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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실시한 <2012 과학기술 국민이해도 조사 및 한･중･일 과학문화 인식 비
교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학 기술인’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답하면서
도 직업 선호도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공무원, 교육자, 의사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기술분야의 직업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과학기술에 해당하는 과목의 어려움은 심각한 이공계 기
피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3개국 모두 ‘건강 및 의학’ 분야를, 앞으로 정부가 지속적
인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하는 과학 기술 분야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 국민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안
정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관심과 이해도가 높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관심이
높고 이해의 폭도 크다. 따라서 이 분야의 학습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진행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진
로를 긍정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저를 형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건강 및 의학 영역에서 실생활에 활용되는 첨단 의료기기 제품 속에
숨어 있는 과학 기술 원리를 학생들에게 흥미롭고 쉽게 전달하고 생각하며 적용할 수 있는 융합인재
교육(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가. 프로그램 개발
❖ 인간의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첨단 의료기기 활용 교육으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행복과 직결된 많은 문제들은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창
의적으로 과제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하여 첨단 의료기기 분야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실생활 문제와
수업을 연결하여 인간을 위한 도구로 올바로 사용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데
일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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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용⋅교사용 교재 프로그램 구성
❖ 학생용 교재 프로그램에는 흥미, 동기, 성공의 기쁨 등을 통해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하는 감성적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 휠체어, 복약 도우미, 보청기, 구급차, 건강 진단 장치, 스마트 알약, 로봇 의수, 초음파, 내시경,
CT, 로봇 센서, MRI 등의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최첨단 의료기기의 원리를 탐구하도록 제시
하였다.
❖ 학생용･교사용 프로그램은 학생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맞춤식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
을 융합적으로 구성하였다.
❖ 나선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되도록 하였다.

다. 초(특수)⋅중⋅고 프로그램 구성
(특수)
초등3~4학년
(6차시)

초등3~4학년
(6차시)

초등5~6학년
(6차시)

자석마을여행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맞춤형 보청기

첨단센서를 이용한
건강진단

소리마을여행

구급차 속의 첨단
응급의료장치

스마트 알약!
그것이 알고 싶다

휠체어,
복약 도우미

보청기,
구급차

건강진단장치,
스마트 알약

중학교
(10차시)

고등학교
(10차시)

메디컬 터미네이터

영상 의료기기의
발달과 활용

인체 내부를 아는 방법
─소리를 볼 수 있을까

의료용 첨단장비와
로봇센서

의료용 나노로봇으로
내 몸속 탐험하기

첨단의료기기의 미래 MRI

로봇 의수, 초음파,
내시경

CT, 로봇 센서,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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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과 활용
생각
두드리기

❚주제 관련 내용 소개
❖ 수업 전에 첨단의료기기와 관련된 배경지
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업 주제와 관련된 읽을거리를 이야기, 신
문 기사, 만화, 인터넷 자료(QR코드 및 링
크주소)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하였다.

❚소제목과 학습목표

생각
열기

❖ 차시 소제목과 이 차시에서 성취해야 할 학
습목표를 제시하였다.
❚상황제시
❖ 학습 전체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소제목과 학습목표

생각
펼치기

❖ 차시 소제목과 이 차시에서 성취해야 할 학
습목표를 제시하였다.
❚창의적 설계
❖ 학생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반영하여 창의
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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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과 학습목표

생각
다지기

생각
되돌아
보기

부록

❖ 차시 소제목과 이 차시에서 성취해야 할 학
습목표를 제시하였다.
❚감성적 체험
❖ 수업 활동 후 산출물 발표를 통해 서로 창
의적인 생각을 나누도록 하였다.

❚소제목과 학습목표
❖ 차시 소제목과 이 차시에서 성취해야 할 학
습목표를 제시하였다.
❚마무리
❖ 수업에 대한 자기평가, 소감문 작성 및 수
업 후 더 알고 싶은 점을 적도록 하였다.

