄스

의 파라미터와 그에 의한 지방조직, 혹은 팬텀 내에서의 초음파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정 조건에서, 생체 조직을 통하여 전달되는 초음파 에너지는 급

작스러운 폭발을 포함하는 캐비테이션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짧은 

시간동안 국소적으로 5000°K까지 온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지방 조직의 구조 및 분자간 결합을 끊을 수 있다.  

생체 내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주변 조직의 열

에 의한 괴사를 방지하기 위해 초음파 파라미터인 공진주파수, duty 

cycle, 펄스 반복 주파수와 음압강도가 고려된다. 

작은 초점의 크기에 의해서 조직의 표면에는 괴사를 일으키지 않고, 

타겟 영역에만 융해를 일으킬 수 있다. HIFU 트랜스듀서의 초점의 크기

는 대략 1 × 1 × 10mm 정도이며, 초음파 필드는 membrane hydrophon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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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캘리브레이션 하였다.  

선행 연구로, 초음파 필드에 따른 현상을 시각적으로 관찰하기 위

하여 플라스틱 기반의 팬텀이 사용되었다. 인체 내 지방산과 가장 유사

한 조성을 갖는 돼지의 지방 조직이 시편으로 사용되었다. 

 

 

 

 

 

 

 

 

 

 

 

핵심되는말 :HIFU, 고강도 집속 초음파, 치료 초음파, 초음파, Lip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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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현대 사회에서는 가늘고 늘씬한 몸매가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다이어트 및 몸매 관리 등이 관심 받고 있으며, 특히 비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공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BMI≥25kg/m2 기준의 비만 유병률이 그림 1과 같이 해마

다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전국민의 

30%에 육박하는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아닐 것이다[1]. 

 

그림 1-1 연도별 비만(BMI≥25kg/m2 기준) 유병률(보건복지부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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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2를 살펴보면 이러한 비만의 추세가 20대부터 60대까지 

차츰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근본적인 과체중에 대한 교정은 

식이 요법 및 운동 요법이지만, 바쁜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이를 지속

적으로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고도 비만을 

제외한 일반적인 비만의 경우 대체로 복부 등의 신체 일부 부위에만 집

중되는 경우가 많다. 빠른 체중 감량과 신체 일부의 국소적인 비만에 

대한 윤곽 교정은 상기의 방법으로 해결되기 어려워 최근에는 이에 대

한 성형외과적 방법으로 지방흡입술이 도입되어 미용성형술의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1]. 

 

그림 1-2 연령별 비만(BMI≥25kg/m2 기준) 유병률(보건복지부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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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수행된 ISAPS international survey on 

aesthetic/cosmetic procedure에 따르면 2009년에 대한민국에서 수행된 

성형시술은 총 659,213 건이며, 이중 지방흡입술은 63,901 건으로 약 

1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국, 브라질, 중국에 이어 

세계 7위의 성형 시장을 가지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는 상당히 

큰 시장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비만의 증가추세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2]. 게다가 최근의 연구결과는 지방흡입이 

단순히 체중 감량의 효과 이외에도 혈중 지질 농도를 낮춰 비만의 대사

성 합병증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3]. 

일반적인 지방흡입술의 원리는 지방이 많이 축적된 부위의 혈관, 

신경, 림프관에는 손상을 적게 주면서 'cannula'라고 부르는 작은 튜브

(이하 cannula)를 삽입하여 피하지방을 음압으로 빨아내어 몸매를 가다

듬어 주는 것이다[4]. 이 때 지방을 유화시키는 매개체는 레이저, 초음

파, 화학적 방식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흡입술의 modality가 분

류된다[5-9]. 또한 최근에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캐뉼라를 삽입시키지 

않고 외부에서 초음파 에너지를 가해 유화된 지방을 지방대사 시켜 분

해하는 External ultrasonic lipoplasty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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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iposuction techniques 

 

Suction-Assisted Liposuction 

초창기의 liposuction 방식으로 피하지방층에 끝이 뭉툭한 cannula

를 삽입하여 suction에 의해 발생한 기계적인 음압으로 지방조직을 빨

아내는 방법이다[5][11]. 1976년 Arpad와 Fischer가 suction과 칼날이 

장착된 cannula를 삽입하여 피하지방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성공하였다

[12]. 이는 기존의 currette을 통해 절개하는 방식보다 합병증을 감소

시켰지만 과다 출혈 및 혈종(hematoma)에 대한 부작용이 종종 발생하였

다[13]. 

 

Dry Technique  

환자가 전신마취 상태에서 피하층에 국소마취 용액의 주입없이 지

방흡입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흡입된 체액의 20-45 %가 혈액으로 구성

되어 있어 매우 심각한 출혈이 발생된다[5]. 이 때문에 한 번 시술 당 

매우 제한된 흡출량을 가지며 수혈 및 입원 없이 지방흡입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현재는 수행되지 않는 지방흡입

법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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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wet Technique 

Superwet technique 역시 전신마취가 요구되는 방법이다[5]. 전신

마취 하에서 희석된 1-2 cc의lidocaine과 epinephrine의 국소마취 용

액을 피하 지방층으로 주입시켜 혈액의 감소를 막는 방법이다[14]. 이 

방법은 tumescent technique에 비해 절반 정도의 국소마취 용액을 사

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손실된 혈액이 흡출량의 약 8% 정도를 차지한

다[15-16]. Superwet technique의 경우 전신마취에서 오는 위험성 때

문에 사망한 케이스가 보고되었다[17-18]. 

