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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결석분쇄에 미치는 체외충격파 빈도의 영향 

 

   체외충격파쇄석술이 도입된 후 요로결석 제거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상부요로결석 처치에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치료법이 

되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에서 요로결석의 분쇄는 주로 결석의 구성 성분, 

쇄석기의 성능, 충격파 강도 그리고 충격파 빈도(시간당(분당) 결석에 가

하는 충격파의 수)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요로결석의 분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충격파 빈도에 대한 연구는 일부 있으나 아직까지 

결석분쇄에 있어서 충격파 빈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적다. 일부 실험에서 감소된 충격파 빈도가 결석분쇄에 효과적이라는 보고

가 있지만 결석 크기에 따른 분쇄 효과의 분석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상부요로와 유사한 관 모양의 수용기를 이용하여 체외충격파쇄석

술시 충격파 빈도의 차이에 따른 결석분쇄 효과를 결석의 크기에 따라 살

펴보아 결석분쇄에 효과적인 충격파 빈도를 구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실리콘 관에(길이 35mm, 직경 6mm, 두께 1mm) 세가지 종

류(길이: 5mm, 11mm, 15mm, 직경: 5mm)의 원통형「Piezolith 2501 실험용 

석고」를 넣고 충격파쇄석술을 하였다. 길이가 11mm와 15mm인 인공결석에 

가한 충격파의 총 횟수는 500회로 하였고, 길이가 ５mm인 인공결석은 총 

횟수를 400회로 하였다. 충격파 강도는 세가지 결석 모두 100MPa로 일정하

게 하였다. 충격파 빈도는 분당 30, 50, 70, 90, 110, 130, 150회의 일곱 

단계로 나누어서 인공결석의 종류별로 각각 6번씩 반복 실험을 하였다. 충

격파쇄석후 실리콘 관에 있는 분쇄된 결석 조각을 2mm 간격의 그물 망에 

통과시켜 크기가 2mm 미만인 결석을 제거하고, 그물 망에 남은 결석을 배

양 접시(petri dish)에 넣어 40oC 오븐에서 30분간 건조 시켰다. 건조 시

킨 2mm 이상의 잔여 결석의 무게와 개수를 측정하였다.  

   충격파쇄석술후 충격파 빈도에 따른 잔여 결석의 무게는 세가지 결석 

모두 통계학적 의미가 없었고(길이 5mm 결석; p=0.2048, 길이 11mm 결석; 

p=0.7739, 길이 15mm 결석; p=0.2213) 잔여 결석의 개수는 결석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길이 5mm 결석은 빈도에 따른 잔여 결석의 개수가 통

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나(p=0.6917), 길이 11mm 와 15mm 결석에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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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른 잔여 결석의 무게 차이 없이(p>0.05) 빈도가 감소할 수록 분쇄

된 결석이 균일하게 작아지고 잔여 결석의 개수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하여(p<0.0001) 충격파 빈도가 감소할 수록 결석은 잘게 분쇄되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이런 현상은 충격파 빈도가 분당 50회 이하에서 다른 충

격파 빈도 결과보다 잘 나타났고, 130회 이상으로 증가된 충격파 빈도에서

는 잔여 결석이 현저하게 크게 남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결석 크기가 초점면적보다 작은 결석에서는 충격파 빈

도가 결석을 분쇄 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초점면적과 같거나 큰 

결석에서는 충격파의 시간당 빈도를 분당 50회 이하로 하는 것이 결석이 

작고 균일하게 분쇄되어 체외충격파쇄석술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충격파쇄석술, 충격파 빈도, 상부요로, 결석분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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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분쇄에 미치는 체외충격파 빈도의 영향 

 

<지도교수 이 무 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고우진 

 

 

I. 서 론 

 

인체의 요석 치료를 위하여 1982년에 처음 사용된 체외충격파쇄석술은1 

술기가 용이하고 안전하며 입원 및 마취가 필요 없어 상부요로결석 치료에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치료법이 되었다. 이러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쇄석기의 기술적인 면을 향상시켜 결석 분쇄력이 증가된 쇄

석기가 많이 개발되었고2,3 조직에 손상을 적게 주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결

석을 분쇄하기 위하여 충격파 강도(energy)와 한번 시술할 때 사용하는 충

격파의 총 횟수(총량) 그리고 충격파 빈도(frequency; 시간당(분당) 결석

에 가하는 충격파의 수)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4-6  여러 연구에서 충격파 