❚첨단의료기기 관련 직업 소개
❖ 첨단의료기기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소
개하였다.
❚첨단의료기기관련 참고자료
❖ 다양한 첨단의료기기를 사진과 함께 제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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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STEAM ⑦

메디컬 터미네이터

생각 두드리기

메디컬 터미네이터! 그게 모야?
로봇 공학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영화 ‘터미네이터’의
강인하면서도 유연한 팔을 연상할 수 있는 로봇 의수 개
발이 한창이다. 로봇 의수는 생체 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각 손가락마다 모터를 장착하고, 내장형 마이크로프로
세서로 움직임을 추적하여 실제 사람처럼 정확한 동작
을 한다.
신체 기능의 일부가 손상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최첨단 의료기
기의 개발과 관련 직업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는 것은 중
요하다.
로봇 의수에 대한 가격과 기술면이 지금보다 발전해
서 하루 빨리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희망의 미래가 다
가오길 기대한다.

http://iuepisode.tistory.com/22

난 알고 있지, 네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
교통사고로 왼팔 팔꿈치 아래를 절단했지만 잘려진 팔꿈치 대신 인공 손을 이식받고 주먹을 펴거
나 쥐는 것은 물론 손가락을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등 마음먹은 대로 인공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인공 손은 몸의 신경망과 로봇을 전선으로 연결해 뇌의 명령을 전달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
탈리아의 라이프핸드프로젝트 연구팀은 잘린 팔꿈치의 남아 있는 신경에 전극봉을 이식한 뒤 머리
카락 굵기의 가는 전선을 인공 손과 연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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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선을 통해 명령이 전달됐고, 인공 손은 한 달 동안 뇌가 명령한 동작을 95%나 정확히 수행
해 내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스웨덴에서 개발된 인공 손은 감각까지 전달할 수 있다. 오른쪽 손목에 생긴 악성 종양 때문에 오
른손을 절단해야 했던 스웨덴 청년 로빈은 인공 팔을 이식 받고 잃어버린 감각을 찾을 수 있었다.
‘스마트핸드’라는 이름의 로봇 팔에는 4개의 전기 모터와 40개의 압력 감지 센서가 장착돼 있다. 의
수 형태로 제작된 이 로봇 팔은 손가락이 닿는 부분의 촉감을 착용자에게 미세한 진동으로 전달한
다. 현재 연구팀은 전선과 모터 장치를 축소해 이질감 없는 디자인의 로봇팔을 개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생체공학 기술이 적용된 세계 최초의 인공 손가락이 공개됐다. 터치바이오닉스사가
출시한 ‘프로디지트’로 가볍고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에 초소형 모터가 부착됐다. 프로디지트로는 구
부리거나 쥐는 동작을 할 수 있어 물건을 가리키거나 집어들 수 있다.
이 장치 역시 뇌가 평상시처럼 신경과 근육에 보내는 신호를 이용한다. 정밀한 감지 장치가 뇌에
서 나오는 신호를 감지해 인공 손가락으로 전달하고, 여기에 부착된 소형 모터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로봇 의수를 착용한 사람이 기타 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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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열기
세계 의료기기 시장 동향과 메디컬 터미네이터

1차시

최첨단 의료기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작동방법과 기능을 이야기해 보자.
다음은 세계 의료기기 시장 동향과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연구분야별 연구비 투자 현
황입니다.(보건산업진흥원)

2030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얼마나 될까 예측해볼까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연구비 투자 현황의 1순위는 진단 및 계측기 관련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다음의 최첨단 의료 장비는 어떤 일을 수행할까? 그리고, 작동 방법과 원리, 기능은 어떻
게 될까 생각해보고 서로의 의견을 나눠보자.

(

)

(

)

(

)

Part 01Ⅰ메디컬 터미네이터 5

땡, 땡, 땡
체육시간 영서는 친구들과 배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준이가 브로킹을 하기 위해 높이 뛰어 착지하면서 넘어
져 팔을 다쳤다. 민준이가 심한 통증을 호소해서 선생님과
친구 몇 명이 보건실로 부추겨 옮겼다. 보건선생님은 민준
이의 팔을 살펴보더니 부러진 것 같다며 119 구급차를 불
러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찍고
사진을 살펴보더니 “민준이 팔이 부러졌군요.” 하며 내일
까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의
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은 민준이의 팔에 석고 붕대를
부러진 팔

감았다.

<http://m.blog.naver.com/noperty/130126117971>

오늘의 학습문제를 알아봅시다.
어느 날 내가 가진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하나가 갑자기 부러지거나 잘려나간다는 상상을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하지만 분명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으며 다른 모든 사고나 질병, 장애
가 그렇듯이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노령화에 따라 만성 질환자가 증가하게 되고,
신체 기능의 일부가 손상되어 도우미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최첨단
의료기기 중에서 특히, 로봇 의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는지 생
각해 보자.

