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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합성 영상에서 움직임이 있는 대상체에 대해 움직임이 없는 경우와 같은 영상의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도
록,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초음파 송신빔의 순서를 비선형
적으로 배열하여 송신한다. 비선형적으로 배열되어 송신된 송신빔을 기반으로 수신된 빔들을 자기상관을 통해 주
사선 증감방향에 따른 그룹별로 각 픽셀 또는 샘플 단위의 평균 위상을 구한 다음 가중치를 곱하고 합산하여 사
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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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초음파 합성 영상에서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초음파 송신빔의 순서를 비선형적으로 배열하여 송신하는 단계; 및
상기 비선형적으로 배열되어 송신된 송신빔을 기반으로 수신된 빔들을 자기상관을 통해 주사선 증감방향에 따른
그룹별로 각 픽셀 또는 샘플 단위의 평균 위상을 구한 다음 가중치를 곱하고 합산하여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
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평균 위상을 이용하여 평균 속도를 구하고, 구해진 평균 속도를 기반으로 대상체의 움직임을 보상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파워 임계치를 조절하여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
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임계치는, 빔의 세기가 미약한 부분들이 속도 검출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파워의 최대값이
1로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된 결과 기준에서 0.0002로 설정된,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각 픽셀 또는 샘플 단위로 추정된 평균 속도를 기반으로 집속지연시간을 보상하는,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픽셀 또는 샘플 단위의 평균 위상을 바탕으로 영역 기반의 평균 위상을 구하는,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선형적으로 배열시, 송신 주사선 순서를 주사선의 증감이 한 번은 -1, 다음은 +2의 차이가 나도록 배치
하고, 주사선 증가 방향의 데이터들과 감소 방향의 데이터들을 그룹화하는,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
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송신 주사선의 순서를 선형적으로 하지 않고 2,1,4,3,6,5..의 순서로 하고, 송신 주사선 배치가 -1씩 차이 나도
록 배치한 그룹을 A, +2씩 차이 나도록 배치한 그룹을 B라 할 때, 정지한 대상체에 대한 각각의 평균 위상차가
하기의 [수학식 1]과 같은,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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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
B = -2A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각 픽셀 또는 샘플마다 A, B의 평균 위상을 따로 구한 다음 가중치를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사이드 로브의 회전
으로 인한 잘못된 움직임을 상쇄시키는,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대상체가 움직이는 경우 송신 주사선의 순서가 바뀌어도 송신 때마다 대상체가 다가오거나 멀어지므로, 움직이
는 대상체에 대한 각각의 평균 위상차가 하기의 [수학식 2]과 같이 됨으로써, 사이드 로브 회전으로 인한 불필
요한 위상 변화를 줄이고 메인 로브의 움직임에 대한 위상 변화를 관측하는,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
법.
[수학식 2]
B = 2A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 영상은, BiPBF(Bi-directional Pixel Based Focusing) 합성 영상인,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1>

본 발명은 사이드 로브 레벨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초음파 합성 영상에서 움
직임이 있는 경우에 해상도 및 신호대잡음비 저하를 보상하기 위하여, 적은 계산량으로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2>

초음파 진단 시스템에서 어레이 트랜스듀서(array transducer)를 이용하여 영상을 얻는 경우, 전통적인 방법은
하나의 송신과 이에 대한 수신을 통하여 영상을 얻는 것이다. 초음파 합성 영상에서는 이와는 달리 주사선을 구
성하기 위해 이미 수신된 주위의 주사선들이 관여된다. 즉, 초음파 합성 영상은 한 개의 주사선을 구성하기 위
해 다수의 송수신빔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초음파 영상을 구성한다. 예컨대, 도 1에서 n번째 주
사선 Sn을 구성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이 Sn에 대한 송수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초음파 합성 영상의 경우에는
n번째 주사선 Sn을 구성하기 위해 주위의 "Sn-m, Sn-(m-1), ..., Sn, ..., Sn+(m-1), Sn+(m), m〉0"들을 적절히 가담시
켜 초음파 영상을 만들어낸다. 도 1에서, Ps는 3개의 주사선, 즉 Sn-1, Sn, Sn+1 각각의 파면이 중첩된 부분을 표
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화면상의 Ps에 해당하는 픽셀을 구할 때, 초음파 합성 영상의 경우에는 중첩된 부분
을 고려하여 초음파 영상을 얻게 된다.

<3>

초음파 합성 영상은 대상체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상도, 신호대잡음비가 상당히 좋아지게 된다. 그러나,
대상체가 움직이는(이동하는) 경우에는, 특히 축(axial)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 영상을 합성하는 경
우 대상체가 실제적으로 목적하는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되지 않는다. 즉, 초음파 합성 영상에서는 하나의 주사
선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시간차를 가지는 여러 수신빔들 또는 BiPBF(Bi-directional Pixel Based Focusing)와
같이 여러 송신빔들을 이용하므로, 이러한 방법은 인체 내 움직임(모션)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고려없이 빔

- 3 -

공개특허 10-2009-0042152
포밍하게 되면 비간섭성 합(sum)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콘트라스트 해상도와 신호대잡음비가 저하된
다.
<4>

