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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BPH 및 전립선암을 포함하고 질병걸린 조직내에 이상고온 및 열치료 효과를 형성하도록 초점맞춰진 초음
파 에너지를 경요도를 가하는 것을 이용하는 전립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이 기술되어 있
다. 장치의 제1 실시예는 가시적 제어에 관한 것이며, 장치의 제2 실시예는 일체화 초음파 이미징 및 치
료 변환기를 합체한다. 본 장치 및 방법은 치료할 질병걸린 조직에 초음파 변환기를 근접 기부에 위치시
켜서, 비임의 작은 감쇠 및 질병걸린 조직의 선택된 부분내의 전체 방사된 초음파 에너지의 보다 큰 기능
을 적용한다. 초음파 에너지는 요도 벽을 통해 비외상성으로 통과시키고 다른 조직은 타겟되지 않는다. 
초음파  에너지의  초점에서,  이상고온  효과를  발생하도록  질병걸린  조직을  실제로  가열하는  것이 
이뤄지며, 보다 높은 열치료 온도는 질병걸린 조직의 응집회사를 형성할 수 있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초음파  탐침(ultrasound  probe)의  원형  구멍으로부터의  초음파  방사 패턴
(ultrasound emission pattern)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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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제1 바람직한 실시예의 해부학적 사시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초음파 변환기 하우징을 도시한 도면.

제4도는 제3도의 하우징의 A-A 선의 단면도.

제5도는 제3도의 하우징의 B-B 선의 단면도.

제6(a)도는 제2도의 장치의 초음파 탐침의 일 실시예로서 변환기, 결집 수단 및 연결 수단을 포함하는 상
세도.

제6(b)도 내지 제6(d)도는 본 발명의 장치의 초음파 탐침 수단의 변환기, 결집 수단 및/또는 연결 수단의 
다른 실시예의 도면.

제7도는 제6도의 초음파 탐침으로부터 방사되는 초점 초음파 비임을 도시한 도면.

제8도는 요도관통식 화상형성 초음파 탐침을 구비한 본 발명의 장치의 제2 바람직한 실시예의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4 : 초점면                                20 : 카테터

26 : 전립선 요도                        29 : 초음파 탐침

30 : 전립선                                31, 32, 33 : 탐침선

42 : 파워 유닛                            44 : 내시경

51 : 벌룬                                    68 : 관강

72, 106 : 변환기                         74 : 1/4 파장 판

77 : 링형 요소                             94 : 스크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상처의 부위에 근접하여 위치된 탐침으로부터 결집된 초음파 에너지를 가함으로써 양성의 전립
선 증식(BPH), 전립선암 및 기타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BPH는 통상 50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매우 흔한 병이며, 전립선의 팽창(swelling)은 요도를 폐색하여, 그 
결과 배뇨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어렵게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불쾌감과 불편함을 유발하고, 점차 
진행하면서 매우 고통스럽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과거에, 이러한 질병은 요도를 관통하는 전립선의 
절제(TURP)에 의해 치료하고, 외과적 처치로 유효하였지만, 심한 고통, 혈액 감량, 이병률, 합병증, 고비
용, 시간낭비 및 일부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레이저, 무선주파수 또는 극초단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다른 방법은 유효성면에서 TURP에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지 못했다. TURP 보다 단기간
의 악영향이 적은 유효성이 높은 방법이 여전히 긴급하게 필요하다.

전립선암은 남성에게 있어서 암 관련 사망의 제2의 주요인이다. 초기 단계에서, 본래의 전립선 절제술에 
의해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 있지만, 이러한 수술은 TURP의 모든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실조증 및 
발기부전이 발생되거나 또는 그 양자 모두가 발생된다. 전립선암은 또한 방사선 치료법에 의해 치료될 수 
있지만, 양호한 결과의 기회를 얻기에 충분한 분량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된
다. 초기의 외상이 적은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진행된 전립선암은 본래의 전립선 절제술 또
는 방사선 치료에 의해 치료되지만, 이러한 처치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완치
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 완전히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비침입적인 방법이 더 필요하다.

초음파는 절단할 필요없이 화상 슬라이스(image slice)를 생성하는 다수의 조직의 상을 형성하는 능력으
로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주지되어 있다. 초음파 웨이브가 너무 강하게 감쇠됨이 없이 조직을 통해 전송되
고, 더우기 조직에 의해 충분히 흡수되기 때문에, 강한 초음파는 기관의 내부를 실제로 상당히 가열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활용하는 목적은 치료할 내부 영역에서 큰 초음파 강도를 생성함과 아울러, 분할할 
조직내의 초음파 강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종래에는 BPH 및 전립선암을 치료하기 위한 결집된 초음파의 
성능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중 한가지 시도는 체외로부터 결집된 체외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이
며, 다른 시도는 직장관통식 탐침(transrectal probe)을 이용하는 것이다.

터너(Turner)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344,435 호에는 전립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비결집 초음파 
에너지를 요도에 통과시키는 적용예가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술한 장치는 조직내의 초점에 도달하고, 
그에 따라 요도 벽에 존재하는 것 보다 내부 지점에서 더 높은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초음파의 성능을 
활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발명자는 요도 냉각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48℃ 이상의 온도는 권장하지 
않는다. 전립선내에서 이러한 상이한 온도를 이용하는 것은 임상적인 값일 수도 있지만, 본 발명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명확히 규정된 조직의 용적내에 보다 높은 온도를 적용하는 것에 필적할 만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상기 미국 특허 제 5,344,435 호의 장치는 일반적으로 이상고온 모드에서 작동한다. 상기 미국 특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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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4,435 호의 장치를 이용하는 에너지 전달은 방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에너지는 장치내의 공급원
으로부터  그  자체의  공급원보다  큰  치료  용적으로  전송된다.  이상고온  방사  온도가  최대  48℃로 
제한되면, 손상된 전립선 조직은 60분 또는 그이상의 비교적 장시간 동안 조사해야 한다. 이것은 긴 치료 
기간중에 환자가 이동할 수 없으므로 단점이 된다.