“손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로봇 의수를 디자인하고 만들어보자.”

세부 미션 조건
로봇 의수의 작동이 원활하도록 구조, 디자인,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으
로 표현해봅시다.
(주어진 재료: 기어와 링크, 컨트롤러, 팔 모양 아이소핑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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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➊
우리 몸과 로봇 의수의 자극과 반응

2차시

다양한 형태의 로봇 의수를 살펴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봅시다.
다음은 우리 몸의 자극-반응과 로봇 의수의 자극-반응 과정입니다.

<우리 몸의 자극과 반응>

<로봇 의수의 자극과 반응>

우리 몸이 자극에 반응할 때 어떤 기관들이 전달 역할을 할까요? 뉴런의 종류와 특징을 탐
구해봅시다.
➊

뉴런 : 감각 신경을 구성, 감각 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자극을 뇌나 척수(연합뉴런)에 전달

➋

뉴런 : 뇌와 척수(중추신경)를 구성,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을 연결

➌

뉴런 : 운동 신경을 구성, 뇌나 척수의 명령을 운동 기관으로 전달

➍ 자극의 전달 : 자극

감각기

(

)뉴런

(

)뉴런

(

)뉴런

반응기

반응

다음 로봇 의수를 살펴보며 구조와 동력 전달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사용자에게 불
편함이 무엇인지 탐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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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➋
메디컬 터미네이터 로봇 의수 디자인하기

2차시

나의 팔목 근육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아이디어를 얻어봅시다.
자신의 팔목과 팔꿈치를 움직여가며 ‘팔의 관절’이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주어
진 재료를 이용하여 로봇 의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주어진 재료

컨트롤러

모터

기어

아이소핑크

자신의 팔목과 팔꿈치를 굽히고 펴며
‘근육’을 관찰해 봅시다. 이때 표시된 부분에
집중하여 관찰하고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만들고자 하는 로봇 의수의 모형을 구조, 동력 전달 방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
지 형태로 디자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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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메디컬 터미네이터 로봇 의수 제작하기

3차시

로봇 의수 모형을 만들어보며 원리를 이해합시다.
이제 앞에서 디자인한 로봇 의수를 간단하게 만들어보면서 메디컬 터미네이터의 원리를
이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
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메티컬 터미네이터 로봇 의수 제작 과정

➀ 로봇 팔의 동력 전달 장치 제작

➁ 로봇 팔목 제작

➂ 로봇 팔 결합

➃ 거치대에 로봇 팔 결합

➄ 로봇 팔에 전원(컨트롤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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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되돌아보기➊
첨단의료기기 직업 세계 탐구하고 행복 꿈꾸기

4차시

자신의 진로와 미래사회를 꿈꾸고 타임캡슐에 담아봅시다.
직업 세계는 기술발전과 사회변화, 경제활동의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첨단
의료 기기 직업 세계를 살펴보고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의료 관련 직업을 탐구하여 2개 이상 적
어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고용정보원(2010)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나 상대적으로 높은 능력은 무엇입니까?
(

,

,

)

이 능력과 관련된 의료기기 직업군 중 관심 있는 직업을 두 가지만 써보고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채워 보세요.
직업명

직업 전망

주요능력

내가 보완해야 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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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되돌아보기➋
다음은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곤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한 구조와 기능을 고려한 발명품 디자인이다.

수화를 모르는 사람과 장애인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장애
인의 수화를 센서로 감지하여 화면에 문자로 나타내준다.

다리로 페달을 밟을 수 없는 장애인이 팔을 이용해 페달을 돌
리고 상반신을 이용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발췌: 2011년 전국 발명아이디어그리기대회

꿈을 담은 타임캡슐! 2035년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도 더 개선된 최첨단 의료기기를 이
용하면 얼마든지 흥미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음을 꿈꾸며 소망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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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되돌아보기➌

이번 수업에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첨단의료기기 중 하나인 터미네이터 로봇 의수에
대하여 알아보고 디자인하여 제작하며 원리를 이해했다. 또한 첨단 의료 기기 관련 직업
을 탐구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을 마치며 스스로 수업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소감문도 간단히 작성해봅시다.
1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2

로봇 의수의 작동원리를 이해하였나요?