초음파 합성 영상에서 발생하는 움직임(모션)을 추정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여러 픽셀 기반 연구와 영역 기반 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움직임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들로 상호상관법(cross correlation), 자기상관법(auto
correlation),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등이 제안되어 왔고, 이러한 방법들로 추정된 결과를 가지고
움직임 보상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픽셀 기반의 움직임 추정과 보상은 상당한 계산량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계산량을 줄이기 위한 알고리즘은 사이드 로브의 영향으로 영역 기반 형태로 제한된다. 아울러, 움직임이 미치
는 영향과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고, 초음파 영상에서는 측(lateral) 방향의 움직임보다 특히 축
(axial) 방향 움직임이 해상도를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즉, 축 방향 움직임이
focusing에 영향을 많이 미침].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5>

본 발명의 목적은 초음파 합성 영상에서 움직임, 특히 축 방향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 해상도 및 신호대잡음비
저하를 보상하기 위하여, 적은 계산량으로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6>

특히, 본 발명에서는 RF 픽셀 단위(또는 샘플 단위) 기반의 움직임 추정과 보상을 위해, 사이드 로브의 원인으
로부터 발생하는 불필요한 위상 요소들에 대한 제거와 이를 위한 송신 주사선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시뮬레
이션은 BiPBF 기반에서 진행되었으며, 제안된 방법은 초음파 영상에서의 일반적 합성 방법에 대해서도 적용 가
능하다.

과제 해결수단
<7>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초음파 합성 영상에서 움직임이 있는 대상체에 대해 움직임이 없는 경우와 같은 영상
의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초
음파 송신빔의 순서를 비선형적으로 배열하여 송신한다. 비선형적으로 배열되어 송신된 송신빔을 기반으로 수신
된 빔들을 자기상관을 통해 주사선 증감방향에 따른 그룹별로 각 픽셀 또는 샘플 단위의 평균 위상을 구한 다음
가중치를 곱하고 합산하여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거한다.

효 과
<8>

본 발명에 의하면, 자기상관과 재배열(즉, 선형적이 아닌 비선형적으로 배열)된 송수신 빔을 이용하여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관측하고자 하는 메인 로브의 움직임을 추정함으로써, 이
를 기반으로 BiPBF 등 합성 영상 방법에서 발생하는 움직임 아티팩트(motion artifact)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기존 상호상관 등 계산량이 많고 복잡한 변위 추정 방법들보다 보다 적은 계산량으로 변위 추정이
가능한 자기상관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합성 영상에서의 움직임 보상에 대해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
한 이점이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9>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이하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우려가 있는 경우, 널리 알려진 기능이나 구성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10>

일반적으로 초음파 합성 영상은 크게 수신 구경 합성 방법과 송신 구경 합성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신 구경
합성 방법은 상용화된 장비에 적용된 기술로 송수신 집속 방법은 기존의 방법대로 수행하고 송수신 채널을 시간
적으로 나누어 여러 번 수행하고 더해진 신호들을 메모리에 저장한 후 최종적으로 저장된 신호들을 더하여 구현
한다. 송신 구경 합성 방법은 단지 하나의 송신 필드로부터의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송신 필드로
부터의 신호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초음파 송신 파워를 크게 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11>

BiPBF 합성 영상 과정은 송신 구경 합성 방법의 하나로 모든 점들에 대해서 송수신 집속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이다. 도 2b에서와 같이 송신 집속 점(transmit focal point)을 가상 소스 엘리먼트(virtual source element)
로 보고 해석할 수 있다.

<12>

도 2a는 B 모드의 송신 필드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레이 트랜스듀서로부터 방사되어 집속 점에서 수렴하고 이후

- 4 -

공개특허 10-2009-0042152
제한된 각도를 가지고 구면파 형태로 발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 2b는 어레이 트랜스듀서의 하나의 가상 소
스 엘리먼트가 집속 깊이(focal depth)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구면파가 앞뒤로 만
들어지는 형태로 볼 수 있다. 도 2c는 영상 점(imaging point)에서 2개의 가상 소스들의 송신 필드들이 중첩됨
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면 필드 대칭의 중심점에서 하나는 앞에서, 다른 하나는 뒤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3>

BiPBF 합성 영상 과정은 다른 합성 영상 과정들에 비해 모든 깊이에서 측 방향 해상도와 사이드 로브 레벨(side
lobe level)이 개선되고 송신 필드를 합성함으로 인해 송신 파워가 증가하고 영상의 신호대잡음비가 개선된다.
그러나, 대상체가 고정된 영상 또는 느리게 움직이는 영상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장점을 가질 뿐, 움직임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해상도가 나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대상체가 사라지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된다. 특
히, 측 방향의 움직임 보다 축 방향의 움직임이 영향을 많이 주게 된다. 즉, 도 3에서 고정된 대상체에 대해서
는 BiPBF 합성 영상(3c)이 상대적으로 단일 송수신 방법(3a)보다 영상의 질이 좋지만, 움직이는 대상체에 대해
서는 BiPBF 합성 영상(3d)이 상대적으로 단일 송수신 방법(3b)보다 영상의 질이 나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4>

본 발명은 BiPBF 합성 영상에서 적은 계산량으로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15>

한 주사선의 축 방향의 움직임을 알아내는 가장 간단하고 신뢰할만한 방법 중 하나는 2D-TDI(Tissue Doppler
Image)이다. 2D-TDI는 한 주사선을 향해 일정 시간 간격으로 동일한 음장을 송신해서 수신되는 초음파의 위상의
변화를 감지하여 간단하게 자기상관을 써서 평균 도플러 주파수를 찾는다.