 

Tumescent Technique 

1987년 피부과 의사인 Jeffery Klein에 의해 개발된 튜메슨트 지방

흡입법(tumescent liposuction)은 기존의 혈액 손실로 일어나는 부작용

들을 종식시켰다[7][19]. 튜메슨트 지방흡입법은 희석된 lidocaine 및 

epinephrine을 허용된 범위 안에서 주입하여 국소마취 및 혈관수축을 

통해 환자의 의식 소실 및 다량의 출혈 없이 지방을 흡입하는 방식이다

[7]. 이 경우 약 3-4 cc의 국소마취 용액을 주입하게 되며 혈액 손실률

은 약 1%이다[20]. 튜메슨트 지방흡입법의 경우 굉장히 안전한 시술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확률로 사망 및 부작용이 발생하

는데 이것은 lidocaine 독성에 의한 것이거나 lidocaine과 관련한 약물

의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 등이 보고되었다[21-22]. 혹은 용액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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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 전신마취 및 정맥마취의 혼용 등으로 인한 사망 등이 보고되었으

나 국소마취만을 사용하는 true tumescent technique은 사망 보고 예가 

없다[18]. 

 

Laser-Assisted Liposuction  

Laser-assisted liposuction은 튜메슨트 용액을 주입한 뒤 laser를 

이용하여 목표 지방세포막에 에너지를 가하고 유화시켜 지방제거를 하

는 방법이다[23-25]. 일련의 연구는 laser-assisted liposuction과 기

존의 튜메슨트 지방흡입법을 비교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적절한 laser의 

사용으로 인해 혈액의 손실이 줄어들고, 시술부위가 빠르게 회복되었으

며, 수술 후 합병증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다[8]. 그러나 뒤이은 전

향적 연구에서 미용적인 측면에서의 결과나 징후나 통증 면에서 두 방

법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laser-assisted technique가 약간 더 적은 

통증 및 lipocrit level을 나타낼 뿐이라고 보고하였다[26]. 또한 

themal injury, 장비 비용, 긴 시술 시간 및 낮은 효율에 대한 단점이 

존재한다[27].  

 

Power Water-Assited Liposuction  

이 방식은 고압의 물줄기를 지방세포에 분사하여 지방세포를 혈관

이나 신경으로부터 떼어내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28].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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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assisted liposuction은 기존의 튜메슨트 지방흡입법에 비해 고

통이 거의 없고, 조직 합병증이 매우 적다고 알려져 있다[29]. 일례로, 

85%의 시술 환자들이 4일 이내에 수술의 고통이 모두 제거되었으며, 6

일 이내에는 최소의 불편함조차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다고 보고

되었다[29]. 그러나 2009년 처음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만큼 현재

까지 객관적인 검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Ultrasound-Assisted Liposuction  

두 가지 다른 방식의 ultrasound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internal 

ultrasound assistance이고 다른 하나는 external ultrasound 

assistance 방식이다[10]. Ultrasound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cavitation, thermal effect, mechanical effect

이다[30]. 

1. Internal Ultrasound Assistance  

1980년대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cannula 혹은 prove에서 

ultrasonic wave를 피하지방층에 발생시켜 지방을 유화시킨 다음 제거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31-32]. Internal ultrasound assistance 방

식은 연구 결과 다소 높은 혈액 손실률을 보이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고 보고되었으며, 시술 시 두 가지가 꼭 지켜져야 한다[33]. 첫 번째는 

시술 시 thermal damage를 막기 위하여 ultrasonic probe 혹은 cann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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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34]. 두 번째는 지방의 유화를 돕기 위하여 

superwet technique 혹은 튜메슨트 용액이 꼭 주입되어야 한다[16]. 그

럼에도 불구하고 Ultrasound-Assisted Liposuction은 많이 받아들여지

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합병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장비비용이 매

우 비싸며, 주기적으로 cannula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점 및 급격한 

learning curve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cannula의 직경이 상대적으로 

굵어 침습부위가 크고 자유롭지 못한 것도 단점으로 지적된다[35]. 

2. External Ultrasound Assistance  

Internal ultrasound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초음파 에너지를 

사용하여 국소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효과적으로 유화시키기 위

하여 개발되었다[10]. 초기의 방식은 튜메슨트 용액을 지방층에 주입하

여 초음파 에너지 흡수도를 높인 뒤, 체외에서 초음파 에너지를 가하여 

지방층에서 에너지 흡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cannula를 체내

에 삽입하여 지방을 흡출하는 방식이다[36]. 연구에 따르면 치료초음파

의 에너지 기준은 2.0 W/cm2보다 높은 3.0 W/cm2을 사용하였을 때 시술 

시간이 적합함과 동시에 피부화상 등의 부작용이 없었으며 환자들의 만

족도가 높았다고 보고되었다[36]. 또는 환자들의 지방층이 크게 줄어들

었다고 보고하였다[37].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들은 external 

ultrasound에 의한 지방흡입술이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였다[38-39].  