강도가 세거나 충격파의 총 횟수가 많을 때 조직 손상이 커지는 것으로 연

구되었고,7-9 동물 모델에서 충격파 빈도를 증가하였을 때 신조직의 손상이 

커지는 것이 밝혀 졌다.4,5  

최초로 인체에 적용한 상업용 충격파쇄석기인 Dornier HM3 (Dornier 

Medical System, Munich, Germany)는 환자의 심전도와 동시성을 나타내서 

충격파가 분당 60-80회를 넘지 않았으나 환자의 심전도와 무관하게 시행한 

2, 3세대 쇄석기(nonsynchronous shock wave)의 경험에서 조기심실수축과 

같은 심장 이상이 거의 없어10-12 일반적으로 충격파쇄석술에서 충격파 빈도

는 분당 90-120회로 사용되고 있다.13,14 그러므로 초기의 쇄석술보다는 짧

은 시간에 같은 충격파의 총량을 결석에 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충격파의 

단위 시간당 빈도를 증가하는 것이 인체의 결석분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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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파 빈도와 결석분쇄 관계를 연구한 그룹에서 Vallancien 등은15 분

당 75회와 150회의 충격파를 가한 것이 분당 300회와 600회의 충격파를 가

한 것보다 결석분쇄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Wiksell 과 Kinn은16 2초 마

다(분당 30회) 충격파를 준 것이 0.4초 마다(분당 150회) 한번씩 충격파를 

준 것보다 더 잘 분쇄되었다고 하였으며, Weir 등은17 충격파를 분당 60, 

80 그리고 117회 시행하였을 때 80과 117회에서 완전히 결석이 분쇄 될 때

까지 충격파의 총 횟수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여 감소된 충격파 빈도가 

결석분쇄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Robert 등은18 상부요로결석 치

료성공률 연구에서 충격파를 분당 60회 시행한 군과 240회 시행한 군을 비

교하였을 때 요관 결석의 분쇄 성공은 충격파 빈도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결석분쇄에 효과적인 충격파 빈도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뿐 아니라 체외의 결과와 실제로 인체의 결석분쇄에 적용하는 충격파 

빈도는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에 보고된 연구에서는 대부분 한가지 크기

의 구형 결석과 반구형이나 그물망 형태의 결석 수용기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직경과 길이가 다른 원통형의 결석과 인체의 상부요로에 있

는 결석에도 기존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었고 

효율적인 결석분쇄를 위해 결석의 크기에 따라 충격파의 시간당 빈도가 결

석분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하는 결석을 여러 크기로 나누고 원통형 수용기를 사용하여 

각각의 결석에 대한 충격파의 시간당 빈도의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충격파 

빈도를 세분화하여 결석분쇄에 효과적인 충격파 빈도를 구해서 기존의 연

구 결과와 비교하여 임상에 적용하고자 본 실험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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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 료  및  방 법 

 

1. 인공결석 쇄석모델  

 

가. 인공결석 

본 실험에서는 인체에서 관찰되는 결석이 완전한 구형은 거의 없고, 직

경과 길이가 다른 결석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통형의 인공결석을 사용

하였다. 인공결석은 초점에서 충격파의 영향이 미치는 면적을(초점 면적: 

직경 11mm) 기준으로 하여 세가지 크기(직경: 5mm, 길이: 5mm, 11mm, 

15mm)로 하였고 Wolf사에서 제공한「Piezolith 2501」의 실험용 석고를 사

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할 인공결석은 실험 전에 무게를 측정하여 실험 후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길이 5mm 결석은 0.130±0.005gm, 11mm 

결석은 0.260±0.005gm, 15mm 결석은 0.350±0.005gm으로 측정되었다. 인

공결석 내부의 기포가 실험 결과에 주는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인공결석을 

식염수에 30분간 담가 인공결석 내부의 기포를 제거한 후 사용하였다. 

 

나. 인공결석수용기 

인공결석의 수용기로 인체의 상부요로는 관 모양이라는 가정 하에 수용

기 모양을 원통형으로 하였다. 결석 수용기의 재질은 내부를 관찰할 수 있

는 투명한 실리콘으로 하였고 길이는 35mm, 직경은 6mm, 두께는 1mm이었다.  