<16>

SAI의 경우도 반복 송신한다는 점에서 2D-TDI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 다른 점은 아주 동일한 음장이 매 번 송신
되지 않고 조금씩 다른 음장이 송신된다는 점이다. 매 번 송신하는 음장은 각각의 픽셀의 입장에서는 매 번 파
면의 각도가 거의 일정한 각도씩 회전하게 된다. 이러한 회전하는 송신 파면 때문에 매 번 송신으로부터 구성되
는 저해상도 영상(LRI : Low Resolution Image)의 사이드 로브가 역시 따라 회전하게 된다. 예컨대, 도 4a 내지
4d는 인접한 몇 개의 송신으로부터의 LRI의 빔 패턴을 나타내는데, 메인 로브를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사이드
로브가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도 4a 내지 도 4d에서는 합성에 관여할 주사선 개수가 N=17인 경우에 대
해서 각 앙상블 인덱스(자기상관함수에 입력되는 데이터 순서)에 해당하는 저해상도 영상을 얻어 이에 대한 위
상을 속도로 바꾼 후 인덱스에 따른 변화를 관측한 것이다. 앙상블 인덱스가 0부터 4씩 증가하여 13까지 각각의
위상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4a는 인덱스 1, 도 4b는 인덱스 5, 도 4c는 인덱스 9, 도 4d는 인덱스 13], 움
직임이 없는 경우에도 사이드 로브가 메인 로브를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7>

이 영향의 결과, 독립된 대상체의 메인 로브의 경우는 거의 조직 도플러(tissue doppler)와 동일하게 축 방향의
움직임을 찾을 수 있지만, 그 대상체의 사이드 로브의 위치에서는 움직이지 않은 대상체의 주변에서 조차도 잘
못된 움직임이 검출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이렇게 잘못 검출되는 현상을 보상하기 위해 새로운 송수
신 시퀀스(특성화된 송수신 배열) 및 자기상관을 통한 위상 검출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18>

이하에서는 고정된 대상체 및 움직이는 대상체에 대한 자기상관을 통해 저해상도 영상(LRI)의 사이드 로브 문제
를 확인하고 사이드 로브 영향과 계산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송수신 빔의 재배열(즉, 선형적이 아닌 비선
형적으로 배열)과 자기상관을 이용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계산량
을 가지고 픽셀 단위의 움직임을 추정 및 보상할 수 있게 하여, 움직임이 있는 대상체에 대해 움직임이 없는 경
우와 같은 영상의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19>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초음파 진단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고, 도 6 및 도 7은 빔
포머(30) 및 영상 움직임 추정/보상 제어부(31)의 구성을 각각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이다.

<20>

어레이 트랜스듀서(array transducer)를 구비하는 프로브(10)는 초음파 신호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브
(10)는 초음파 송신부(미도시됨) 및 아날로그 수신부(미도시됨)를 더 구비한다. 어레이 트랜스듀서는 다수의(예
를 들어, 128개)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고, 초음파 송신부로부터의 전압 인가에 응답하여 초음파 펄스를 출력
한다. 초음파 송신부는 어레이 트랜스듀서에 전압 펄스를 인가하여 어레이 트랜스듀서 각각의 엘리먼트에서 초
음파 펄스가 출력되도록 한다. 아날로그 수신부는 어레이 트랜스듀서 각각의 엘리먼트에서 출력된 초음파 펄스
가 대상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반사 신호(에코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반사 신호를 증폭, 에일리어싱
(Aliasing) 현상 및 잡음 성분의 제거, 초음파가 신체 내부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감쇄의 보정 등의 처리를 거
친다.

<21>

송수신 스위치(Transmit/Receive Switch)(20)는 초음파 신호를 동일한 어레이 트랜스듀서에서 송신과 수신을 하
기 위한 스위치 역할을 한다. 송수신 스위치(20)는 초음파 송신부에서 방출되는 고압의 전력이 수신부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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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즉, 트랜스듀서가 송신 및 수신을 번갈아가며 수행할 때, 초음파 송신부와 아날
로그 수신부를 적절히 스위칭해준다.
<22>

빔포머(30)는 각각의 어레이 트랜스듀서 소자(Element)에 수신된 신호를 수신 집속한다. 빔포머(30)는 아날로그
수신부에 수신된 수신신호의 이득을 보상하고[이득 조절부(301)], 수신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시킨다[아날로그-디지털 변환부(302)]. 이후, 빔포머(30)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부(302)로부터 수신된 신호들
에 서로 지연량(amount of delay)[수신 집속(focusing)을 하려는 위치에 따라 결정됨]을 적용하고[지연부
(303)], 지연된 신호들을 합성함으로써[영상 합성부(304)] 수신 집속을 수행한다.