이러한 가운데 최근 개발된 차세대 external ultra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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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osuction인 Ultrashape는 체내에 cannula마저 삽입하지 않으며 완전

한 비침습적 방법으로 지방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40]. 외부에서 초음파 에너지를 통해 지방층의 triglyceride를 분해하

고 이는 혈액을 통해 간으로 전달되어 지방대사 과정을 거쳐 체외로 배

출되는 원리이다[41]. 이러한 방식은 비침습적이고, 출혈 및 감염의 위

험이 없고, 환자의 수술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입원 없이 내원

을 통해 체중감량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42]. 하지만 지

방산의 일일 대사량이 한정되어 있어 많은 양을 분해할 경우 간에 무리

를 주게 된다[41]. Ultrashape를 통해 시술한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이 

거의 없고 고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2].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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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 론 

 

2.1 지방 

 

지방의 구조 

지방은 인체의 형태를 유지하고, 체내의 에너지를 축적한다[43]. 

그러나 과도하게 지방이 쌓이는 경우를 비만이라 일컬으며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을 유발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44]. 체내의 지방은 

갈색지방과 백색지방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피하에서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45].  

 

그림 2-1 지방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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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쪽의 지방층은 주로 몸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더 깊은 쪽의 층이 잉여분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능을 한다[46]. 

내부에는 지방조직 외에도 신경, 혈관, 섬유질 기반의 지지구조를 

포함한다[47]. 지방층의 아래에는 근육 층이 자리하고 있다[47]. 

지방층의 위치는 피부아래에서부터 시작되어 근육까지 평균적으로 

3cm이나, 비만환자의 경우 크게 다르다. 

 

지방세포와 지방산 

 

그림 2-2 지방세포의 현미경사진(세포 내에 핵과 액포가 자리하고 

있으며 액포 내에는 지방이 저장되어있다.) 

 

지방조직은 평균 80um의 직경을 갖는 지방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이 들어있는 액포하나를 가지고 있다[46]. 외부는 콜라겐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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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지지되며 지질이중층으로 구성된 세포막을 갖는다[46]. 

세포내의 조성은 무게비율기준 60-80%가 지방, 5-30%는 물, 남은 2-

3%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46]. 인체 내의 주된 지방은 약간의 

점성을 갖는 트리글리세롤(molecular weight 900g/mol)로 구성된다[48]. 

트리글리세롤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인데, 

각 지방산은 카르복실산의 일종으로 긴 탄화수소 체인(CH2)이 포화 

혹은 불포화 형태로 구성된다[48]. 

 

 

그림 2-3 인체 내 주된 지방산의 화학구조 

 

이 지방산은 팔미틴산(16:0) 23%, 올레산(18:1) 47%, 리놀산(18:2) 

15%의 비율을 가지며, 돼지의 경우 팔미틴산 33%, 올레산 36%, 리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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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로 인체의 지방산 구성비율과 가장 유사한 값을 가진다[48]. 

표 2-1 지방 내 분자간의 결합에너지 

결합종류 Value(kJ/mol) 결합종류 Value(kJ/mol) 

이온결합 4-80 공유결합(C-C) 348 

수소결합 12-30 공유결합(C-H) 415 

반데르발스힘 0.3-9 공유결합(C-O) 351 

소수결합 3-12 공유결합(C=O) 842 

 

표 2-1은 지방 내 분자간의 결합에너지를 나타낸 표이다. 각 

결합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결합에너지가 다르므로 이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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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빔 특성 

 

치료용 초음파에서 트랜스듀서의 음향출력을 정의하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 구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49]. 

이를테면 초점의 크기와 표면-초점 간의 압력이득이 그것이다[50]. 

 

초음파 트랜스듀서는 음향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전기적 

에너지를 음향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피에조 효과를 갖는 압전소자를 

기반으로 한다[51]. 이는 진동자로서, 공진주파수를 갖는다[51]. 

트랜스듀서에서 비롯된 압력은 공간 중에 방사되어 매질을 통해 

전달되며 특정 형태의 acoustic field를 생성한다[51].  

 

그림 2-4 Flat transducer의 빔 특성[52] 

 

빔의 진행방향에서 평행한 단면을 기준으로, 초음파 빔은 그림 2-

4와 같은 형태를 따른다[52]. 특정 영역에서 초음파가 집중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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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를 초점이라고 하며 최대 압력치의 -6dB 지점까지를 

일컫는다[52].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aperture의 곡률이 클수록 초점의 

크기는 더욱 작아진다[52]. 

 

그림 2-5 Flat transducer와 focused transducer의 빔 특성 비교[52] 

 

여기서 점선은 focused transducer의 빔 특성이며, flat 

transducer의 빔보다 좁은 초점영역을 갖는다[52]. 

초점에서의 음압크기는 표면과 크게 차이가 난다. 트랜스듀서의 

형태에서 비롯한 음장의 특성 중 곡면을 갖는 트랜스듀서가 직경 d, 

curvature Rc, 동작 주파수 f, 초점의 압력 PF와 트랜스듀서 

표면에서의 압력 PS의 비율인 압력 이득 KP를 가질 때 그 관계는 

다음과 같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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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Focused transducer의 aperture schematic[53] 

 

     KP =
PF

PS
=

2πfRC

c
 1 − cosαm       (2 − 1) 

여기서 αm은 half-aperture 각도이다.[53] 

이를 통하여 트랜스듀서 aperture의 각도에 따른 압력 이득을 

구하면 그림 2.7 과 같다. 