 

2. 체외충격파쇄석기  

  

 본 실험에서는 압전기방식인(piezoelectric type) Wolf사의 「Piezolith 

2501 」 을 사용하였다. 충격파 지속시간(positive pulse duration)은 

1μsec 이하이고, 충격파 상승시간(rise time)은 30nsec 이하이었다. 초점

에서 충격파가 영향을 주는 초점면적은 직경이 11mm인 원형이었다. 이 충

격파쇄석기의 충격파 강도 범위는 50-150MPa이었다. 본 실험에 사용될 충

격파의 강도를 결정하기 위해 세가지 크기의 인공결석을 대상으로 본 실험 

전에 충격파 강도 실험을 하였다. 충격파 총 횟수를 500회로, 충격파 빈도

를 분당 90회로 하였을 때 충격파 강도가 50MPa에서는 인공결석의 분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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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일어나지 않았고 150MPa에서는 세가지 인공결석이 대부분 완전히 분쇄

되는 등 차이가 있어 결석분쇄에 충격파 강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값인 100MPa로 하였다. 길이 5mm 결석은 충격파 총 횟수를 500회로 하

였을 때 보다 400회로 하는 것이 결석분쇄 양상을 관찰하는데 용이하여 충

격파 총 횟수를 400회로 하였다.   

 

3. 실험방법 

  

 본 실험은 기포를 제거한 인공결석을 미리 식염수에 담가 내부의 공기

를 제거한 실리콘 관의 중앙에 넣고(그림 1.A) 이것을 식염수로 채운 

「Piezolith 2501의 실험용 기구」안에 놓은 다음 실리콘관 안에 놓인 인

공결석의 정 중앙이 초점에 위치하도록 조절하였다(그림 1.B). 길이가 

11mm와 15mm인 인공결석은 충격파 총 횟수를 500회로 하였고 길이 ５mm인 

인공결석은 충격파 총 횟수를 400회로 하였다. 충격파 강도는 세가지 결석 

모두 100MPa로 일정하게 하였다. 충격파 빈도는 분당 30, 50, 70, 90, 110, 

130, 150회의 일곱 단계로 나누어서 인공결석의 종류별로 각각 6번씩 반복 

실험을 하였다. 충격파가 가해지는 동안 결석이 분쇄되는 과정을 관찰하여 

결석의 크기와 충격파 빈도 별로 분쇄양상을 기록하였다. 정해진 충격파를 

가한 다음 실리콘 관에 있는 분쇄된 결석 조각을 2mm 간격의 그물 망에 통

과시켜 크기가 2mm 미만인 결석을 제거하고, 그물 망에 남은 결석을(그림 

2) 유리로 된 배양 접시(petri dish)에 넣고 40oC 오븐에서 30분간 건조 

시켰다. 건조 시킨 잔여 결석의 무게와 개수 및 결석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4. 통계분석 

  

 쇄석후 그물 망에 남은 2mm 이상의 결석의 개수와 무게를 측정하여 평

균과 표준오차를 구하였으며, 인공결석의 종류별로 충격파 빈도에 대한 잔

여 결석의 총무게와 개수를 one-way ANOVA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ｐ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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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1mm  

                                                                                  

  

    5mm    6mm  

                                                                           

 

5,11,15mm 

35mm 

 

B. 

 
 

그림 1. Piezolith 2501 실험용 기구. A. 인공결석이 들어있는 실리콘 관

의 도식화. B.「Piezolith 2501의 실험용 기구」에 인공결석이 들어 있는 

실리콘 관을 놓고 초점을 맞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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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충격파에 의한 인공결석의 분쇄 양상 

 

 충격파에 의한 결석의 분쇄 양상은 실험에 사용된 세가지 크기의 결석 

모두 유사하였다. 충격파를 가할 때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충격파와 처음 

접하는 면에서의 미란이었고, 다음으로 반대면에 가로 또는 세로의 균열이

었다. 충격파 횟수가 증가할 수록 충격파가 직접 처음 닿는 면의 결석분쇄

가 발생하였고 결석 측면의 균열이 관찰되었다. 실험에 정해진 충격파를 

가하고 난 뒤 관찰한 분쇄형태는 충격파와 바로 접한 면은 아주 미세한 가

루 층이 형성되었고 반대면으로 갈수록 결석의 입자 크기가 커지는 쐐기 

모양의 양상을 보였다(그림 3). 

 

2. 길이 5mm 인공결석 

 

충격파를 가하기 전에 측정한 결석의 평균 무게는 0.130±0.005gm이었

고 충격파를 가한 후 남은 길이 2mm 이상의 결석 수는 충격파 빈도가 분당 

30회인 경우 8.7±1.0개, 50회인 경우 8.2±2.5개, 70회인 경우 7.8±1.5

개, 90회인 경우 7.0±0.9개, 110회인 경우 7.3±1.4개, 130회인 경우 7.5

±1.6개, 150회인 경우 7.8±2.2개였고, p 값은 0.6917로 충격파 빈도에 

따른 잔여 결석의 개수는 통계학적 의미가 없었다(p>0.05; 표 1). 남은 결

석의 총 무게는 충격파 빈도가 분당 30회인 경우 0.030±0.006gm, 50회인 

경우 0.038±0.015gm, 70회인 경우 0.043±0.008gm, 90회인 경우 0.035±

0.005gm, 110회인 경우 0.042±0.012gm, 130회인 경우 0.033±0.008gm, 

150회인 경우 0.042±0.012gm으로 측정되었고, p 값이 0.2048로 충격파 빈

도에 따른 잔여 결석의 무게는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표 1). 