<23>

에코 처리부(40)는 빔포머(30)에서 집속된 수신 주사선의 RF 신호를 기저대역신호로 변화시키고 직교 복조기
(quadrature demodulator)를 사용해서 포락선(envelope)을 검출하여 하나의 주사선에 대한 데이터를 얻는다.

<24>

스캔 변환부(50)는 주사선 상의 소정의 점으로부터 수신 집속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수평 주사선 표시 형식
의 디스플레이부(60)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시킨다. 즉, 초음파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기에 적당한
형태로 변환해 준다.

<25>

디스플레이부(60)는 영상처리된 초음파 영상을 디스플레이한다.

<26>

이상에서는 초음파 진단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초음파 합성 영상 과정을 위한 각 구성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27>

본 발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초음파 합성 영상 과정에서 움직임이 있는 대상체에 대한 추정과 보상을 통하여, 움
직임이 있는 대상체에 대해 움직임이 없는 경우와 같은 영상의 해상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
의 실시예에서는 초음파 송수신 빔의 특성화된 배열(즉, 선형적이 아닌 비선형적인 배열)과 이를 그룹화된 데이
터를 가지고 자기상관기(311~313)에 입력하여 움직임의 추정과 보상에 필요한 데이터(예컨대, 픽셀 또는 샘플
단위의 위상 데이터)를 생성한다. 즉, 본 발명에서는 송수신 제어부(21)를 통한 송수신 빔의 특성화된 배열[도
8 참조]과 이에 대한 주사선 증가 방향의 데이터들과 감소 방향의 데이터들을 그룹화하고, 주사선 증가 방향의
M, N개의 그룹 데이터와 감소 방향의 L개의 그룹 데이터를 자기상관기(도 7의 311~313)에 각각 입력하여, 자기
상관기(311~313)에서 이를 가지고 대상체 움직임에 대한 위상 데이터(픽셀 또는 샘플 기반의 평균 위상)를 추출
하여 움직임 추정 및 보상을 위한 데이터로 제공하게 된다. 이후, 위상 데이터(대상체의 평균 위상)에 기초하여
속도를 구할 수 있고, 구해진 속도를 기반으로 움직임을 보상(예컨대, 픽셀마다 추정된 속도를 기반으로 집속지
연시간을 보상)하면[영상 움직임 추정/보상 제어부(31)의 제어부(315)에서 수행함], 움직임이 있는 대상체에 대
해 움직임이 없는 경우와 같은 영상의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영상 움직임 추정/보상 제어부(31)는 도
5 및 도 6에서 빔 포머(30)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을 가정하였지만, 빔 포머(30)의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영상 움직임 추정/보상 제어부(31)의 위치에 한정되지 않는다.

<28>

본 발명의 송수신 제어부(21)에서는 송수신 빔을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특성화된 형태로 재배열(비선형적으
로 배열)하고, 본 발명의 영상 움직임 추정/보상 제어부(31)의 자기상관기(311~313)에서는 재배열된(즉, 선형적
이 아닌 비선형적으로 배열되어 송신된) 송신빔을 기반으로 수신된 빔들을 가지고 자기상관함수를 이용하여 각
픽셀의 위상과 크기를 통해 검출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적은 계산량으로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
고, 이는 결국 초음파 합성 영상 과정에서 움직임이 있는 대상체에 대한 추정과 보상을 통하여[영상 움직임 추
정/보상 제어부(31)의 제어부(315)에서 수행함], 움직임이 있는 대상체에 대해 움직임이 없는 경우와 같은 영상
의 해상도를 유지시킬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영상 움직임 추정과 보상을 위한 제어 과정[즉,
움직임 추정과 보상에 필요한 위상 데이터를 추출토록 함]을 위주로 설명하고, 이후의 영상 움직임 추정 및 보
상 과정[즉, 위상값을 대상체가 움직인 거리로 변환하여 속도를 구하고, 구해진 속도를 기반으로 움직임을 보상
(예컨대, 픽셀마다 추정된 속도를 기반으로 집속지연시간을 보상)함]을 부가적으로 설명한다.

<29>

우선, LRI(Low Resolution Image)들을 통하여 움직임이 없는 고정된 영상과 움직임이 있는 영상에 대해서 메인
로브(main lobe)와 사이드 로브(side lobe)의 위상(phase) 상태를 확인해보고, 이후 각각에 대해서 재배열된 상
태에서의 결과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30>

도 9는 BiPBF 합성 영상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하나의 합성된 주사선을 구하기 위해 N=9의 주위 주사선들이 관
여함을 보여주고 있고, 주사선이 이동, 증가함에 따라 관여된 주사선들도 이에 맞추어 이동함을 나타낸다. 0~8
은 자기상관을 위한 인덱스 순서(index order)이고, N=9는 영상 합성에 관여할 주사선 개수로서 자기상관함수를
이용하여 평균 위상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앙상블 개수(ensemble number)이다. 임의의 P0점에서는 파면들이 계
속 진행하여 0~8(자기상관함수에 입력되는 데이터 순서, 즉 앙상블 인덱스)에 해당하는 파면들이 중첩되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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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합성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31>

LRI는 개수가 N=9로 0~8까지 주사선을 증가하는데, 도 10에서와 같이 각각 0번째, 1번째…… 8번째를 모아서 합
성 영상을 구성한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서는 4번째 영상이 전통적 단일 송수신 초점 영상으로 볼 수 있다.
N=9인 경우, 9장의 LRI를 얻어서 이에 대한 위상의 변화를 볼 수 있다.