3

4

주어진 재료와 조건을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메디
컬 터미네이터 로봇 의수를 제작하였나요?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장점, 단점, 재미있는 점
등을 찾아 의견을 나누었나요?

수업 소감문
5

: 활동을 통해 느낀 점,
새롭게 알게 된 점 등을
자유롭게 적기

로봇 의수 또는
6

첨단의료기기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점

<꿈을 담은 타임캡슐>

인체 내부를 아는 방법
─소리를 볼 수 있을까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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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내부를 아는 방법
─ 소리를 볼 수 있을까

생각 두드리기

태어나기도 전에 질병을 진단
내 친구 지윤이는 공항검색대에 서면 항상 삑 소리가 납니다. 몸 안에 구리 고리를 갖고 있기 때
문입니다. 지윤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지윤이 부모님은 지윤이의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아
셨대요. 많은 의사들이 유산을 권고했지만 지윤이 부모님은 더 나은 방안을 열심히 찾으셨고 지금
의 의사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은 태어나면서 바로 수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
셨고, 지윤이는 태어나면서 바로 심장의 판막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을 받았어요.

심장에 이상이 있어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단 태어나면 문제가 심각해요. 지윤이는 태어나면서 곧바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증세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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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질병 조기 진단의 시대!!
심장은 몸 전체에 산소가 가득한 피를 공급해줍니다. 온몸을 돌면서 산소가 바닥난 피는 심장으
로 돌아온 후 힘차게 뿜어져 허파로 갑니다. 허파에서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가득 받은 피는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고 심장은 다시 힘차게 온몸으로 피를 뿜어줍니다. 판막이상은 온몸을 돌고
와서 산소가 바닥난 피와 허파에서 들어온 산소가 풍부한 피를 구분하지 못하고 뒤섞기 때문에 몸
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합니다. 몸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 몹시 피곤함을 느끼고, 신체의
어떤 부분은 세포가 재생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윤이는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상황을 알
았기에 몸의 이상이 생기기 전에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윤이는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기기
도 전에 몸의 이상 여부를 알 수 있었을까요?

건강정보FAQ. 태아 질환의 산전 초음파 검사와 태아 수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초음파 검사는 태아의 발육 상태를 알아보고 기형을 진
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검사 중 하나입
니다. 또한, 산모와 태아에게 여러 번을 시행하여도 해롭
지 않은 안전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산모와 태아의
진료를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의 초음파 검사는 태아의 머리 둘레, 다리뼈의
길이, 복부 둘레를 측정함으로써 태아의 나이를 추정하게
되며, 주기적으로 검사하면 자궁 내 발육 지연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태반 이상과 태아 기형을 진단할 수 있
습니다. 특히 태아에게 횡격막 탈장, 낭상 선종양 기형
(cystic adenomatoid malformation), 천미골 기형종,
폐쇄성 요로병증 등의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태아
수술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태아 수술은 아직은 완전히 정착된 치료법이 아니며 따라서 많은 위험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따라서 태아의 질환은 반드시 소아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여야 하겠습
니다.
※ 세브란스병원 <http://sev.iseverance.com/health_info/disease_info/health_FAQ/view.asp?con_no=1479&pa
ge=103&SearchField=&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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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열기
우리 아기는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을까?
뱃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의 구조와 원리를 알아보자.
마흔이 다 되어 결혼한 이모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
에게 이상이 있을까 봐 걱정하던 엄마는 이모의 산부인과 진
료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어휴! 아이가 손가락 다섯 개, 발가
락 다섯 개 모두 정상이고 심장도 어찌나 힘차게 팔딱거리던
지⋯ 의사선생님도 아이가 건강하니 염려 말라고 하시더구
나.” 초음파사진을 보니 정말 아이의 이목구비가 보이고 손가
락모습도 선명했어요. 초음파는 무엇이고, 초음파로 어떻게
배속의 모습을 찍을 수 있는 건가요?