그림 5와 6에 충격파 빈도에 따른 잔여 결석의 무게와 개수를 그래프로 나

타내었다. 

 

3. 길이 11mm 인공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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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파를 가하기 전에 측정한 결석의 평균 무게는 0.260±0.005gm이었

고 충격파를 가한 후 남은 길이 2mm 이상의 결석 수는 충격파 빈도가 분당 

30회인 경우 21.2±3.0개, 50회인 경우 18.3±3.3개, 70회인 경우 12.8±

3.5개, 90회인 경우 13.7±2.3개, 110회인 경우 12.5±2.5개, 130회인 경

우 11.2±2.2개, 150회인 경우 9.0±2.7개였고, p 값이 0.0001 미만으로 

충격파 빈도에 따른 잔여 결석의 개수는 통계학적 의미가 있었다(p<0.05; 

표 1). 잔여 결석의 총 무게는 충격파 빈도가 분당 30회인 경우 0.112±

0.013gm, 50회인 경우 0.115±0.018gm, 70회인 경우 0.118±0.021gm, 90회

인 경우 0.110±0.020gm, 110회인 경우 0.108±0.017gm, 130회인 경우 

0.110±0.017gm, 150회인 경우 0.102±0.012gm으로 측정되었고, p 값은 

0.7739로 충격파 빈도에 따른 잔여 결석의 무게는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

다(p>0.05; 표 1). 잔여 결석의 크기는 충격파 빈도가 분당 30회와 50회인 

경우 2x2mm와 3x3mm가 대부분이고 결석의 크기도 균일한 반면 분당 130회

와 150회에서는 4x5mm와 5x5mm 크기의 결석 조각들이 주로 관찰되었다(그

림 4.A). 그림 5와 6에 충격파 빈도에 따른 잔여 결석의 무게와 개수를 그

래프로 나타내었다. 

 

4. 길이 15mm 인공결석 

 

충격파를 가하기 전에 측정한 결석의 무게는 0.350±0.005gm이었고 충

격파를 가한 후 남은 길이 2mm 이상의 결석 수는 충격파 빈도가 분당 30회

인 경우 24.5±6.3개, 50회인 경우 21.3±3.2개, 70회인 경우 17.0±2.8개, 

90회인 경우 14.5±2.3개, 110회인 경우 15.7±1.9개, 130회인 경우 11.7

±4.5개, 150회인 경우 12.5±3.1개였고, p 값이 0.0001 미만으로 충격파 

빈도에 따른 잔여 결석의 개수는 통계학적 의미가 있었다(p<0.05; 표 1). 

잔여 결석의 총 무게는 충격파 빈도가 분당 30회 인 경우 0.187±0.018gm, 

50회인 경우 0.182±0.021gm, 70회인 경우 0.177±0.016gm, 90회인 경우 

0.172±0.024gm, 110회인 경우 0.188±0.022gm, 130회인 경우 0.167±

0.025gm, 150회인 경우 0.198±0.024gm으로 측정되었고, p 값이 0.2213으

로 충격파 빈도에 따른 잔여 결석의 무게는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

(p>0.05; 표 1). 잔여 결석의 크기는 충격파 빈도가 분당 30회와 50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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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x3mm와 3x3mm가 대부분이고 결석의 크기도 균일한 반면 분당 130회

와 150회에서는 4x5mm와 5x5mm 크기의 결석 조각들이 다수였다(그림 2, 

4.B).  그림 5와 6에 충격파 빈도에 따른 잔여 결석의 무게와 개수를 그래

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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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잔여 결석. 길이 15mm 결석에 충격파 빈도를 분당 130회로 하여 

충격파를 총 500회 가한 뒤 분쇄된 결석을 그물망에 통과시키고 남은 결석

모양으로 결석의 양쪽 끝(특히 우측)에 완전히 분쇄되지 않은 큰 결석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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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분쇄된 결석 

 

 

 

             

    충격파 방향 

B. 