<32>

도 11a는 BiPBF RF 영상을 나타내고, 도 11b는 BiPBF 합성 영상 과정을 통해 고정된 대상체에 대해서 단순히 자
기상관한 결과를 보여준다. 도 11b에서, 메인 로브(main lobe)는 위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기상관 결과에서
블랙홀(black hole) 형태로 보이지만, 고정된 대상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드 로브(side lobe)의 영향 때문에 위
상이 변화됨을 볼 수 있다. 또한, 메인 로브로 가까워질수록 위상의 변화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
상체가 고정되었든 움직이든 사이드 로브의 위상 변화의 영향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사
이드 로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상관하여 움직임을 찾을 경우 고정된 대상체도 움직임이 있는 형태의 결
과를 보게 된다.

<33>

LRI를 통해서 도 12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도 12는 전체적으로 RF 데이터의 위상을 보여 주고, 이중
"12a"는 도 10의 0번째 LRI0의 위상이고, "12b"는 1번째 LRI1의 위상이며, "12c"는 8번째 LRI8의 위상을 보여
주고 있다. 도 12에서는 위상의 상대적 변화를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라인을 4개, 즉 L0~L3으로 표시하였다. L0
는 같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고, L1~L3까지는 사이드 로브 관련하여 변화된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결과에서 보듯이 LRI0에서 LRI1로 가면서 위상이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고, 위쪽으로 움직임(즉, 위
상)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LRI8은 "LRI0 → LRI1 → LRI2 → LRI3.. → LRI8" 형태로 누적되어
있으므로, LRI0에 비해 위상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이드 로브 관련하여 변화된 결과와 더불
어 메인 로브 부분은 위상 변화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34>

이상에서는 고정된 대상체에 대한 자기상관과 LRI 실험을 통해 사이드 로브에 대한 문제점과 영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고정된 대상체에서 송수신 빔 재배열(선형적이 아닌 비선형적
으로 배열)에 대한 자기상관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5>

송수신 빔을 선형적으로 배열하지 않고[선형적 배열은 공지의 기술임] 특성화된 형태로 재배열(비선형적으로 배
열)하는 이유는, 선형적인 빔들을 가지고 자기상관함수를 통해 픽셀 단위로 위상과 크기를 구하게 되면 대상체
가 움직이지 않은 경우에는 속도가 0m/s로 나와야 이상적이지만, 사이드 로브의 영향으로 속도 성분이 검출되기
때문이다. 즉, 고정된 대상체의 경우 송수신 빔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면 대상체의 메인 로브의 위상은 변하지 않
지만, 사이드 로브의 위상은 x, y 공간에서 보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회전하게 된다. 이 결과를 가지고 보상
을 할 경우에 보다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즉, 본 발명에서는 사이드 로브
의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수신 빔에 대한 재배열(즉, 선형적이 아닌 비선형적으로 배열)을 하고 이를 자
기상관한다.

<36>

도 8은 재배열(즉, 선형적이 아닌 비선형적으로 배열)된 송수신빔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사선 증가 그룹
과 감소 그룹으로 나누고, 증가, 감소의 절대값이 증가 +2, 감소 -1, 다른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송
신을

인접한

주사선대로

순차적으로

1,2,3,4..처럼

차례대로

송신(선형적

배열)하지

않고,

예컨대

2,1,4,3,6,5..의 순서로(비선형적 배열), 송신 주사선의 증감이 한 번은 -1, 다음은 +2의 차이가 나도록 배치한
다. 이 경우, 첫 번째 송신과 두 번째 송신을 써서 위상차를 구한 것을 a(1,3)으로 표현한다면, 정지한 대상체
의 사이드 로브의 위치의 픽셀에서 a(2,4), a(3,5), a(8,10) 등을 써서 구한 평균 위상차를 B[즉, +2 차이가 나
는 B 그룹], 또한 a(2,1), a(4,3), a(6,5) 등을 써서 구한 평균 위상차를 A[즉, -1 차이가 나는 A 그룹]로 묶
어 표현할 수 있다. 정지한 대상체의 경우 각각의 평균 위상차를 A와 B로 표현하면, 근사적으로 하기의 [수학식
1]과 같이 된다.

수학식 1
<37>

B = -2A

수학식 2
<38>
<39>

[수학식 2]로부터 매 픽셀마다 A와 B를 따로 구한 다음 가중치를 곱하고 그것들을 합하면 사이드 로브의 회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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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잘못된 움직임 검출을 상쇄시킬 수 있다. 아울러, 대상체가 실제로 움직이는 경우, 비록 송신 주사선의
순서가 바뀌어도 매 송신 때마다 실제로 대상체가 다가오거나 멀어지므로 이로 인한 위상의 회전은 하기의 [수
학식 3](평균 위상을 나타냄)과 같이 되어 상기와 같이 가중치를 곱하고 이를 합하면 일반 2D-TDI와 같이 대상
체의 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수학식 3
<40>

B = 2A

<41>

결과적으로, 사이드 로브 회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위상 변화는 저감되고 메인 로브의 움직임에 대한 위상 변화
는 관측되게 된다.