초음파 진단의 원리를 알아봅시다.
학교 앞 안경점에는 초음파 세척기가 있어요. 세척기를
밖에다 두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안경을 닦아보라고 권합니
다. 초음파세척기에 안경을 넣고 3분 정도 있으면 잘 닦이지 않
던 찌든 때도 말끔히 제거됩니다. 초음파세척기의 초음파는 우
리 이모의 아기 사진을 찍은 초음파와 같은 초음파인가요? 만약
같은 것이라면 초음파 때문에 아이가 놀라거나 피해를 받지는
않을까요? 박쥐나 돌고래는 초음파로 의사소통을 한다는데 이
런 초음파들도 초음파진단과 같은 것일까요?

초음파는 어디에 활용되고 있을까요?

오늘의 학습문제를 알아봅시다.
“초음파의 특성을 이해하고 초음파 의료장치의 원리를 설명해보자!”

세부 미션 조건
초음파세척기를 통해 초음파의 특성 이해하기
초음파를 활용한 의료장비의 원리 설명하기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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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➊
초음파 세척기로 알아보는 초음파의 특성

1차시

초음파는 의료기기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초음파는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CT나 MRI도 몸속을 보
여주지만 장비를 쉽게 설치할 수 없으며,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초음파
기기는 장비가 간단하고 인체에 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매우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오
늘 수업을 통해 초음파기기의 원리와 초음파의 쓰임새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초음파세척기로 초음파의 특성을 알아봅시다.
초음파 세척기에 과일을 씻거나, 안경, 동전, 반지 등의 물건을 씻어 봅시다.

물건이 세척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한대로 기록합니다.

초음파 세척기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초음파는 높은 주파수의 음파입니다. 음파는 물질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으로 물질이
없으면 전달될 수 없으며, 물질이 빽빽할수록 잘 전달됩니다. 초음파는 의료기기에 어떻
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초음파는 물질의 진동이므로 물질이 꽉 차있는 물속이나 인체 내부로도 잘 전달됩니다. 초음
파의 이런 특성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초음파는 물질의 진동이므로 진동을 세게 하면 오염물질을 제거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초음
파의 이런 특성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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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➋
거리를 측정하지 않고 거리 알아내는 방법 찾기

2차시

속도와 시간으로 거리를 알아내는 아이디어를 얻어 보자.
학교에서 집을 다녀오는데 지윤이는 10분이 걸립니다. 영서는 30분이 걸립니다. 누구의
집이 더 멀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다음은 지구에서 금성까지의 거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짝과 상의해서 답을 찾아보세요.
※ 다음 그림과 같이 금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왔을 때 금성을 향해 전파를 발사하였더니 4분
30초 만에 되돌아 왔다. (단, 전파의 속력은 3.0×105km/s이다.)

다음 중 금성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① 3.0×105km/s×270

② 3.0×105km/s×270×2


④ 3.0×105km/s× 



⑤ 3.0×105km/s× 



③ 3.0×105km/s×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수학습개발센터

물체까지의 거리는 자를 사용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를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들과 의견을 모아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문을 작성
해보세요.

Part 02Ⅰ인체 내부를 아는 방법 ─ 소리를 볼 수 있을까 19

생각 펼치기➌
박쥐야! 먹이의 위치와 모양을 알려줘.

2차시

초음파를 사용해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전파로 금성까지의 거리를 알아낸 것과 같이 초음파로 어둠상자 속 물체의 위치와 모양
을 알아맞혀 보자.
“상자 속 물체의 위치를 알아 맞혀라!”

세부 미션 조건
초음파를 쏘고 감지하는 박쥐로봇을 사용해서 상자 속 물체의 위치 그리기

박쥐로봇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왼쪽에 표에 적고 상자 속 물체의 배치를 그려보자.
데이터

상자 속 물체의 위치 표시하기

어둠상자 속 물체의 위치와 모양을 가장 정확하게 맞힌 팀은 누구인가요? 실험의 원리를
정리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물체에 대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맞힐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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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는 전파와 어떻게 다를까요. 왜 전파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파를 사용할까요?
전파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3.0×10  km/s) 짧은 거리를 알아내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
고 무엇보다 전파는 물질을 통과하기 어려워요. 음속은 속력이 느려(340 m/s) 측정하기에 적절하
고, 공기는 물론 액체, 고체 속을 통과하며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해저 지형, 수심 등을 파악하거나
물속의 어뢰나 목표물의 유무, 거리, 방향 등을 파악할 때는 초음파가 유일의 통신 수단입니다.