 

 

 

 

 

그림 3. 충격파에 의해 인공결석이 분쇄되는 양상. A. 인공결석이 분쇄되

는 양상을  도식화한 것. B. 길이 11mm 결석에 충격파 빈도를 분당 90회로 

하여 충격파를 총 500회 가한 후 나타난 결석의 분쇄 모습으로 충격파가 

직접 처음 닿는 면(아래면)은 미세하게 분쇄되고 반대면(윗면)으로 갈수록 

분쇄되는 결석의 크기가 커지는 소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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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공결석의 충격파 빈도 별 분쇄 양상. A. 길이 11mm 결석의 충격

파쇄석술후 분쇄 모양. B. 길이 15mm 결석의 충격파쇄석술후 분쇄 모양. A, 

B 모두 맨 좌측의 충격파 빈도는 분당 30회이고, 20회씩 충격파 빈도를 증

가하여 맨 우측은 분당 150회의 충격파를 가한 후 남은 결석의 분쇄 모양

이다. 충격파 빈도가 증가할 수록 잔여 결석 개수가 감소하며 결석 크기가 

커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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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충격파 빈도에 따른 결석 크기 별 실험 결과 

 

 

결석 크기(길이)   충격파 빈도(/min)   잔여 결석의 개수*   잔여 결석의 총 무게(gm)** 

        

     30            8.7±1.0 0.030±0.006 

   50           8.2±2.5 0.038±0.015 

   70            7.8±1.5       0.043±0.008 

       5mm    90   7.0±0.9           0.035±0.005 

 110    7.3±1.4           0.042±0.012 

 130           7.5±1.6           0.033±0.008 

 150           7.8±2.2           0.042±0.012 

 

  p value     0.6917  0.2048 

 

  30           21.2±3.0 0.112±0.013 

  50           18.3±3.3 0.115±0.018 

  70           12.8±3.5 0.118±0.021 

      11mm   90           13.7±2.3 0.110±0.020 

 110          12.5±2.5 0.108±0.017 

 130          11.2±2.3 0.110±0.017 

 150           9.0±2.7 0.102±0.012 

 

  p value   < 0.0001  0.7739 

 

  30           24.5±6.3 0.187±0.018 

  50           21.3±3.2 0.182±0.021   

  70           17.0±2.8 0.177±0.016 

      15mm   90          14.5±2.3 0.172±0.024 

 110            15.7±1.9 0.188±0.022 

 130          11.7±4.5 0.167±0.025 

 150          12.5±3.1 0.198±0.024 

 

  p value   < 0.0001      0.2213 

 

 세가지 결석 모두 충격파 빈도 별로 각각 여섯 번씩 반복 실험하였고, 실험 결과를「one-            

 way ANOVA test」로 통계 처리 하였다. 

 p value가 0.05 미만 일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 ** : 실험 결과를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냄. 



 15

 

0

0.05

0.1

0.15

0.2

0.25

30 50 70 90 110 130 150

Frequency of shock wave ( / min)

W
e
i
g
h
t
 
o
f
 
r
e
s
i
d
u
a
l
 
s
t
o
n
e
 
(
g
m
)

5mm 결석 10mm 결석 15mm 결석
 

 

그림 5. 결석 크기에 따른 충격파 빈도 별 잔여 결석의 총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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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결석 크기에 따른 충격파 빈도 별 잔여 결석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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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체외충격파쇄석기가 인체의 요로결석 치료에 사용되면서 충격파쇄석술

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충격파 빈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체외충격파쇄석술 초기에는 충격파가 심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하여 충격파 빈도를 심장박동과 연계하여 시술하였지만 계속된 

연구10-12 에서 충격파에 의한 심장이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충격파 빈

도는 일반적으로 분당 90-120회로 사용되고 있다.13,14  그렇지만 아직까지 

인체 요로 결석의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구성 성분에 따른 결석분쇄에 효

과적인 충격파 빈도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겠다.  

현재까지 알려진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결석분쇄 주기전은 충격파와 진공

현상(cavitation phenomenon)에 의해 발생되는 기계적인 자극이다.19  체외

충격파쇄석술에서 충격파란 작은 공간에서 갑자기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공기 중 또는 물속에서 발생되는 높은 압력의 고 에너지를 의미하고, 짧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양 압력(positive pressure)과 이어서 나타나는 길고 

낮은 음 압력(negative pressure)으로 이루어진다. 충격파의 분쇄력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음향 성질을 가진 물질을 충격파가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압력 차이로 만들어지는데, 강력한 양 압력이 결석의 앞 표면에 작용할 때 