 

그림 2-7 half aperture angle에 따른 pressure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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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MHz의 주파수를 갖는 직경 64mm 의 트랜스듀서의 경우 half 

aperture angle이 25°일 때, pressure gain 은 30배까지 현저하게 

증가한다. 따라서 주변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타겟부위에만 

생체효과를 일으키기 위하여는 초점의 크기와 그 세기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54].  

트랜스듀서에서 비롯된 음장 필드의 압력 분포를 구하는 것은, 

호이겐스의 원리에 따라 근사화할 수 있다[52]. 유한한 aperture 로 

인하여 생성되는 파동은, aperture 를 구형파를 방출하는 무한한 점 

소스로 가정한다[52]. 푸리에 근사를 이용하면, far field 구간에서 

트랜스듀서의 기하학 형태를 통하여 유도해낼 수 있다[55].  

 

그림 2-8 트랜스듀서 aperture의 기하 형태에 따른 거리 z평면에서의 

빔 프로파일 schematic 

 

이에 따라 트랜스듀서 aperture 의 기하 형태 s(x0)를 갖는 

트랜스듀서에서, 거리 z만큼 떨어진 축 xz위의 빔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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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z, xz =  
ℯ ikz ℯ ik

xz
2

2z

z
ℱ s x0  |

u=
xz
z

        (2 − 2) 

 

여기서 ℱ{s(x0)}는 트랜스듀서 표면의 공간적 분포  s(x0)를 푸리에 

변환한 것을 의미한다[55]. 

 

그림 2-9 푸리에 근사를 통한 음장 시뮬레이션 

 

위의 식을 통하여 지름 64mm, half aperture angle 50°를 갖는 

focused transducer의 음장출력을 구할 수 있다. 초점의 크기는 beam 

축 방향 10mm, 직경 1mm 정도의 크기를 갖고 그 중심은 트랜스듀서 

표면으로부터 65mm에 생성된다. 

 

2.3 초음파의 물리적 특성 

 

초음파는 사람의 가청영역 이상인 20kHz에서부터 수 MHz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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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주파수 범위를 갖는 횡파의 특성을 갖는다[51]. 이는 기계적 

진동을 통하여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생체 조직을 매질로 진행하는 

초음파는 감쇠현상을 통해 에너지가 손실된다[51]. 이 손실된 에너지는 

체내에 누적되어 열 효과와 캐비테이션 효과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여러 초음파 치료가 수행될 근간이 되어준다[52].  

생체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감쇠량은 다음과 같다[52]. 

 

tissue attenuation dB 

=  α × path length cm × frequency MHz       (2 − 3) 

 

여기서 α [ dB/(cm × MHz) ]는 감쇠계수이다. 즉 거리가 진행함에 

따라서 감쇠계수에 비례하는 에너지가 생체 조직 내에 누적된다. 이에 

따라서 주파수가 클수록 조직에서의 감쇠는 커지며, 같은 양일 때 더 

짧은 거리를 투과하게 된다[52]. 

 

2.4 초음파의 생체효과 

초음파의 생체효과는 주로 열 효과와 캐비테이션으로 대표되는 

기계적인 효과가 있다[51]. 영상용 초음파 분야에서는 생체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체 내 비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범위의 

에너지를에대한 지표로 온도 지수(TI, thermal index)와 기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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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MI, mechanical index)를 정하여 각 6.0, 1.9 미만의 국제적 

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56]. 반면, 초음파에 의해 유도되는 

생체효과는 치료용, 예를 들어 온열치료, HIFU, drug delivery, gene 

transfection등에 유리하다[57].  

 

열효과 

초음파 파라미터를 결정할 때에는 조직에서의 감쇠, 빔 프로파일 

그리고 조직의 온도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58]. 초음파를 조사하는 

동안의 온도 상승에 대한 TI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58]. 

TI =
W0

Wdeg
        (2 − 4) 

여기서 W0 는 초음파 트랜스듀서로부터 발생되는 평균 파워이고, 

Wdeg 는 조직의 온도를 1ºC 올리는데에 필요한 파워이다[58]. W0 는 

조직의 감쇠에 따라 W0 × 10−0.03× fc × z 로 변경된다[58]. 여기서 0.03은 

조직의 감쇠계수이고, fc는 중심주파수, z는 초음파 트랜스듀서 

표면으로부터의 거리이다[58]. 

TI =
W0

 
210

fc
 

       (2 − 5) 

초점깊이 65mm의 1.1MHz 트랜스듀서를 사용하여 10MPa 강도의 

초음파를 0.1% duty cycle로 조사하였을 때, 표면에서의 TI는 0.3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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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서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괴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초점에서의 TI는 수 백의 범위에 달하여 타겟 부위에만 

생체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기계적효과 

캐비테이션이란, 공동이 비어있던, 기체나 증기로 차있든지 간에 

액체 내에 경계지어진 공동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한다[59-60]. Apfel은 

최초로 어쿠스틱 캐비테이션을 초음파 음장에의해 생성된 증기 

공동이나 버블의 형성이라고 제안하였다[60]. 그러나 형성이라는 

개념에서, 액체 내 버블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 경우(예를 들면 

용존산소의 존재)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Apfel은 또한 초음파 

음장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자극되는 버블이나 버블의 군집 또한 

포함시켰다[60]. 