직장관통식 탐침이 사용될 경우에, 초음파는 파괴될 조직에 도달하기 전에 건강한 조직의 4cm 또는 그 이
상을 관통해야 한다. 탐침이 체외에 있다면, 초음파는 건강한 조직의 보다 깊은 곳을 관통해야 한다. 이
러한 두가지 경우에, 탐침과 치료할 조직 사이의 거리는 불리하다. 왜냐하면, 초음파를 정확하게 조준하
는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건강한 조직이 잠재적인 손상을 끼치는 고강도의 초음파 효과에 노출되고, 또 
탐침과 표적 사이의 조직의 감쇠를 형성하는데 높은 초기 파워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종래의 시스템의 다른 단점은 치료할 조직의 각 개별 용적에 최고 강도로 초음파를 결집시켜야 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확한 조준이 요구되고 진단 초음파와 같은 번거로운 고가의 조준 시스
템(targeting system)이 필요하다. 이것은 탐침과 환자사이의 정확한 상대 운동을 필요로 한다. 감쇠를 
보상하는데 높은 파워가 필요하고, 또 정확한 조준이 필요하므로, 종래기술의 시스템은 10만 달러 이상이
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의 수배에 달할 정도로 고가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주 목적은 고강도 초음파를 가함으로써 BPH, 전립선암 및 기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임의의 
조직의 절개를 회피하고 단일 체강(body cavity)내에 만 삽입함으로써 외상 치료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치료할 조직 이외의 다른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 하고; 근접 조직의 불필요한 가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
치로부터의 필요한 파워 출력을 최소화하며; 가능한 한 직접 내시경 가시화를 이용함으로써 감시 과정을 
간단히 하고; 치료 비용을 최소로 하며; 수술이 가요성 방광경으로 검사하는 것 보다 통증 또는 외상이 
적도록 리도카인과 같은 국소마취제의 마취가 필요없이 치료 가능하며; 요도를 관통하거나 가열하지 않고 
전립선 실질 조직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치료가능하며, 처치후 삽입법(post procedure catheterizatio
n)이 불필요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환자가 공존증 없이 외래 환자 기준으로 병원, 클리닉 또는 의무실
과 같은 의료 서비스 공급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초음파 에너지의 결집된 비임을 생성하고 하나 또는 그이상의 압전소자로 구성된 
단일 초음파 변환기를 이용하는 소형 관강내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장치는, 주위의 비손상 조직 또
는 인접한 해부학적 영역의 온도를 손상 레벨까지 상승시킴이 없이, 신체의 특정 영역에 있는 체내 기관
의 비 손상된 조직의 선택된 부위에 열요법 온도 이상의 고온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인접한 
비손상 조직 및 치료되지 않은 기관을 냉각시키는 수단을 필요치 않게 하여 장치를 보다 간단하고 열적 
손상이 방지되게 할 수 있다. 또한, 그 장치는 주위의 비손상 조직 및 기타 해부학적 영역의 손상을 방지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낮은 최대 온도 제한을 갖는 고온 동작 모드에서 결집된 방사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치료 과정에 필요한 것보다 짧은 시간내에 치료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술한 특징을 가지며, 보다 빠른 치료 과정으로 인해 고온 치료용 장치보다 구조
가 간단하고, 치료 과정 시행중에 장치가 환자의 전립선 요도내에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뇨 배수 시스템을 필요치 않는 것이 가능한, BPH 및 기타 전립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요도
관통식 결집 초음파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본 발명의 장치는 작동 상태로 배치될 때 방광 목
부 또는 방광 자체까지 전립선 요도를 지나 연장될 필요가 없다.

본 발명의 신규한 장치 및 방법은 요도관통식 초음파 치료(Transurethral Ultrasonic Therapy : TUT)라 
칭하는 치료 양식에 의거한 것이다. 이러한 치료 양식은 치료할 선택된 손상된 전립선 조직의 고온 또는 
그 이상의 가열을 실행하도록 전립선 요도의 탐침으로부터 전립선에 결집 초음파 에너지를 가함으로써, 
손상된 조직의 응고성 괴사(coagulative necrosis)를 야기시킨다. TUT를 이용하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큰 이점은 치료의 기하학적 측면에서 우수하고; 초음파 에너지는 조직을 통해 약 1cm 만을 이동한다는 것
이다. 이것은 직장관통식 적용에 대해 약 1/4이며, 체외식 적용예 보다 더 큰 이점을 나타낸다. TUT 치료 
양식을 이용하는 본 발명의 장치의 이용으로부터 달성되는 개선된 기하학적 요인은, 공급원으로부터 멀리 
이격된 조직에 배향되는 최소의 강도로, 초음파 에너지가 한정된 조직 용적내에 결집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짧은 경로 길이에서는, 감쇠가 적으므로 탐침이 감쇠를 보상하기 위해 초음파 에너지를 크게 초과
하여 방사될 필요가 없다. 동시에, 에너지 공급원에 근접한 비손상된 조직은 이러한 영역내의 초음파 에
너지 강도가 낮기 때문에 보호된다. TUT 탐침이 요도내에 잔류하므로, 직접 방광경 관찰이 탐침을 위치시
키는데 큰 도움이 되어, 보다 고가의 감시 시스템이 불필요하게 된다. 더우기, 일부 요도관통식 장치는 
불편할 수 있는 반면에, 본 발명의 장치의 개선된 형상으로 인해 작은 비외상식 탐침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TUT 장치는 단지 국소 마취 젤리로 통상 실시되는 가요성 방광경 검사법과 유사한 낮은 침입성과 
높은 효율성을 겸비한다.