이 힘이 결석의 표면을 유지하고 있는 힘보다 더 커지면 압축파쇄

(compressive fracture)가 일어나고 부숴지기 쉬운 물질에서는 양 압력이 

진행하는 방향과 평행하게 미세균열을 형성한다.19 결석 앞면을 투과한 충

격파는 결석에서 주위의 액체나 조직으로 진행할 때 음향 임피던스가 감소

되기 때문에 결석의 뒷면에서 충격파가 발생된 지점으로 반사되는 항장분

력(tensile component)과 결석을 관통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압축분력

(compressive component)이 발생한다. 연속적으로 반사된 항장분력은 결석 

안에서 중첩되고 결석 뒷면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강력한 항장압력을 

만들고 이 결과 압축력과 항장력의 차이로 결석 뒷면으로부터 결석 조각을 

분리시키는‘spalling’이 발생한다.20-22 Zhong 등은22 충격파쇄석술시 결석

에서‘spalling’이 일어나는 최소거리를 구하였는데  struvite인 경우 

2.7mm이었고, 수산칼슘석(calcium oxalate monohydrate)에서는 4.5mm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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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최소거리 = cL * t
+/2 ; cL :longitudinal wave speed, t

+ :positive 

pulse duration). 그러므로 남은 결석조각의 크기가 이 최소 거리보다 작

을 때 결석에 가해지는 충격은 의미 있게 감소될 것이다. 2001년 

Eisenmenger가23 초점면적이 결석보다 클 때 충격파는 결석보다 결석 주위

의 액체에서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결석 주위로부터 결석으로 압력이 작

용하여 결석을 분쇄 시킨다는‘squeezing’이론을 제시하여 충격파에 의한 

결석분쇄 기전을 설명하였다.  

충격파 빈도를 분당 30회에서 150회까지 20회씩 증가시키면서 시행한 

본 실험에서는 시술 초기에 충격파가 직접 닿는 결석면(결석 아랫면)의 분

쇄가 관찰되었고 충격파가 가해지는 결석의 반대면(결석 윗면)에서 긴 축

(가로) 또는 짧은 축(세로)의 균열이 생겼으며 결석의 측면에도 균열이 관

찰되었다. 이런 현상은 충격파 빈도와 관계 없이 세가지 인공결석에서 모

두 관찰되었으나 길이 15mm 결석에서는 충격파 빈도를 증가할 수록 결석 

아랫면의 초점면적보다 큰 부분은 결석분쇄가 잘 나타나지 않았고 결석 윗

면에는 주로 짧은 축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본 실험에서 쇄석술 초기에 나

타난 결석분쇄 양상은 초점면적 이하의 결석에서는 충격파에 의한 압축파

쇄,‘spalling’그리고‘squeezing’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충격파의 초점면적을 벗어난 결석 부위에서는 결석분쇄가 잘 나

타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어 충격파에 의한 결석분쇄 기전이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초점면적보다 큰 결석에 대한 체외충

격파쇄석술에서 분쇄 기전으로 충격파만 작용한다면 결석분쇄에 한계가 있

어 결석조각의 크기는 자연 배출이 가능한 작은 크기로 분쇄되기 어려울 

것이다.24  

다른 결석분쇄 기전인 진공현상은 압력의 변화가 액체 내에서 기포를 

급속히 확장 시켜 만들어내는 음향 현상이다.25,26  충격파에서 초기에 급격

히 나타나는 양 압력은 직경이 1µm 이하로 되는 기포를 유발하고, 다음 음 

압력 시기에 기포의 성장이 시작된다.27 기포는 극도로 불안정하고 뒤이어 

가해지는 충격파에 의해 폭발적으로 터지게 되어 미세 분출(microjet)을 

형성하여 높은 속도로 결석 표면을 쳐서 주로 결석 표면에 미란과 미세한 

결석 골절을 일으킨다.28,29  진공현상에 의한 기포의 미세분출은 결석 안으

로 깊게 통과하지 않지만 남아있는 결석의 표면 구조를 약하게 하여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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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속적으로 충돌하는 충격파에 보다 더 잘 분쇄될 수 있도록 한다.29,30 

또한 결석 표면에 생기는 균열을 따라 액체가 결석 안으로 들어가고  주로 

균열 부위에 기포가 모여 결석 내로 기포가 확산되면서 결석의 균열이 커

지도록 유도한다.25,30  따라서 결석 조각이 증가하면서 결석의 전체 표면적

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기포에 의한 손상도 더욱 촉진될 것이다. 본 실

험에서도 세가지 크기의 결석 모두 충격파와 기포가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결석 아래면은 결석이 아주 잘게 넓은 부위에서 분쇄가 나타났고 결석 윗