소나(Sonar, Sound Navigation And
Ranging)는 음파로 수중목표의 위치나
거리를 알아내는 장비이다.
공기 중에서는 전자기파가 빠르고 멀리 전
달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레이더가 사용
되지만 물속에서는 음파를 이용한 소나가
사용된다. 소나의 음파는 약 1천 5백m/s
의 압력파로 수중에서 잘 전달된다.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여러 형태의 소나들이 개
발되어 운용되고 있다.

진단 초음파
인체 내부로 들어간 초음파가 장기 등에 의해 반사
된다. 왕복에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장기의 모습을
영상으로 구현한다.

초음파 검사를 할 때면, 진찰부위에 젤을 바르고 기계를 접촉시킵니다. 왜 젤을 바르는 걸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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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➍
소리로 물건을 볼 수 있을까?

3차시

소리를 듣고 가림막 뒤의 물건을 알아맞혀라!
초음파로 물체까지의 거리뿐만 아니라 물체의 특성을 알 수도 있어요. 소리를 듣고 가림
막 뒤의 물체가 무엇인지 알아맞혀 봅시다.

물체마다 나는 소리가 다른가요?

소리로 물체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종양 등의 의혹이 있는 인체 일부에 초음파 펄스를 발사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어요.
상처부위나 인체 내의 이상 조직 부분에서는 초음파의 반사나 감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
다. 초음파 탐상기(探傷機)는 물체를 부수지 않고 내부의 결함을 탐지하는 장치로,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로부터 그 결함의 크기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건축물의 안정성이나 수명 등을
조사할 때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괴검사를 합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하면 인체 내부의 근육이나 장기들의 위치, 크기 등을 알 수 있어요. 임신했
을 때 태아의 형상을 보기 위해 초음파를 사용합니다. 초음파를 복부에 발생시키고 태아에서
반사된 음파를 분석하여 아기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체내의 종기나 담석, 이물질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심장에 초음파를 대고, 반사파의 도플러 효과에 따른 파장 변화를 재
서, 심장의 운동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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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초음파 의료기기 이해하기

3차시

초음파 진단 장비, 초음파
초음파 의료장비를 이해하려면 과학지식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한 후
초음파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의 서술을 읽고 적합한 표현과 연결하세요.
➊ 파동은 매질이 달라지면 전달속
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➋ 이런 파동의 특성을 이해하면

•

•

• 물질을 만나면 현격하게 약해집니다.

➌ 반사되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 반
사되는 파동의 특성도 달라지기 •

•

때문에
➍ 빛은 전자기파로 진공에서는 잘
전달되지만

물질 속 또 다른 물질과의 경계면을 찾

•

•

을 수 있습니다.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을 하거나
반사됩니다.

• 초음파가 사용됩니다.

• 전자기파가 사용됩니다.

•

•

어뢰의 유무, 거리, 방향 등을 •

•

➎ 초음파는 음파로써
➏ 해저 지형을 파악하거나 물속의
파악할 때는

반사파를 분석하면 내부 물질의 상태
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이나 고체 속에서는 더 잘 전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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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가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초음파는 음파입니다

소리의 발생과 이동 : 공기에 압력을 가하면 공기는 압축과 팽창을 하며 그 흔들림을
전달한다. 진동방향과 진행방향이 같아 종파이다.
※출처: http://nightsforu.tistory.com/m/post/13#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 생기며 이 진동이 옆의 물질들을 진동시키면서 전달된다. 그래서 기
체보다는 입자가 많은 액체나 고체를 통해 더 잘 전달된다. 멀리서 오는 기차소리를 듣기 위해 철도
선로에 귀를 대면 잘 들린다거나, 인디언들이 말발굽소리를 듣기 위하여 땅에 귀를 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은 보통 16Hz~1.6kHz(킬로헤르츠)의 범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초음파는
20kHz를 넘는 음파로 인간은 들을 수 없는 음파이다.