초음파에 의하여 비롯되는 캐비테이션은 주로 세포의 용해, 투과도 

변화, 폐 손상과 같은 현상을 유도한다[61]. 캐비테이션을 일으키는 

역치는 주로 초음파 펄스의 negative pressure의 최고치를 의미하는 

rarefactional peak pressure와 주파수, 펄스 구동 조건과 점성, 

가스농도, 표면장력, 온도 등과 같은 매질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다[62]. 

특히 순수한 액체에서 캐비테이션을 발생시키기 위한 이론적인 압력의 

정도는 100MPa 수준이다[63]. 그러나 액체 내 불순물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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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테이션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섞여있는 오염된 액체의 경우 그 

역치가 낮아져 100KPa 정도가 된다[64]. 

 일반적으로 의료용 초음파 분야에서 캐비테이션이란, 크게 stable 

cavitation과 transient cavitation으로 나눌 수 있다[65]. 

Stable cavitation은 비교적 작은 음압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데, 

매질 내의 버블의 크기가 주기적으로 확장,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65]. 반면 버블의 폭발과 같은 급작스러운 움직임을 의미하는 

transient cavitation은 초음파에 의하여 버블의 직경이 초기 상태보다 

약 2.3배이상 커졌을 때 발생하며[66] 그 표면의 온도는 

5000K이상으로 알려져있다[65]. 또한 버블의 초기직경이 정해져 있을 

때, 조사하는 초음파의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버블이 transient 

cavitation의 음압강도의 역치는 상승한다[65]. 예를 들어 직경이 

0.3μm인 버블이 존재할 때, 1MHz의 초음파 조사 시, Pr 0.3MPa에서, 

5MHz의 경우 0.58MPa에서, 10MHz의 경우 0.9MPa에서 transient 

cavitation이 가능하다[67]. 

 Apfel과 Holland는 낮은 duty cycle과 짧은 펄스를 갖는 조사에서 

마이크로 버블이 transient cavitation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지표인 mechanical index를 도입하였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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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 =  

Pr
MPa

 f
MHz

     (2 − 6) 

생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Cavitation현상은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사용주파수, 음장강도(peak rarefactional pressure 

등)등의 파라미터에 의해 결정된다[62]. 음압(acoustic pressure)이 

높을수록, 주파수가 낮을 수록 cavitation이 더 활발하고 많이 

일어난다[62]. 

Apfel과 Holland는 MI > 0.7일 때, 생체효과가 꼭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버블의 활동이 가능함을 제시하였고[62],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AIUM, NEMA와 FDA에서는 mechanical index를 적용하여 진단 

초음파 장비의 캐비테이션 가능성을 평가한다[62]. 이에 따라 구동 

주파수 1.1MHz, peak rarefactional pressure 5MPa의 초점부근에서 

MI는 4.77로 반응이 충분히 가능하며, 표면부근에서는 0.2미만으로 

기계적 효과로부터도 안전함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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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본 론 

 

3.1 시스템 

전체시스템 

 

그림 3-1 실험 시스템 도식 

 

지방조직에 초음파 펄스를 가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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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림 3.1과 같은 시스템이 사용되었다. 펄스생성부는 PC기반의 

matlab GUI로부터 입력된 파라미터를 함수발생기(33250a, agilent, USA)

로 전달하고, 이는 60dB 전력증폭기(500A100A, AMPLIFIER RESEARCH, 

USA)에서 증폭된 후 초음파 트랜스듀서(H101, Sonic concepts, USA)를 

여기시킨다. 전기적 임피던스를 매칭하기 위해 매칭 박스를 사용하였고, 

전기적 입력을 확인하기 위해 오실로스코프(waverunner6050, Lecroy, 

USA)를 이용하였다. 수조 내에 위치한 지방조직은 다수의 조사를 위하

여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도록 3축 모터 시스템이 이용되었다. 

 

수조 

모든 실험은 물 속에서 수행되었다. 각 실험마다 물의 온도는 22-

25℃ 사이로 유지되었고, 가스 contents 40% 이하로 탈기된 수돗물이 

사용되었다. 

 

초음파 발생부 

전기적으로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여기시키기 위하여, matlab 기반

의 GUI를 제작하였고, GPIB통신을 통하여 함수발생기를 구동, 전력증폭

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증폭 하였다. 이후의 신호는 신호의 왜곡과 전력

전달의 효율을 위하여 임피던스 매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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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UI interface 

PC GUI는 matlab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트랜스듀서를 여기시

키기 위한 파라미터를 시간에 따라 스케쥴링이 가능하도록 사용자에게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3-2 Matlab 기반의 GUI interface 

 

그림 3.2의 그림인 GUI interface를 살펴보면 초음파를 여기시키기 

위한 파라미터가 존재한다. 파라미터를 미리 설정한 후 한번에 전기적 

출력을 내보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 트랜스듀서 

트랜스듀서는 집중초음파를 활용하기 위하여 HIFU 트랜스듀서를 사

용하였다. 1-5MHz 사이의 값을 갖는 트랜스듀서를 이용하여 주파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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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장에 의한 현상을 확인하였고, 1.1MHz의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활용