소정의 다른 이점은, 고강도의 초음파 에너지의 결집된 비임을 이용하는 본 발명의 장치의 조작으로부터 
발생된다. 하나의 이점은, 종래의 열요법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보다, 전립선 내부의 정확하게 한정된 손
상된 영역에서 더 높은 치료 온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은 보다 높은 온도에 손상을 입
을 수 있는 해부학적 영역으로부터 제거되기 때문에, 다른 해부학적 영역을 냉각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
하지 않다. 따라서, 본 발명의 장치는 요구되는 고온을 달성할 수 있음과 아울러, 주위 영역의 안전하고 
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장치의 다른 이점은 손상된 조직의 한정된 영역내의 결집된 초음파에 의해 보다 높은 치료 온
도를 얻을 수 있으므로, 종래의 열요법의 전형적인 코스에 필요한 시간보다 치료 기간이 상당히 단축된다
는 것이다. 본 발명의 장치를 이용하여 치료 시간이 보다 단축되는 것의 다른 이점은 방광내로 연장되는 
뇨 배수 시스템이 본 발명의 장치의 일부로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종래의 열요법을 이용하는 장치
에 있어서, 이러한 뇨 배수 시스템은 긴 치료 기간 동안에 환자의 방광에 형성하는 뇨 축적을 제거할 필
요가 없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인접한 조직을 냉각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뇨를 배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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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구조가 보다 간단하고 제조하기에 용이한 이점이 있으며, 장치의 특정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특징
부의 하나 또는 모두가 선택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더우기, 본 장치에서 초음파 에너지의 결집된 비임을 이용함으로써,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압전소자로 구
성된 단일의 초음파 변환기를 이용하는 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방향으로, 통상 공급원의 용
적보다 상당히 큰 용적으로 다중방향으로 동시에 방사될 수 있는 초음파 에너지 자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수의 변환기를 필요로 하는 초음파 어플리케이터의 장치와는 대조적이다.

본 발명의 상술한 전체의 특징 및 이점은 종래 기술의 다양한 장치에는 개시된 바 없다. 따라서, 본 발명
의 장치는 그 기술분야에서의 그러한 장치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며, 본 기술 분야에 신규하고 혁신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초음파의 가열 효과는 초음파의 단위 면적당 강도 또는 파워에 따라 좌우된다. 초음파가 작은 면적의 스
폿에 결집되는 경우에, 그 강도는 상응하게 높다. 동일한 전체 파워가 보다 넓은 영역에 걸쳐 
확산된다면, 그 강도는 그에 상응하게 낮다. 조직의 한 지점에서 발생된 열량과, 그 결과 상승하는 온도
는 그 지점에서의 초음파 강도에 대체로 비례한다.

본 발명의 TUT 장치는 치료할 조직에 매우 근접한 요도내의 탐침을 이용한다. 이러한 매우 근접한 위치로
부터 상처입은 조직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점은 큰 구경비(high relative aperture)를 이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경비(n)는 초음파 에너지가 방사되는 구멍의 직경에 의해 분할된 초점 거리로서 
정의된다. 작은 값의 구경비(n)가 사용되는 경우, 초점에서 초음파 에너지 강도는 구멍 근처에서 또는 초
점을 지나는 강도보다 더 크다. 따라서, 초점으로부터 먼 조직은 보호된다.

이것은 하기의 식에 의해 정량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여기서 제1도의 초음파 탐침(6)의 원형 구멍(4)으

로부터의 초음파의 방사를 고려하였다. 구멍(4)은 직경 A 및 면적(π/4)A
2
을 가지며, 조직 표면(8)과 접촉

한다. 방사 탐침은 초음파 에너지 비임(10)을 조직에 대한 거리(f)로 초점면(14)에서 결집시키는 결집 형
상으로 되어있다. 구멍으로부터 방사된 파워가 W 와트인 경우에, 초기 강도 Io, 또는 단위 면적당 파워는 

Io=W/(π/4)A
2
 가 된다.

구멍으로부터의 거리(x), 또는 초점면으로부터의 거리(f-x)인 평면(18)에서, 초음파에 노출된 조직의 용

적은 면적[(π/4)A
2
]·[(f-x)/f]

2
의 원형 단면을 갖는다. x의 강도는 감쇠되지 않을 경우 Ix=W/[(π/4)A·

(f-x)/f]
2
]가 된다. 그러나, 초음파 에너지는 실제로 조직을 통과할 때 감쇠되어 Ixa=W·exp[-μx]/[(π

/4)[A·(f-x)/f]
2
]가 된다. 여기서 μ는 단위 길이당 감쇠율이며, ν가 메가헤르쯔(㎒)로 표시된 주파수라

면 약 0.16νcm
-1
 의 수치를 갖는다.