초음파는 파장이 매우 짧은 음파입니다
가. 파장이 짧다.
가청영역의 음파에 비해 초음파는 높은 주파수를 지닌다. 주파수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가 있
으므로 초음파의 파장은 매우 짧다.
나. 지향성이 강하다.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지향성이라 한다. 소리는 방향에 따라 강도가 크게 달라
진다. 음파는 보통 넓게 퍼져나가면서 전파되는데, 초음파는 파장이 매우 짧아서 퍼지는 정도
가 매우 작아 수신부에서 감도가 좋다.
다.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초음파는 가청주파수를 넘기 때문에 강력한 초음파를 보내도 귀에 장해를 주지 않는다. 초음
파세척기는 물보라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움직여 시료를 세척하지만 귀에 영향을 주
지 않으며 물 밖을 벗어나면 공기 중에서 현격히 약해지기 때문에 인체에 전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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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초음파는 이렇게 쓰입니다
가. 어군 탐지기, 측심기(소나 sonar)
sonar는 sound navigation and ranging의 약자로 초음파를 이용한 일종의 레이더이다. 초음
파를 이용하여 그 반사파를 분석함으로써 어군 등 목표물의 유무, 거리, 방향 등을 파악하거나 해저
지형, 수심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물속에서는 전파가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에 초음파가 유일의 통신
수단이다.
나. 초음파 진단, 비파괴 검사
종양 등의 의혹이 있는 인체의 일부에 초음파 펄스를 발사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상처
부위나 인체 내의 이상 조직 부분에서는 초음파의 반사나 감쇄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초음
파 탐상기(探傷機)는 물체를 부수지 않고 내부의 결함을 탐지하는 장치로,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로
부터 그 결함의 크기나 위치를 알 수가 있다. 건축물의 안정성이나 수명 등을 조사할 때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괴검사를 한다.
파동은 다른 매질을 만나면 반사되거나 굴절된다. 이런 특성을 이용하면 인체 내부의 근육이나
장기들의 위치나 크기를 알 수 있다. 임신했을 때 태아의 형상을 보기 위해 초음파를 사용한다. 초
음파를 복부에 발생시키고 태아로부터 반사되어 온 음파를 분석하여 아기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
준다. 체내의 종기나 담석, 이물질의 발견 등에도 이용된다. 또 심장에 초음파를 대고, 반사파의 도
플러 효과에 따른 파장 변화를 재서, 심장의 운동을 조사하기도 한다.
다. 초음파 가공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기계적 진동을 다이아몬드 가루 등에 전달하여 고속으로 피가공물과 충돌
하여 가공하는 것이다. 보석, 유리 등에 구멍을 뚫는 초음파 가공, 고분자 화학 결합의 절단, 뇌수술
등에도 쓰인다.
라. 초음파 세척
물속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면 음파의 진동에 의해 수많은 거품들이 발생한다. 이때 거품이 진공
청소기 같은 역할을 해서 물체 표면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떼어낸다. 또한 음파가 1초에 수만 번 물
을 진동시키기 때문에 마치 빨랫방망이로 두드려서 세탁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시계나 카메
라의 부품, 수술용 기구 등 작은 정밀 부품의 세정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를 활용해 박테리아를 제
거하기도 한다.
이 밖에 혼합되지 않는 액체와 액체를 유화시키거나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초음파로
살균하여 음식물을 보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 모기 같은 해충의 퇴치에 이용한다. 사람
의 피를 빠는 모기의 암컷은 여름철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수컷 모기를 피한다. 그러므로 수컷 모기
가 내는 초음파를 방안에서 발생시키면 암컷 모기가 접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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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되돌아보기
수업 돌아보기

3차시

이번 수업 활동에 대하여 수업 소감문을 간단히 작성하여 발표해봅시다.
이번 수업에서는 인체 내부를 보여주는 초음파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스스로 설명문을
작성하고, 거리를 알려주는 로봇을 활용해서 눈에 안 보이는 물체의 위치와 모양을 알아
맞히기도 했습니다. 수업을 마치며 스스로 수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소감문도 간단히 작
성해봅시다. 그리고 초음파 기기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면 적어봅시다.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이번에 나는?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자신에게 맞는 숫자에 동그라미하세요.
내가 학습한 내용을
평가해 본다면?

1. 초음파진단장비의 작동원리와 활용방안을

없다

있다

1 2 3 4 5

잘 설명할 수 있다.
2. 거리측정로봇을 활용해서 안 보이는 세계

1 2 3 4 5

를 비교적 정확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나의 느낌은?