하여 지방의 실제 분해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 트랜스듀서 실물 (a) 작은 크기의 주파수별 트랜스듀서 (b) 

고출력 트랜스듀서(H101) 

 

Table 3-1 트랜스듀서의 기하학적 특성 

Frequency 

(MHz) 

Focus length 

(mm) 

Focal length 

(mm) 

Aperture diameter 

(mm) 

1.117 18 38.5 19.0 

2.25 16 39.0 19.0 

3.28 15 39.0 19.0 

4.56 12.5 39.9 19.0 

5.66 8.8 39.8 19.0 

1.1 12.6 65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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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팬텀, 지방조직) 

실험에 사용된 시편으로, 플라스틱 기반의 초음파 팬텀과, 실제 지

방세포의 융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체와 화학적 구성성분이 유사한 돼

지의 등심 조직을 사용하였다. 

플라스틱 팬텀은 경화제와 연화제(M-F Manufacturing Co., USA)를 

6:4의 비율로 제작하였고 산란체인 Amberlite(Sigma, USA)를 용액의 전

체 무게 비율의 0.5%로 추가하였다. 팬텀은 실험 시마다 교체되어 초음

파 조사 이후의 비가역적인 상태변화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림 3-4 플라스틱 기반의 팬텀 (a) 실물 (b) 초음파영상 

 

돼지의 등심부의 지방 조직의 경우, 도축 및 해체작업일로부터 3일

이 지나지 않은 신선한 조직을 냉장보관(상온 3℃)하여 부패를 방지하

였다. 도축 이후 체액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수중에 보관하였고, 

빈 공간에 침투했을 기포를 제거하기 위하여 30분간의 탈기과정을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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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3-5 돼지 등심 조직 (a) 실물 (b) 초음파영상 

 

위치조절부(3축모터) 

지방조직 내부의 목표지점과 초음파 초점부위의 일치를 위하여 

pulse & receiver와 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초점의 위치를 고정시킨다. 

 

초음파 영상장치 

초음파 조사 시 내부 효과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초음파 

영상장치(Sonoace PICO, medison, Korea)를 통하여 팬텀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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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트랜스듀서 캘리브레이션 

Transducer Voltage-pressure output relation 

트랜스듀서로부를 구동시키려면, 그 출력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므

로 전압-압력 특성과 펄스의 형태를 측정하였다. 측정을 위해서 

membrane 형태의 hydrophone을 사용하였다. 

 

1.1 MHz transducer (H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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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고출력 트랜스듀서(H101)의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a) 

voltage-pressure relation (b) pulse shape 

 

1MHz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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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1MHz 트랜스듀서의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a) voltage-

pressure relation (b) pulse shape 

 

2MHz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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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2MHz 트랜스듀서의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a) voltage-

pressure relation (b) pulse shape 

 

3MHz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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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3MHz 트랜스듀서의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a) voltage-

pressure relation (b) pulse shape 

 

4MHz transducer 

 



- 35 - 

 

 

그림 3-10 4MHz 트랜스듀서의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a) voltage-

pressure relation (b) pulse shape 

 

5MHz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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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5MHz 트랜스듀서의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a) voltage-

pressure relation (b) puls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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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ducer spatial acoustic field 

트랜스듀서의 초점의 크기와 그 깊이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하여 공

간적인 음장을 측정하였다. 

 

1.1 MHz transducer (H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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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고출력 트랜스듀서(H101)의 beam profile (a) transverse 

direction (b) positive field (c) negativ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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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Hz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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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1MHz 트랜스듀서의 beam profile (a) transverse direction (b) 

positive field (c) negative field 

 

2 MHz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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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2MHz 트랜스듀서의 beam profile (a) transverse direction (b) 

positive field (c) negativ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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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Hz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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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3MHz 트랜스듀서의 beam profile (a) transverse direction (b) 

positive field (c) negative field 

 

4 MHz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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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4MHz 트랜스듀서의 beam profile (a) transverse direction (b) 

positive field (c) negativ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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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Hz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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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5MHz 트랜스듀서의 beam profile (a) transverse direction (b) 

positive field (c) negativ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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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방법 및 결과 

 

4.1 파라미터에 따른 효과 

음압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팬텀내에 생성되는 음압필드를 확인하

고 어떤 파라미터에 의하여 캐비티의 생성이 활성화되는지 알아보기 위

해 파라미터 검증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검증하고자 하는 파라미

터는 압력, duty cycle, frequency 세 가지이다. 육안 관찰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팬텀 후면에 1mm 크기의 눈금을 부착하였다. 

 

4.1.1 Pressure 

 

실험 방법 

압력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1.117MHz의 공진주파수를 갖

는 트랜스듀서를 이용하여 positive peak pressure 1-5MPa, negative 

pressure 0.75-3.75MPa의 음향출력을 이용하였다. 재료는 육안으로 관

찰이 가능한 스캐터러를 넣지 않은 플라스틱 기반의 팬텀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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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pressure 실험 파라미터 

Parameter Value(unit) 

Frequency 1.117MHz 

Pressure(positive/negative) 1~5MPa/0.75~3.75MPa 

Number of pulses 400 

PRF 100Hz 

Sonication time 30 sec 

Repetition number 1 

 

결과 

 

그림 4-1 pressure에 따른 변화 (a) 1MPa(+)/0.75MPa(-) 조사 직후 (b) 