초점면(14)에서의 노출된 조직의 면적은 이러한 식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제로(0)로 떨어지지 않는다. 제
1도는 초점이 무한으로 예리하지 않은 것을 도시하고 있다. 초점에서, 노출된 조직의 직경은 회절이론에 
의해 1.2nλ로 주어지며, 여기에서 n은 상술한 구경비이고, λ는 초음파의 파장이며; 조직에서 ν가 ㎒로 

표현된다면, 조직의 대략적 수치는 1.5/ν㎜이다. 결집 강도 If는 If=W·exp(-μf)/[(π/4)[1.2nλ]
2
]으로 

주어진다.

이 식은 초점에서의 강도대 초기 방사된 강도의 비율이 If/Io=exp(-μf)/[1.2nλ/A]
2
으로 된다.

이와 유사하게, 초점으로부터의 거리(f-x)에서의 강도대 초점에서의 강도의 비율은 IxIf=exp[-μ(x-f)]·

[1.2nλf/A(f-x)]
2
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치료할 조직내의 초점에 가능한 근접하게 많은 파워를 전달하는 동안에 건강한 조직내의 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은 구경비 및 짧은 초점 거리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초점은 치료할 조직내에 
배치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초점 거리는 탐침으로부터 치료할 조직까지의 거리와 대체로 동일하다. 달리 
말하면, 탐침은 표적에 가능한 근접해야 한다. 이러한 형상은 감쇠를 감소시키며, 그에 따라 탐침으로부
터의 매우 높은 파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작은 구경비는 강도를 초점으로부터 일정 거리에서 실질적으
로 작게 한다. 직장관통식 처치법으로 치료할 조직에 약 4배 근접하게 요도내에 탐침을 위치시키는 것이 
전립선 치료의 경우에 이러한 두가지 요건에 부합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후술하는 제1 바람직한 실시예는 
1.5의 구경비에 대해서 12㎜의 초점 거리와 8㎜의 구경을 갖는다. 5㎒의 주파수로 작동되고 10와트의 초
음파 파워로 방사되는 경우, 초점에 1600Watts/㎠를 초과하는 파워과 전달된다. 이러한 높은 파워를 초점
에 전달하기 위해서, 주파수 5㎒와, 초점으로부터 40㎜ 거리에서 작동하는 변환기는 60와츠를 초과하는 
초음파 파워를 방사해야 한다. 이러한 파워 레벨에서, 체내에 사용하기에 실용적이지 않은 냉각 시스템 
없는 광범위의 응고를 생성하도록 장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구경
비는 1.7 보다 크지 않아야 하며, 초점 거리는 20㎜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1.7의 구경비(n)는 f/1.7의 
광학 기기로 종종 표시된다.

본 발명의 다른 이점은 보다 높은 초음파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초음파의 전파 
방향에 평행한 방향에서의 손상(lesion)의 길이는 초점의 깊이에 비례한다. 다음에, 초점의 깊이는 초음
파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저주파수를 이용하면 긴 손상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중대 영
역의 조직이 가열되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초점이 깊고 그에 따라 초음파 주파수
가 낮은 경우에는, 전립선 피막, 복측 직장 벽, 외부 괄약근 및 신경혈관계를 포함하는 해부학적 영역이 
위험해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능한 한 고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초음
파 감쇠가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치료 범위는 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보다 엄격하게 제한된다. 본 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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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서는 초음파가 직장관통식 또는 체외식의 초음파에 필요한 만큼의 거리로 통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
에 보다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보다 높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신체
의 중대 구조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적도록 전립선 질병이 치료된다. 본 발명의 장치를 이용한 대표적인 
1cm 거리에 대해서, 초음파 에너지중 20%는 10㎒ 정도의 높은 주파수에서 초점에 전달되는 반면에, 87%는 
1㎒의 주파수에서 전달된다. 직장관통식 치료에 필요한 전형적인 4cm 거리는 방사된 초음파 에너지의 20%
가 초점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2.5㎒보다 크지 않은 주파수를 사용할 것을 필요로 한다. 보다 낮은 
전달이 허용되는 반면, 보다 고가의 파워 변환기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건강한 
조직내에 상당한 열량이 가해진다. 따라서, 종래의 시스템은 환자의 최대의 안전에 요구되는 것 보다 낮
은 초음파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서 타협된다.

본 발명에 따른 직장관통식 초음파 치료 장치 및 방법의 두가지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이하에서 설명한다. 
제1실시예는 가시적 제어하에서 사용된다. 그의 이점은 효율, 저비용 및 적은 외상 등을 포함한다. 이것
이 전립선암의 치료에 또한 유용할지라도 대부분은 BPH의 치료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 실시예
는 치료학과 화상형성 초음파를 조합한다. 그것은 조직내의 초점의 위치를 1㎜ 이내에서 제어하는 것을 
허용하며, 전개 효과를 실제 시간에 감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BPH에 부가하여, 본 실시예는 전립선암의 
치료에 특히 유용하다.

[제1 실시예]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제1 실시예는 간단하고 저렴한 발생기에 의해 파워가 공급되는 치료용 초음파 시
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가시적 제어에 좌우되며, 초음파 화상 동시 형성을 수행하지 알고 사용된다. 
재사용가능한 가요성 화상 형성/조명용 번들이 카테터내에 포함되어 있다.