<42>

상기에서, 평균 위상을 구하는 방법은 자기상관법을 이용하게 된다.

<43>

자기상관 과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하기의 [수학식 4]와 같이 함수 z(t)와
*

z (t-T)로부터 z1(t)를 정의할 수 있다.

수학식 4
<44>

*

z1(t) = z(t) × z (t-T)

수학식 5
*

<45>

z (t-T) = x(t-T) - jy(t-T)

<46>

z (t-T)는

*

상기

[수학식

5]와

같이

함수

z(t)로부터

지연시간

T만큼

지연된

켤레복소값(conjugate

complex)이다. 어떤 시간 동안에 대해서 z1(t)를 적분함으로써 자기상관함수의 결과를 하기의 [수학식 6]과 같
이 얻을 수 있다.

수학식 6
<47>
<48>

상기 [수학식 6]에서 n은 일정 방향의 송신 펄스의 연속된 개수로 일반적으로 초음파 영상에서 앙상블 개수로
표현된다.

<49>

하기의 [수학식 7]은 송신 주사선 배치가 +2씩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자기상관함수를 표현한 것이다. 하기의
[수학식 8] 및 [수학식 9]는 주사선 증가 그룹의 크기 및 위상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 과정은 영상 움직임
추정/보상 제어부(31)의 자기 상관기(311~313) 중 예컨대 자기 상관기(312)에서 주사선 증가 그룹 데이터에 대
해 수행한다.

수학식 7

<50>

수학식 8
<51>

수학식 9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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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상기 [수학식 9]로부터 가중치를 주어 위상을 구하면 하기의 [수학식 10]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10

<54>
<55>

송신 주사선 증가방향에 대한 최종적 결과식은 하기의 [수학식 11] 및 [수학식 12]와 같다.

수학식 11
<56>

수학식 12
<57>
<58>

한편, 송신 주사선 -1씩 감소하는 방향에 대한 식은 하기의 [수학식 13] 내지 [수학식 15]와 같다. [수학식 1
3]은 송신 주사선 배치가 -1씩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자기상관함수를 표현한 것이고, [수학식 14] 및 [수학식
15]는 주사선 감소 그룹의 크기 및 위상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 과정은 영상 움직임 추정/보상 제어부(31)의
자기 상관기(311~313) 중 예컨대 자기 상관기(311)에서 주사선 감소 그룹 데이터에 대해 수행한다.

수학식 13

<59>

수학식 14
<60>

수학식 15

<61>
<62>

결과적으로, 송신 주사선의 +2 증가방향과 -1 감소방향의 결과[즉, 영상 움직임 추정/보상 제어부(31)의 자기
상관기(311~313)에서 주사선 증가 그룹 및 주사선 감소 그룹 데이터에 대해 각각 수행함]를 더한[이는 영상 움
직임 추정/보상 제어부(31)의 합산부(314)에서 수행함] 복소값은 하기의 [수학식 16] 및 [수학식 17]과 같으며,
이를 가지고 해당 픽셀 또는 샘플에 대한 크기는 하기의 [수학식 18], 위상은 하기의 [수학식 19]로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16
<63>

수학식 17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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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8
<65>

수학식 19

<66>
<67>

상기 [수학식 19]는 픽셀 기반의 평균 위상을 나타낸다. 이를 이용하면,특정 영역 기반의 평균 위상을 구할 수
도 있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상기 [수학식 16]과 [수학식 17]의 결과를 공간상의 좌표로 하기의 [수학식 20]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수학식 20
<68>
<69>

상기 [수학식 20]은 다시 [수학식 21] 및 [수학식 22]와 같이 표현하여 특정 영역 기반의 평균 위상을 가지는
형태로 확장할 수 있다.

수학식 21

<70>

수학식 22

<71>
<72>

제안된 송신 주사선과 자기상관함수를 이용하여 추정된 평균 위상을 가지고 움직임 보상을 해야 한다. 이를 위
해 추정된 위상값을 대상체가 움직인 거리로 변환해야 하는데, 하기의 [수학식 23]은 대상체가 움직인 속도를
나타낸다. c는 음속, f0는 트랜스듀서의 중심주파수, 그리고 PRF는 송신이 반복되는 주파수를 나타낸다. 하기의
[수학식 24]는 변환된 대상체의 속도를 가지고 움직인 거리를 구한 것이다. 구해진 속도를 기반으로 픽셀마다의
집속시간을 보상해주면 된다.

수학식 23

<73>

수학식 24
<74>
<75>

상기에서 픽셀마다 추정된 속도를 기반으로 집속지연시간을 보상하는 방법의 예로서, 매 픽셀의 송신집속지연시
간, 수신집속지연시간에 대해 각각 보상을 적용하거나, 기존에 움직임이 고려되지 않은 송신집속지연시간과 수
신집속지연시간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움직임보상집속지연시간을 적용할 수도 있다.