2MPa(+)/1.5MPa(-) 조사 직후 (c) 3MPa(+)/2.25MPa(-) 조사 직후 (d) 

4MPa(+)/3MPa(-) 조사직후 (e) 1MPa(+)/0.75MPa(-) Off 30초 후 (f) 

2MPa(+)/1.5MPa(-) Off 30초 후 (g) 3MPa(+)/2.25MPa(-) Off 30초 후 (h) 

4MPa(+)/3MPa(-) Off 30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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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분석 

1MPa(+)/0.75MPa(-)에서는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점차 음압이 높아짐에 따라 팬텀 내부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열에 의한 팬텀의 융해를 비롯하여 초음파 조사 

후에도 영구적인 캐비티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4.1.2 Duty cycle 

 

실험 방법 

  Duty cycle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1.117MHz의 

공진주파수를 갖는 트랜스듀서를 이용하여 2%~16% 범위의 duty cycle을 

갖는 초음파를 조사하였다. 재료는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스캐터러를 

넣지 않은 플라스틱 기반의 팬텀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4-2 duty cycle 실험 파라미터 

Parameter Value(unit) 

Frequency 1.117MHz 

Pressure(positive/negative) 4MPa/3MPa 

Number of pulses 179, 358, 716, 1432 

PRF 1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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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ication time 30 sec 

Repetition number 1 

 

결과 

 

그림 4-2 duty cycle에 따른 변화 (a) 2% 조사 직후 (b) 4% 조사 직후 

(c) 8% 조사 직후 (d) 16% 조사직후 (e) 2% Off 30초 후 (f) 4% Off 30

초 후 (g) 8% Off 30초 후 (h) 16% Off 30초 후 

 

결과분석 

Duty cycle이 올라갈수록 같은 주파수, 같은 강도임에도 용해되는 

공간이 점차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열의 공간적 확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구적인 캐비티의 양은 duty cycle 4% 

이상에서는 모두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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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Frequency에 따른 효과 

 

실험 방법 

주파수에 의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1.117MHz, 2.24MHz, 

3.28MHz의 공진주파수를 갖는 일련의 트랜스듀서를 이용하여 초음파를 

조사하였다. 재료는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스캐터러를 넣지 않은 

플라스틱 기반의 팬텀을 이용하였다. 

  

Table 4-3 frequency 실험 파라미터 

Parameter Value(unit) 

Frequency 1~3MHz 

Pressure(positive/negative) 4MPa/3MPa 

Number of pulses 400 

PRF 100Hz 

Sonication time 30 sec 

Repetition nu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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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림 4-3 주파수에 따른 변화 (a) 1.117MHz (b) 2.24MHz (c) 3.28MHz 

 

결과분석 

초점에서 같은 음장강도의 다른 주파수의 초음파를 조사하였을 때, 

1MHz의 초음파의 경우 조사 후 영구적인 캐비티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형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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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파수에 따른 캐비테이션 발생 

 

1-5MHz 범위의 주파수를 갖는 일련의 트랜스듀서를 사용하여 초점

에서의 주파수별 캐비테이션 발생정도를 확인하여, 주파수 설정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방법 

주파수에 의한 영향을 검출하기 위하여 1~5MHz 범위를 갖는 일련의 

트랜스듀서를 사용하였다. 가스농도 46%까지 탈기과정을 거친 수돗물의 

온도는 22-25℃에서 유지되었다. 실험 대상으로 경화제, 연화제 비율 

6:4의 scatterer를 넣은 팬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초점의 위치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반사신호를 받아, 시편까지의 

거리를 계산, 트랜스듀서의 초점의 거리가 내부 3cm 이내에 위치하도록 

준비하였다. 

 

Table 4-4 주파수에 따른 캐비테이션 발생 실험 파라미터 

Parameter Value(unit) 

Frequency 1.117, 3.28, 4.56, 5.66MHz 

Pressure(positive/negative) 8MPa / 6.8MPa 

Number of pulses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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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F 1KHz 

Sonication time 30 sec 

Repetition number 1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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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주파수 1-5MHz 범위의 초음파 조사 시 획득된 초음파영상 

 

결과분석 

트랜스듀서의 구동 주파수에 따라서 같은 곡률을 갖는 

트랜스듀서라도 그 초점의 크기는 각각 다르다.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초점의 크기는 더 작아지므로 표면에서의 압력에 비한 초점에서의 최대 

음압의 크기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주파수가 높을수록 

조직에서의 초음파 감쇠가 증가하므로 이에 의해서 초점으로 초음파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1.117MHz 의 저주파 트랜스듀서를 사용한 경우의 

이미지에서 transverse 방향으로 1.7cm, 깊이 방향으로 3.5cm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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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캐비테이션 현상으로 인한 캐비티가 

주변부보다 확연히 밝은 부분으로 획득되었다. 이 초점 부근의 팬텀은 

높은 에너지가 전달되어 녹아 검게 찍히거나 반짝이는 현상을 보인다. 