면으로 갈수록 분쇄된 결석의 크기는 커지면서 주로 중심부에서만 결석분

쇄가 일어나서 충격파와 기포의 영향이 결석 윗면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쐐

기 모양의 분쇄 형태를 보였다(그림 2). 이런 현상은 충격파쇄석술의 초기

에는 압축분쇄,‘spalling’그리고‘squeezing’같은 충격에 의한 기전이 

결석 분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충격파가 계속 될수록 기포는 결석을 약하

게 하고 미세균열을 일으켜 결석이 충격파에 의해 더 잘 분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24  이와 같이 충격파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

포는 결석을 작은 크기로 분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기포의 특성을 알고 조절하는 것이 결석분쇄에 중요하다.31  

Huber 등은32,33 충격파 강도와 충격파 빈도가 진공현상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여 충격파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포의 발생 수는 증가하나 충격

파 강도는 기포 발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고, Zeman 등

은34 충격파 빈도를 초당 1.0회(분당 60회)에서 1.8회(분당 108회)로 높일 

때 기포의 발생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Lifshitz 등은28 충격파의 

시간당 빈도를 높일수록 알루미늄 박 표면의 손상이 적어진다고 하였고, 

Weir 등은17 충격파 빈도가 빠를수록 결석을 분쇄하는데 많은 수의 충격파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런 현상은 충격파의 시간당 빈도가 빠를수록 기

포 핵의 수는 더 많이 생성되지만 선행된 충격파에 이어 오는 다음 충격파

는 앞선 충격파에 의해 만들어진 기포로 인해 물속의 가스량이 감소되어 

낮은 에너지를 갖는 기포를 형성하게 되며17 기포는 충격파에 의해 만들어

질 때 원통형 군집 형태로 나타나고 충격파의 진행경로를 따라 위치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기포로 인해 충격파의 산란과 에너지의 흡수가 일어나서 

충격파 에너지가 감소되고 결석분쇄에 많은 수의 충격파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35,36 또한 충격파 빈도가 증가할 수록 기포의 크기는 작아지고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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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치밀해지며 기포가 터지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기포의 크기가 아주 작을 

때 미세분출은 결석에 손상을 일으키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없다.28,37 즉, 

충격파 빈도가 증가할 수록 기포는 작아지고 군집밀도는 증가하여 기포에 

의한 미세분출의 영향이 감소되고, 충격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산란시키

는 정도가 커서 충격파 에너지가 결석에 도달하는 것이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충격파 빈도에 따른 결석분쇄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잔

여 결석의 무게와 개수 및 크기를 평가 대상으로 하였다. 초점면적보다 작

은 길이 5mm 결석의 경우 충격파 빈도에 따른 잔여 결석의 무게와 개수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어 충격파 빈도에 상관 없이 분쇄되는 것으로 나타

났고 분쇄된 결석의 크기도 충격파 빈도에 관계 없이 관찰되었다. 길이 

11mm와 15mm 결석에서는 충격파 빈도에 따른 잔여 결석의 무게는 통계학적

으로 의미가 없었지만 충격파 빈도가 감소할 수록 잔여 결석의 개수는 증

가하였으며(p<0.05; 표 1) 분쇄된 결석의 크기가 작고 일정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충격파 빈도가 분당 50회 이하에서 잔여 결석 개수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충격파 빈도가 분당 130회 이상으로 증가될 때 

현저히 감소되었는데(그림 4) 이런 결과는 Greenstein 과 Matzkin 이38 구

형의 인공결석으로 실험하여 결석분쇄에 효과적인 충격파 빈도를 분당 60

회로 보고한 것과 유사하였다. Sapozhnikov에27 의하면 기포의 군집밀도는 

충격파 빈도가 분당 30회와 60회 일 경우 성기게 생성되고 120회와 180회

에서는 치밀하게 생성되어 충격파 빈도가 증가할 수록 원통형 군집 형태는 

커진다고 하여서 충격파 빈도에 따라 발생되는 기포의 군집 밀도가 결석분

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 충격파 빈도를 증가하였

을 때 관찰되는 굵고 큰 잔여결석은 주로 인공결석의 양단과 결석 윗면에

서 관찰되었는데 이런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데로 충격파 빈도가 감소되면 

비록 적은 수의 기포지만 하나의 기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크며, 기포

가 분산하면서 결석의 넓은 면에 작용하고 균열된 결석 사이로 기포가 침

투하여 결석 내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충격파 빈도가 증가될 때는 초

점면적에 치밀한 기포 군집이 형성되어 기포가 퍼지지 못하고 결석 중심부

에만 위치하여 결석에 가해지는 충격파를 산란 또는 흡수시키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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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초점면적보다 작은 결석은 충격파 빈도에 관계 없이 결석분쇄