<76>

고정된 대상체에 대해 송수신 빔의 재배열을 통해 자기상관을 실시하면, 도 13a 및 도 13b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도 13a는 고정된 대상체에서 송수신 빔의 재배열에 의한 주사선 감소 그룹에 대해 자기상관을 실시한 결
과이고, 도 13b는 고정된 대상체에서 송수신 빔의 재배열에 의한 주사선 증가 그룹에 대해 자기상관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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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도 8과 같이 송수신 빔의 재배열을 통해 자기상관을 실시하면 사이드 로브의 영향이 확연히 줄어들게 된다[도
14b 및 도 14c 참조]. 도 14a에서, c0는 원래 메인 로브(main lobe)의 크기를 나타내고, 주위는 사이드 로브
(side lobe)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메인 로브는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받고 있다.

<78>

그러나, 재배열된 송수신 빔을 자기상관하게 되면, 도 14b의 c1와 같이 메인 로브에 미치는 주위 사이드 로브의
영향이 줄어들게 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파워 임계치(power threshold) 전압을 조정하면, 도 14c의 c2와 같
이 사이드 로브로 인한 영향을 보다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배열된 송수신 빔의 자기상관을 통해, 대상체
가 고정된 경우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줄여 줄 수 있다.

<79>

한편, 움직이는 대상체에 대해 송수신 빔 재배열후 자기상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대상체를 모델링하
기 위해 앞서 실험한 고정된 대상체에 대한 RF 데이터를 주사선이 증가함에 따라 주사선별로 하나의 샘플씩 증
가하도록 조정한다. RF 데이터는 7.5MHz 프로브에 대해서 61.6MHz 샘플링으로 얻어진 데이터이다. 그래서 하나
의 샘플 변화는 위상이 "2*π/(61.6/7.5)"로 대략 2*π/8.21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이 추구하는 최
종목적은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최소로 하면서 대상체의 움직임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메인 로브가 움직이는 것
이 관측되어야 한다.

<80>

움직이는 대상체에 대해 송수신 빔의 재배열을 통해 자기상관을 실시하면, 도 15a 내지 도 15c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도 15a는 움직이는 대상체에서 송수신 빔의 재배열에 의한 주사선 감소 그룹에 대해 자기상관을 실
시한 결과이고, 도 15b는 움직이는 대상체에서 송수신 빔의 재배열에 의한 주사선 증가 그룹에 대해 자기상관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도 15c에서 R0는 메인 로브의 이동으로 위상이 변화된 것을 보여준다.

<81>

이하에서는 본 발명과 종래 방식과의 차이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82>

도 16a 및 도 16b는 대상체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종래의 방법과 본 발명에 따라 BiPBF(N=17)를 이용하여 구한
공간상의 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도 16a는 종래의 송신빔 순서(선형적 배열)를 가지는 BiPBF 합성 영상 방
법으로 N=17인 경우에 대해서 자기상관함수를 이용하여 평균 위상을 구하고 이를 가지고 속도로 나타낸 결과이
다. 사이드 로브 부분에서 불필요한 속도 성분이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낮은 신호에 대한 평균 속도를 무
시하기 위해 파워 임계치는 0~1 사이로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된 결과 기준에서 적절하게(예컨대,
0.0002)로 조절하였다. 도 16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송신 주사선을 재배치하고 주사선 증감 방향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평균 속도를 구한 결과이다.

<83>

도 16a 및 도 16b를 비교하면, 본 발명은 종래의 방법에 비교하여 사이드 로브로 인한 위상, 또는 속도 변화가
범위가 작고 공간상에서도 작은 면적에 걸쳐 있음을 보여주어, 종래의 방법보다 사이드 로브로 인한 영향을 상
당히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종래의 방법에 비해 본 발명이 사이드 로브의 회전에 의한 속도 검출 오차가
대폭 감소됨]. 아울러, 파워 임계치를 적절히 조절하면 사이드 로브로 인한 속도 영향을 좀더 줄일 수 있다.

<84>

도 17a 및 도 17b는 대상체가 움직이는 경우, 종래의 방법과 본 발명에 따라 BiPBF(N=17)를 이용하여 구한 공간
상의 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대상체는 트랜스듀서 중심에서 깊이 60mm 지점부터 60mm/s 속도로 축방향으로
깊이 0mm 지점을 향하여 움직이며, PRF는 4kHz로 정의하였다. 단, 장비로 받은 RF 데이터의 경우는 샘플링 클럭
을 61.6MHz를 사용하였다. 구현 방법은 움직임이 없는 경우와 동일하며 보상 방법은 선형적 방법으로 진행하였
다.

<85>

도 17a는 종래의 방법으로, 도 17b는 본 발명에 따라 구한 평균 위상을 가지고 속도 성분을 구한 것이다. 도
17b의 본 발명이 도 17a의 종래 방법보다 속도 분포가 60mm/s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워 임
계치는 0~1 사이로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된 결과 기준에서 적절하게(예컨대, 0.0002) 조절하였다.

<86>

이상적으로 60mm/s 속도 1개만 존재하지만, 종래 방법의 경우 속도가 +120mm/s 이상까지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은 60mm/s에 가깝게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고, 더불어 픽셀 단위로 메인 로브의 움직임을 따라감
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60mm/s 속도 1개만 존재해야 하지만 일부 남아있는 사이드 로브 속도 성분으로 인해
어느 정도 다른 속도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표준편차가 종래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다.