제2도를 참조하면, 카테터(20)는 전립선(30)내의 전립선 요도(26)에 도달할 때까지 환자 요도(24)를 통해 
삽입된다. 초음파 탐침(29)은 카테터(20)를 지나 연장된다. 탐침선(31, 32, 33)은 카테터(20)의 내부를 
통과하는 번들(34)로 조합된다. 탐침선(31, 32)은 냉각수를 냉각원(38)과 초음파 탐침(29)사이에서 반송
한다. 탐침선(33)은 무선주파수 전기를 파워 유닛(42)과 초음파 탐침(29)사이에서 반송한다. 정합 회로
(matching network)(35)는 무선 주파수 전기적 파워를 변환기에 결합시키는데 있어서 비효율을 최소화 한
다. 접안 렌즈(46)에서 종단되는 가요성 내시경(44)은 또한 전립선 요도(26) 및 탐침(29)을 관찰하기 위
해서 카테터(20)의 내부를 관통한다. 케이블(48)은 광원(50)으로부터 내시경(44)까지 조명을 비춘다. 위
치설정 벌룬(positioning  balloon)(51)은 카테터(20)를 지나 연장되며, 튜브(52)를 통해 반송되는 용기
(54)로부터의 유체에 의해 팽창된다.

제3도는 카테터(20)의 기단부(56)로부터 연장된 초음파 탐침(29)의 변환기 하우징(55)을 도시한 것이다. 
탐침선(31 내지 33)은 변환기 하우징에 부착된다. 가요성 내시경(44)의 말단부(58)는 카테터의 외부로 약
간 연장된다. 위치설정 벌룬(51)은 변환기 하우징에 인접해 있다. 벌룬(51)이 팽창될 때, 변환기 하우징
(55)의 전면(60)은 전립선 요도(26)의 벽(62)에 대해 단단히 가압되어, 초음파 에너지의 전립선 조직에 
대한 양호한 음향 결합이 확보된다.

제4도는 제3도의 A-A 선의 단면도이다. 카테터(20)의 벽(66)은 관강(68)을 규정하며, 번들(34), 내시경
(44) 및 위치설정 벌룬(51)을 팽창시키는데 사용되는 튜브(52)를 수용한다. 제5도는 제3도의 B-B 선의 단
면도이다. 탐침선(32)은 바람직하게는 냉각액의 온도를 실온 이하로 저하시키는 냉각기(chiller)를 포함
한 냉각원(38)으로부터 변환기 하우징(55)까지 냉각액을 반송한다. 탐침선(31)은 냉각액을 변환기 하우징
으로부터 냉각원(38) 까지 액체를 반송하여 냉각액의 연속 유동을 가능하게 한다. 탐침선(33)은 변환기에 
파워를 공급하며 다른 전기 신호를 전송할 수도 있다.

제6(a)도는 초음파 탐침(29)을 보다 상세히 도시한 것이다. 지르콘산 경연(hard lead zirconate)/티탄산
연 압전 세라믹(lead titanate piezoelectric ceramic)과 같은 압전 재료로 제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압전소자를 구비하는 단일 초음파 변환기를 포함하는 변환기(72)는 탐침선(33)으로부터 무선 주파수 파워
를 수신하고, 초음파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에 반응하여 진동한다. 변환기(72)의 전면(73)에 오목면이 있
기 때문에, 초음파 에너지는 제7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결집된다. 초음파 에너지는 1/4 파장 판(74)으로 
결합되어 변환기로 다시 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며, 변환기 하우징(55)의 전면(60)을 관통한다. 변환기 
및 1/4 파장판은 백 플레이트(78)와 외주부(80)에 의해 지지되어, 초음파의 후방 전파를 감쇠시키는 간극
(76)을 형성한다. 외부 하우징은 변환기 하우징(55)의 전면(60), 후면(70) 및 외주부(71)를 포함한다. 필
요할 경우에, 탐침선(32)으로부터의 냉각액은 입구(82)에서 하우징에 유입되고, 경로(86)를 통해 이동하
며, 출구(84)를 통해 탐침선(31)으로부터 유출되어, 변환기 하우징내에서 발생된 열을 전달한다. 이러한 
열은 변환기 및 1/4 파장판에 손상을 입히며, 요도 벽의 소망치 않는 가열을 초래한다.

제6(b)도 내지 제6(d)도는 초음파 에너지의 결집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기술을 도시한 것이다. 제6(b)도
에서, 변환기(72)는 제6(a)도에서보다 오목면이 더 평평하며, 초음파를 전달하는 적절한 재료의 평요렌즈
(planoconcave lens)(73a)가 결집을 제공한다. 제6(c)도에서, 변환기(72)는 오목하지만 1/4 파장 판(74)
은 평평하며, 간극(75)은 초음파를 전달하는 재료로 충전된다. 제6(d)도에서, 변환기는 다수의 평평한 링 
형상의 요소(77)를 포함한다. 전기 에너지는 인접한 내측 링에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의 위상에 대해 전진
된 위상을 각 링에 공급하여, 초음파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위상 어레이를 생성한다.

사용시에, 카테터(20) 및 탐침(29)은 전립선 요도로 전진한다. 내시경(44)은 탐침을 소망의 위치에 배치
하는데 사용된다. 위치가 정확하면, 위치설정 벌룬(51)은 탐침 위치를 고정시키고 또 전면(60)과 요도벽 
사이의 양호한 접촉을 확보하도록 팽창된다. 그에 따라, 혈액 및 기타 체액은 변환기와 전립선 조직 사이
의 영역으로부터 빠져나간다. 위치가 고정되면, 파워 공급원(42)으로부터의 파워는 탐침선(33) 및 정합 
회로(35)를 거쳐 변환기(72)에 공급된다.