가 일어나서 충격파 빈도는 인체 결석 치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초점면적 이상의 결석에서는 충격파 빈도가 감소될 수록 잔여 

결석의 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작고 균일하게 분쇄되었기 

때문에 인체 결석 치료에 충격파 빈도를 감소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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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체외충격파쇄석술에서 결석분쇄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파 빈도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크기가 다른 세가지 원통형 인공결석과 관 모양의 결석 수

용기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충격파 빈도는 분당 30회에서 20회씩 증

가하여 분당 150회까지 일곱 단계로 세분하여 실험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원통형 결석에서 결석분쇄 양상은 충격파가 처음 접하는 면(아랫면)부

터 미란이 일어나고 그 반대면(윗면)과 결석의 양단은 결석분쇄가 잘 되지 

않았다. 

2. 결석분쇄에는 주로 충격파와 기포가 작용을 하지만 충격파쇄석술의 성

공 여부를 결정짓는 자연배출이 가능한 크기로의 결석분쇄에는 기포가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기포의 발생은 충격파 빈도에 의

해 달라질 수 있다.  

3. 충격파의 초점면적보다 작은 결석을 분쇄하는데 충격파 빈도는 통계학

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4. 충격파의 초점면적 이상인 결석에서는 충격파 빈도가 감소할수록 결석

분쇄가 잘 되었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1). 

5. 충격파 빈도가 분당 50회 이하일 때 다른 충격파 빈도의 결과보다 쇄석

후 잔여 결석이 작고 균일하게 분쇄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 할 때 초점면적과 결석의 크

기를 고려하여 충격파 빈도를 조정하여 실행하는 것이 결석분쇄에 효과적

이며, 초점면적 이상인 결석에서는 충격파 빈도를 분당 50회로 하는 것이 

결석분쇄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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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its introduction,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ESWL) 

has grown to be the most preferred choice of treatment for the stone 

in the upper urinary tract. In ESWL, the effectiveness of 

fragmentation of the stone depends on the factors such as makeup of 

the stone, capability of lithotriptor, shockwave pressure(energy), 

and shockwave frequency. Among the elements that affect the 

fragmentation of the stone, several studies currently exist on the 

effect of shockwave frequency on the fragmentation of stone but to 

our knowledge, a little information is known on the effect of 

shockwave frequency for the treatment of stone. Although current 

studies report the effectiveness of the decreased shockwave frequency 

on fragmentation of the stone, there are few reports on the 

effectiveness of shockwave frequency for the stones of different 

sizes. In this study, using tube like stone receptor which is 

similarly shaped to the upper urinary tract, we tried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shockwave frequency on the fragmentation of the 

stone with three different sizes of stones.  

In this study, three different sized stones(length: 5mm, 11mm, 15mm, 

diameter: 5mm) were each placed in a silicon tube(length 3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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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eter 6mm, thickness 1mm) and lithotripsy was performed. The total 

number of pulses of shockwave on 11mm and 15mm stones was 500 and on 

a 5mm stone, it was 400. The shockwave pressure was equally 100MPa 

for all. The shockwave frequency was divided 30, 50, 70, 90, 110, 130, 

150 per minute and the test was repeated 6 times per different sized 

stones. After applying shockwave, we strained the pieces of stones in 

the net with 2mm holes, placed the strained stones in petri dish and 

dried them in 40oC oven. We measured the weight and the number of 

pieces of residual stones.  

After ESWL,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on the weight of 

the residual stones(5mm stone; p=0.2048, 11mm stone; p=0.7739, 15mm 

stone; p=0.2213) but there was statistical significance on the number 

of residual stone fragments per different sizes. For the 5mm stone,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on the number of stone 

fragments(p=0.6917). For the 11mm stone, as the shockwave frequency 

decreased, the number of stone fragments increased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001). It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15mm stone(p<0.0001). In the 11mm and 15mm stones, 

as the shockwave frequency decreased, the sizes of the fragmented 

stones were smaller and more regular. This result was shown more 

clearly where the shockwave frequency was 50 per minute. The sizes of 

residual stones were clearly larger where the shockwave frequency was 

130 per minute or over.  

In conclusion, the shockwave frequency does not affect the 

fragmentation of the stone where its size is smaller than the focus 

area. However, if the size of the stone is the same or larger than 

the focus area, the shockwave frequency of 50 per minute will 

fragment the stone in smaller and regular sizes and will be most 

effective. 

 

Key words: shockwave lithotripsy, shockwave frequency, upper urinary 



 28

tract, fragmentation of the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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