<87>

도 18에 원래 움직임이 없는 경우(solid),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아무 보상하지 않은 경우(dash),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움직임을 추정한 다음 추정된 값으로 움직임을 보상한 경우(dot)에 대해 합성 영상의 측방향 빔폭을
비교하였다. 움직임을 보상하지 않으면 측방향 빔폭이 심각하게 나빠지지만, 보상하면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
와 비슷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88>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하기 위해서, 테스트 펜텀을 ATS539를 사용하였다. 실험조건은 관심 깊이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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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mm, 움직임 속도는 60mm/s, 팬텀이 움직이는 영역은 10.3mm~20.3mm, 송신 초점거리는 12mm, Tx/Rx fnumber는 1, 그리고 초음파 속도는 1450m/s로 정의하였다.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실험한 결과(19c)의 해상도가 보상전(19b) 보다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움직임 보
상한 결과의 해상도가 움직임이 없는 경우의 합성 영상의 해상도와 비교하여 상응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도
19에서, "19a"는 비합성 영상(N=1), "19b"는 BiPBF 합성 영상 방법의 보상전 합성 영상(N=17), "19c"는 BiPBF
합성 영상 방법의 보상후 합성 영상(N=17)이다.
<89>

본 명세서에서는 본 발명이 일부 실시예들과 관련하여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가 이
해할 수 있는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형 및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변형 및 변경은 본 명세서에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90>

도 1은 일반적인 합성 영상 생성 과정을 보여주는 설명도.

<91>

도 2a 내지 2c는 초음파 방사 예를 보여주는 설명도.

<92>

도 3은 고정된 대상체와 움직이는 대상체에 대한 합성 영상을 비교한 예시도.

<93>

도 4a 내지 도 4d는 N=17인 경우 LRI 송신빔 패턴을 보여주는 설명도.

<94>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초음파 진단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95>

도 6은 도 5의 빔포머의 구성을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

<96>

도 7은 도 5의 영상 움직임 추정/보상 제어부의 구성을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

<97>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송수신 빔의 특성화된 배열을 보여주는 설명도.

<98>

도 9는 BiPBF 합성 영상 과정을 보여주는 설명도.

<99>

도 10은 LRI와 주사선의 관계를 보여주는 설명도.

<100>

도 11a는 BiPBF RF 영상을 보여주는 설명도.

<101>

도 11b는 BiPBF 합성 영상 과정을 통해 고정된 대상체에 대해 자기상관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는 설명도.

<102>

도 12는 RF 데이터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설명도.

<103>

도 13a 및 도 13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고정된 대상체에 대해 송수신 빔 재배열후 자기상관을 실시한 결
과를 보여주는 설명도.

<104>
<105>

도 14a는 고정된 대상체에 대해 자기상관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는 설명도.
도 14b 및 도 14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고정된 대상체에 대해 송수신 재배열후 자기상관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는 설명도.

<106>

도 15a 내지 도 15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움직이는 대상체에 대해 송수신 빔 재배열후 자기상관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는 설명도.

<107>

도 16a는 종래의 방법에 따라 고정된 대상체에서 BiPBF(N=17)를 이용하여 구한 공간상의 속도분포를 보여주는
설명도.

<108>

도 16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고정된 대상체에서 BiPBF(N=17)를 이용하여 구한 공간상의 속도분포를 보여
주는 설명도.

<109>

도 17a는 종래의 방법에 따라 움직이는 대상체에서 BiPBF(N=17)를 이용하여 구한 공간상의 속도분포를 보여주는
설명도.

<110>

도 17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움직이는 대상체에서 BiPBF(N=17)를 이용하여 구한 공간상의 속도분포를 보
여주는 설명도.

<111>

도 18은 종래의 방법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움직이는 대상체에서 각 주사선 상의 최대값에 대한 측방향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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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응답을 보여주는 그래프.
<112>

도 19는 종래의 방법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패텀 등속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설명도.

<113>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4>

10 : 프로브

20 : 송수신 스위치

<115>

21 : 송수신 제어부

30 : 빔포머

<116>

31 : 영상 움직임 추정/보상 제어부

40 : 에코 처리부

<117>

50 :

60 : 디스플레이부

스캔 변환부

도면
도면1

도면2a

- 13 -

공개특허 10-2009-0042152

도면2b

도면2c

도면3

- 14 -

공개특허 10-2009-0042152

도면4a

도면4b

도면4c

- 15 -

공개특허 10-2009-0042152

도면4d

도면5

도면6

- 16 -

공개특허 10-2009-0042152

도면7

도면8

- 17 -

공개특허 10-2009-0042152

도면9

도면10

- 18 -

공개특허 10-2009-0042152

도면11a

도면11b

- 19 -

공개특허 10-2009-0042152

도면12

도면13a

도면13b

- 20 -

공개특허 10-2009-0042152

도면14a

도면14b

도면14c

- 21 -

공개특허 10-2009-0042152

도면15a

도면15b

도면15c

- 22 -

공개특허 10-2009-0042152

도면16a

도면16b

- 23 -

공개특허 10-2009-0042152

도면17a

도면17b

- 24 -

공개특허 10-2009-0042152

도면18

도면19

- 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