제7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변환기(72)로부터의 초음파 에너지는 1/4 파장 판(74)과, 통로(86)내의 냉각
액과,  변환기  하우징의  전방벽(60)  및  요도벽(62)을  통과하며,  그  후에  전립선  실조직(prostatic 
parenchyma)(81)에 입사된다. 초음파 에너지는 전립선 실조직내에 흡수되어, 초음파 강도에 대체로 비례
하는 열로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결집 효과로 인해서, 외측 광선(84)은 그 강도가 초점면(14) 근처에서 
최대가 되도록 수렴된다. 그 결과, 중앙 영역(88)에는 상당한 열이 가해지는 반면, 전립선내의 다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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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보다 적은 열이 가해진다. 초점면을 지난 영역에서, 보다 큰 영역에 걸친 초음파의 감쇠 및 확산이 
조합되어 강도의 보다 급격한 감소를 야기시킨다. 이것은 다수의 중대한 구조체를 포함해서 초점 외측에 
있는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소망의 효과를 갖는다. 중앙 영역(88)의 온도가 상승할 때, 대체로 구형상의 
주위 용적부가 열전도에 의해 가열된다. 등온선(90)은 온도가 중앙을 향해 상승하는 구형 셀을 규정한다. 
초음파 파워, 주파수 및 기간은 30초 내지 10분의 초음파 조사로 수 입방 센티미터의 용적을 적어도 60℃
의 온도로 가열하도록 선택된다. 이러한 온도로 가열된 전립선 조직이 응고적 괴사되고 그 후에 재생된다
는 것은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장치는 초음파의 빈번한 재조사 없이 그리고 조직
에 대한 탐침의 동작을 생성 및 감시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필요로 함이 없이 임상적으로 유용한 조직의 
용적을 제거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바람직한 방법에 따르면, 중앙 영역(88)내의 조직에서의 발생 열의 집중도는 보다 더 증대된다. 조
직의 초음파 전달 특성은 응고적 괴사와 같은 조직의 변화에 의해 변화된다는 것은 공지되어 있다. 엔 엘 
부시(N.  L.  Bush),  아이  리벤스(I.  Rivens),  지  알  터  하(G.  R.  tar  Haar)  및  제이  씨  밤버(J.  C. 
Bamber)는 「의학 및 생물학에서의 초음파(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제19권 넘버 9, 789∼
801 항에서 “초음파 치료 시스템으로 발생된 조직의 음향 특성”인 제목의 기사에서 이러한 효과의 계측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들은 조직이 응고적 괴사를 받도록 충분히 가열될 경우 음파의 감쇠가 증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계측치의 평균적인 증가는 98% 이상이었다. 특히 바람직한 방법에서, 초음파는 
단시간 동안에 비교적 높은 강도로 조사되어, 조직은 중앙 영역(88)에서 변성된다. 초음파 강도가 보다 
낮은 조직의 다른 영역은 이와 같이 가열되지 않으며 변성되지 않는다. 그 후에, 초음파 파워는 불필요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 5초 또는 그 이하의 단시간내에 초점으로부터 먼 조직을 상당히 가열하지 
않을 정도로 감소된다. 중앙 영역(88)에서, 변성된 조직내의 감쇠가 증가되기 때문에, 열은 높은 비율로 
계속 침착된다. 이러한 추가의 열은 그 후에 초점 주위의 영역내의 조직으로 열전도에 의해 이동된다. 목
표하는 조직의 큰 용적은 목표되지 않은 조직의 과도한 과열을 수반함이 없이 치료된다. 초음파 파워는 
소정의 시간 간격 이후에 또는 기타의 임의의 기준에 따라 작동자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파워 
변화는 타이머에 응답하거나 또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수단에 의한 일부 조건의 감지에 응답하는 자동 시
스템에 의해 성취된다. 일 실시예에서, 반사된 초음파 반향은 초음파 변환기에 의해 검출된다. 이것은 후
술하는 제2 실시예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 달성되지만, 초음파 화상을 형성할 필요없기 때문에 보다 간단
한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을 가열하는데 사용된 초음파 중 일부 또는 전체의 반사를 측
정할 수 있다. 초점 근방의 조직내에 유도되는 변화는 반사율, 음속 등을 포함하는 반사된 초음파의 변화
를 야기시킨다. 일 실시예에서, 반사된 초음파 강도의 변화가 검출된다. 이러한 변화는 초점 근처의 조직
이  감쇠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에,  초음파  파워는  자동적으로  또는  작동자의  개입에  의해 
감소된다. 또한, 본 발명의 장치는 손상 조건의 검출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변환기 하우징에 존재하는 냉각액의 온도는 탐침선(31)내에 배치된 열전대와 같은 수단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온도가 초과되는 경우에, 변환기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전립선의 내부에 연결된 초음파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변환되지 않은 것이 표시되며, 이러한 온도에 반응하는 자동 회로가 전기 파워 레벨
을 저하시킬 수 있어서, 변환기의 손상을 방지한다. 변형예로, 본 기술 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이, 요도관
통식 장치의 배치 및/또는 조직 장해의 발달을 감시하기 위해서 종래의 초음파 화상형성 탐침을 직장내에 
배치할 수 있다.

탐침은 매우 소형이고, 가요성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도벽이 관통되지도 과다하게 과
열되지도 않기 때문에, 국소 리도카인 등의 마취약이 없이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가요성 방광 검사경의 경
우에서보다 처치 중의 불쾌감이 심하지 않다. 요도벽에 외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해, 처치후 카테터법
의 필요성이 제한되므로, 그 결과 환자는 합병증 및 공존증 없이 치료 당일 퇴원할 수 있다.