버블이 생긴 경우 공기와 팬텀과의 임피던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미지 

트랜스듀서에서 발생된 초음파가 반사되는 양이 비례하여 더 커지므로 

버블이 생긴 경우 이미지 트랜스듀서로도 버블의 생김을 관찰할 수 

있게되며 초점 부위의 팬텀이 열적, 비열적 유화 및 캐비테이션으로 

감쇠가 급격하게 되어 그 아래쪽의 팬텀 스캐터러의 패턴이 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3MHz 의 영상에서는 

transverse 방향 2cm, 깊이 방향 4.5cm 부근에 초점이 형성되며 

초점부위에 1MHz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캐비티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MHz 이상의 경우 같은 음압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캐비티의 생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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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생체조직 내 초점 형성 

 

실험 목적  

실제 생체조직을 이용하여, 표면에 괴사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조직 내 타겟부위에 융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실험 방법  

실험 대상으로 도축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지방층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가스농도 40%까지 탈기과정을 거친 조직의 온도는 22-

25℃에서 유지되었다.  

표면이 아닌 시편 층의 내부에 초점을 생성시켜 표면에는 손상을 주지 

않으며 초점 부위에는 융해를 유도하였다. 초점의 위치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반사신호를 받아, 시편까지의 거리를 계산, 

트랜스듀서의 초점의 거리가 내부 3cm 이내에 위치하도록 준비하였다. 

초점으로 인하여 생기는 lesion의 크기는 가시적으로 구분하기에 

어려우므로, 3축 모터를 이용하여 여러 지점을 융해시켜 lesion부위를 

가시화한 케이스가 추가되었다. 초음파의 조사는 각 30초씩 자리를 

이동하며 수행되었고, 여러 지점 조사 시 총 9회, 1mm 간격을 두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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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생체조직 내 초점 형성 실험 파라미터 

Parameter Value(unit) 

Frequency 1.1 MHz 

Pressure(positive/negative) 20MPa / -5MPa 

Number of pulses 20 

PRF 1KHz 

Sonication time 30 sec 

Repetition number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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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림 4-5 생체 조직 내 초점 형성 (a) 단일 초점 형성 실험 표면 (b) 

단일 초점 형성 실험 초점 (c) 기계적 이동을 이용한 초점 확장 실험 

표면 (d) 기계적 이동을 이용한 초점 확장 실험 초점 (e) 근육층을 이

용한 단일 초점 형성 실험 표면 (f) 근육층을 이용한 단일 초점 형성 

실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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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분석 

지방층을 이용한 실험 중 모든 케이스에서 -5MPa의 비교적 낮은 

압력에서도 30초 내에 표면에 괴사를 비롯한 시각적으로 어떠한 영향도 

일으키지 않고 초점을 형성하였다. 형성된 융해부위의 크기는 직경 1mm 

수준이며, 물리적으로 모두 제거되었다. 일반적인 초음파를 이용한 

지방세포의 융해 시, 단순히 지방세포의 막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더 낮은 음압을 사용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지방세포막뿐만 아니라 지방산의 결합구조에 에너지를 조사하여 구조적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더 높은 수준의 음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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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HIFU를 이용한 지방융해를 위한 초음파의 파라미터를 찾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트랜스듀서의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 팬텀 내에 생성되는 

초점의 크기와 그에 상응하는 캐비테이션 발생영역은 작아졌다. 이는 초점의 

크기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팬텀의 표면 및 주변부로의 

감쇠가 심화되어 발생된 초음파 에너지가 충분히 초점부에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생기는 영구적인 캐비티의 양이 

줄어드는데 이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팬텀 내 캐비테이션 seed의 크기에 비하여 

파장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분해 시 낮은 주파수의 트랜스듀서를 

사용할수록, 더 효과적인 캐비테이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방융해 실험에서 지방시편과 단백질시편에 같은 음압을 조사하였을 

때, 모두 초점에서 홀이 성공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지방에서의 홀이 뚜렷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단백질의 홀이 선명하지 않은 것은 단백질섬유의 결합력이 좀 

더 강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차후, 지방의 세포막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융해와는 달리, 

지방세포내의 지방을 물과 이산화탄소 수준의 분자량을 갖는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융해의 

화학적분해산물의 분자량 분포를 확인하는 추가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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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invasive Lipolysis using HIFU(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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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high pressure acoustic waves 

on phantom and adipose tissue using various ultrasound parameters.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pulses have been effectively 

used to perform non-invasive lipolysis on adipose in this research. 

Under specific conditions, the ultrasonic energy is delivered 

within the tissue to induce cavitation effect such as explosion. 

The cavitation effects can cause the sudden temperature rise in 

the tissue; the temperature can reach up to the level of 5000K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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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al point which can break the structure and molecular bonds of 

adipose tissue in a very short time. The acoustic parameters, such 

as resonance frequency for the transducer, intensity level, duty 

cycle and pulse repetition frequency have been investigated in 

this research to maximize the mechanical effects of the cavitation 

and prevent the thermal necrosis of the intervening tissues. The 

plastic base phantom is used to visually observe the effects of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as a preliminary study. Due to 

similarity of the composition of fatty acid, porcine fat tissue 

specimens are used. Due to the appropriate acoustic parameters 

presented in the research and a small focus size, the targeted 

region dissolved without necrosis on the tissue surface. The HIFU 

transducers with the focal size of 1 × 1 × 10 mm were selected. The 

acoustic intensity fields of the transducers were measured using a 

calibrated membrane hydrophone. 

 

Keywords: HIFU,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therapeutic ultrasound, ultrasound, 

Lipo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