[제2 실시예]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제2 실시예는 제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치료용 초음파 변환기를 직장관통식 화상
형성 초음파 탐침과 일체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있지만,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의 장치에서는 요도와 같은 작은 도관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사용된다. 치수, 구조, 공
급 및 내시경 관찰방법은 제2도 내지 6도의 장치의 것과 유사하다. 파워 및 제어 유닛(92)은 화상형성 및 
치료 목적을 위해서 여기 변환기(106)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러한 선 전체는 케이블(105)내에 포
함되어 있다. 초음파 화상(95)은 기계적 작동 또는 전기적 어레이에 의해서 발생되며, 그 양자는 당업계
에 공지되어 있고, 스크린(94)상에 표시된다. 많은 작은 구멍이 소망되는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서, 파워
는 변환기(106) 전체에 공급된다.

보다 깊은 자계를 필요로 하는 화상형성을 위해서, 파워는 변환기(106)의 중앙부(108)에만 제공된다.

조합 시스템은 치료 전에, 치료 중에, 그리고 치료 후에 실제 시간에서 요도관통식 초음파 검사도를 제공
한다. 치료는 감시할 치료의 진행을 허용하는 경신된 검사도를 획득하도록 중단될 수도 있다. 60℃ 이상
의 온도로 가열되는 조직이 초음파 검사도상의 밝은 영역(96)이 되기 때문에, 전립선내의 실조직 장해에
서 장치의 배치 및 위치설정은 정확하다. 초음파 화상내의 내부형성 심볼(97)은 1㎜ 이상의 양호한 정확
도로 초음파 치료 변환기의 초점을 명시한다. 장해 위치에 근접함으로 인해서, 직장관통식 화상형성 변환
기는 명료함을 위해서 반향적 영역(96)의 성장을 명확히 도시한다. 심볼(97)이 치료할 조직의 이미지와 
일치하도록 탐침이 위치설정되는 경우에, 치료용 초음파는 이 조직상에 정확하게 조준될 수 있다는 것은 
공지되어 있다. 진단용 초음파의 왕복 감쇠 및 반향은 5㎒의 주파수와 탐침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12㎜인 경우에는 85% 이하이다. 이것은 우수한 신호대 소음비(SN 비)를 가능하게 한다. 치료된 영역의 화
상은 메모리내에 저장되고 즉시의 반향원성(echogenicity)이 흐려진 후에 표시된다. 정확히 조준되고 크
기가 감시되는 다수의 장해는 최소의 시간내에 재생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직장관통식 초음파 탐침을 
이용하여 초음파 치료를 감시할 수 있다.

상이한 BPH 장해에 사용하는 것 이외에, 이러한 시스템은 전립선암을 치료하기 위해 제1의 유효한 최소한
의 침습적 시스템을 제공한다. 초점의 장해는 폐색을 위해 조준될 수 있다. 또한, 전립선 실조직을 필요
한 양만큼 응고 온도까지 가열시킬 수 있다. 재생성 또는 잔존성의 종양의 경우에, 반복 치료는 최소의 
외상 치료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시스템은 외상이 적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자제력 및 성적 기능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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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본래의 전립선 절제술의 효과에 접근하거나 또는 초과한다.

다른 관련된 사용시에, 본 발명의 장치의 두 실시예에 따라 전립선의 가열로 부터의 고열증은 전리 방사 
치료(ionizing radiation theraphy)와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고열증 및 전리 방사의 조합은 악성 종
양의 치료에 유효한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적용예에 사용되는 조직 온도는 응고적 괴사의 필요한 
온도 보다 낮으며, 50℃이하인 것이 양호하다.

본 발명은 BPH 및 전립선암과 같은 전립선 질병과 관련하여 설명하였지만, 심장, 간장, 방광, 담낭 및 순
환계의 기관을 포함하는 제한되지 않은 많은 다른 기관도 본 발명의 영역내의 장치에 의해 치료될 수 있
다.

본 발명의 장치에 대한 두가지의 양호한 실시예를 설명하였다. 하기에 기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형성되는 
본 발명의 범위내에 속하는 장치의 다른 실시예도 당업자에게 이해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인접한 조직을 냉각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뇨를 배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가 보다 간단하고 제조하기에 용이하며, 치료할 조직 이외의 다른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치료할 
수 있고, 치료 비용이 최소화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포유류 체내의 전립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a) 1㎒ 내지 10 ㎒ 범위의 주파수를 가지
며, 일정한 파워 레벨을 발생시킬 수 있고, 적어도 30초의 기간내에 상기 일정한 파워 레벨에서 작동될 
수 있는 무선주파수 전기 신호의 발생기와, (b)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압전 수정 소자와 일정 면적을 갖는 
출력 구멍으로 이루어진 단일 변환기 유닛을 구비하며, 상기 전기 신호 중 적어도 일부를 초음파 에너지
의 비임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기 비임은 일정 면적과 상기 전립선 조직에 열적 효과를 생성시
키고  또  손상된  전립선  조직의  선택된  부분에  응고적  괴사를  야기시키기에  충분한  파워를  갖는, 
변환기와; 상기 초음파 에너지를 손상된 전립선 조직에 연결하기 위한 대응 연결 수단과; 상기 초점면에
서 초음파 에너지의 비임의 면적이 상기 구멍의 면적보다 작도록 초음파 에너지를 초점면에 결집시키는 
결집 수단을 수용하는 변환기 하우징을 구비한 초음파 탐침 수단과, (c) 포유류의 체내의 전립선 요도내
에 상기 초음파 탐침 수단을 요도관통식으로 도입하기 위한 공급 수단과, (d) 상기 초음파 탐침 수단을 
상기 전립선 요도내의 소망의 위치에 고정하기 위한 위치설정 수단과, (e) 상기 초음파 탐침 수단의 적어
도 일개소의 위치설정의 원격 관찰 및 상기 손상된 전립선 조직의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적어도 하나의 
가시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가시화 수단은, (i) 요도내의 상기 초음파 탐침 수단의 위치를 관찰하기 
위한 내시경 수단과, (ii) 치료할 전립선 조직의 적어도 일부분의 초음파 화상을 형성하도록 초음파 화상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진단용  초음파  수단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전립선  질병  치료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급 수단은 기단부, 말단부, 내경, 외경, 길이 및 그 길이를 통해 연장된 적어도 
하나의 관강을 구비한 관형 샤프트이며, 상기 초음파 탐침 수단은 상기 공급 수단과 협동하며, 상기 공급 
수단의 상기 말단부에 위치되는 전립선 질병 치료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급 수단은 기단부, 말단부, 상기 기단부로부터 상기 말단부까지의 종방향 축을 
구비한 가요성 카테터를 구비하고, 상기 종방향 축을 횡단하는 방향으로의 상기 카테터의 최대 치수는 10
㎜보다 크지 않으며, 상기 초음파 탐침 수단은 상기 카테터와 협동하며, 상기 카테터의 말단부에 위치되
는 전립선 질병 치료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수단 및 결집 수단이, (i) 연결을 위해 오목한 1/4 파장판과 연통하여 결집되
는 오목형 변환기와, (ii) 연결을 위해 오목한 1/4 파장 판과 연통하여 결집되는 초음파 전달 재료로 제
조된 평요 렌즈를 구비한 평면형 변환기와, (iii) 상기 1/4 파장 판과 협력하여 그 사이에 초음파 전달 
재료로 충전되는 간극을 형성하며, 그에 따라 상기 변환기 및 상기 간극내의 초음파 전달 재료가 결집을 
수행하고, 또 상기 1/4 파장 판은 연결을 제공하는, 오목형 변환기와, (iv) 결집시키기 위한 위상 어레이
를 형성하는 다수의 평평한 링 형상 요소로 이루어진 변환기 및 연결을 위한 평면 1/4 파장 판으로 구성
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한쌍의 요소로 구성되는 전립선 질병 치료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결집 수단 및 상기 연결 수단은 연결을 위해 상기 1/4 파장 판과 연통하여 결집되
는 오목형 변환기인 전립선 질병 치료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초음파 에너지가 1.7 보다 적은 구경비로 결집되는 전립선 질병 치료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방사된 초음파 에너지 중 80% 이하가 치료할 상기 손상된 전립선 조직에도 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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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되는 전립선 질병 치료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i) 상기 변환기 및 연결 수단에 의해 도달된 온도와, (ii) 상기 변환기 및 상기 연결 
수단에 가장 근접한 주위 전립선 및 비전립선 조직에 의해 도달된 온도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온도를 제한하기 위한 냉각 수단을 더 포함하는 전립선 질병 치료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냉각 수단이 상기 구멍의 외부의 냉각액 공급원과, 상기 냉각액을 상기 냉각액 공
급원으로부터 상기 장치내로 그리고 초음파 탐침 수단에 근접한 위치에 연속적으로 유동시키기는 것을 허
용하는 수단과, 냉각액이 상기 초음파 탐침 수단으로부터의 열 흡수에 의해 가열된 후에 상기 장치의 외
측으로 흐르는 것을 허용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전립선 질병 치료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설정 수단이 상기 초음파 탐침 수단을 상기 전립선 요도내의 선택된 위치에 유
지시키기 위한 팽창가능한 벌룬을 구비하는 전립선 질병 치료 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응고적 괴사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상기 초음파 탐침 수단으로부터의 초음파 파워 출력이 
10와트를 초과하지 않는 전립선 질병 치료 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진단용 초음파 수단이 선택되는 경우, 상기 초음파 화상형성 신호와 그의 반향의 
전체 감쇠가 90%를 초과하지 않는 전립선 질병 치료 장치.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주파수 전기 신호의 발생기가 사전 프로그래밍 양식(preprogrammed regime)에 
따라 치료하는 동안 파워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전립선 질병 치료 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주파수 전기 신호의 발생기가 결함 조건을 검출하고, 결함 조건의 검출에 반
응하여 상기 변환기에 전도된 파워를 자동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전립선 질병 치료 장
치.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제1의 사전설정된 레벨로부터 제2의 낮은 사전설정된 레벨까지 5초를 초과하지 않는 시
간내에 초음파 에너지의 강도를 변경시키기 위한 강도 변경 수단을 더 포함하는 전립선 질병 치료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강도 변경 수단이 상기 초음파 에너지의 조사가 개시된 후에 설정 시간 간격에서 
상기 초음파 강도를 자동적으로 변경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전립선 질병 치료 장치.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초음파 에너지의 초점 근처의 조직으로부터의 초음파 반향을 검출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전립선 질병 치료 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초음파 반향의 적어도 하나의 특성이 초음파 에너지 강도를 제1의 사전설정된 레
벨로부터 제2의 사전설정된 레벨로 변경시키는 시점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전립선 질병 치료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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