이번 시간에 활동한 느낌을 표현하여 보세요.
우리 조원들은?
모둠원 이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1

2

3

열심히 했다
4

5

모둠원에 대해
말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은?
이번 활동 후 초음파진단장비 또는 첨단 의료 기기에 대하여 더 알고
모두 끝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의료용 나노 로봇으로
내 몸속 탐험하기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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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STEAM ⑨

의료용 나노 로봇으로 내 몸속 탐험하기

생각 두드리기

2035년 미래의 병원, 어떠한 의료 기술로 환자를 치료할까?
2035년 12월, ♤♤잡지사에 다니는 영서는 광신 병원을 찾았다. 전문 의사 선생님들과 나눈 인
터뷰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 만화 속에 나오는 의료 기술과 첨단 의료 기기로 어떻게 환자를 치료
하는지 생각해보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예측조사 5권, p.9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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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서 :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들을 찾아뵙게 된 건, 그동안 저희 잡지 독자들의 궁금증에 답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는데, 전화로만 질문하는 데에 한계를 느껴 이렇게 직접 오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략)⋯⋯
의사 1 : 인공장기도 빼놓을 수 없죠. 수혈과 더불어 수요는 많은데 반해 공급이 적던 것을 인공 기기로
극복 가능하게 된 대표적인 경우니까요. 현재는 인공심장, 인공간, 인공신장 등 인공장기를
제작하는 3D RP(Rapid Printing)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3D RP 장비로 각 인공장기를 이
루는 세포와 세포가 자라는 데 필요한 부가물질을 프린팅하여 장기를 제작하는데요, 일단 빠
르게 많은 양을 제작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환자 개인적으로는 장기 이식이 시급한
경우에 환자의 신체에 맞는 장기를 맞춤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외에도 장기 이
식에 있어서는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뇌를 포함한 모든 장기가 손상 없이 냉동 보존
되어 필요한 경우 해동하여 이식하는 것이 가능해졌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장기보다
이렇게 기증된 장기를 보존하여 이식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영 서 : 그렇군요.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넘어가는 점 양해 바랍니다.
요즘 병을 찾는 최첨단 방법이나 치료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사 2 : 일단 요즘은 여러 가지로 진단이나 치료에서 그 속도나 정확도가 확실히 높아졌다고 생각합
니다. 몸으로 느낄 정도니까요. 특히, 저는 요즘 진단 시 캡슐을 사용하는데요, 이 캡슐은 물
과 함께 그냥 알약처럼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와 장을 거쳐 이동 한 캡슐이 위장관 내
에서 압력, pH, 온도 등을 측정해서 무선으로 서버에 정보를 보내는 거죠. 빠르고 확실하게
치료 방향을 잡는 데 있어 유용합니다.
얼마 전에 염증성 대장질환에 걸린 환자를 보게 됐는데, 이 또한 캡슐 검사를 통해 파악했죠.
시토메갈로 바이러스(CMV)에 감염되었다고 진단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
료도 어렵고 대장에 생긴 염증이나 궤양은 출혈성 설사라든지, 복부 경련, 고열 등을 유발합
니다. 또 대장염 같은 경우, 사람들이 쉽게 그저 배탈이 났다고 생각할 때도 적지 않아요. 증상
이 많이 진행된 후에야 내원하는 게 다수거든요. 예전 같으면 수술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수
두룩했었는데, 요즘 항문외과에서는 체외로 배출 가능한 로봇으로 바이러스를 치료합니다.
이 로봇은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로봇인데, 인체에 직접 투입되어서 특정 바이러스를 감지하
고 중화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바이러스의 정체가 밝혀지면, 이 로봇을 이용해 각
각의 바이러스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치료합니다.
영 서 : 로봇에게 똑똑하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기할 정도네요!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또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30 2014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첨단의료기기 중학교

생각 열기
우리 몸속 소화기관을 볼 수 있을까?

1차시

소화기관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시경의 구조와 원리를 알아보자.
1868년 독일의 의사 아돌프 쿠스마울은 47cm 길이의 금속막대를 사용해
환자의 위 속을 관찰하는 방법을 고안했지만 널리 쓰이지 못했다. 금속막대를
뱃속에 넣으면 환자가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이다. 약 90년 뒤 미국의 소화기내
과 연구원 허쇼위츠는 쿠스마울이 만든 내시경을 발전시킬 방법을 고민했다.
그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고민하던 중, 손 안에 엉켜
들어온 머리카락을 보고 힌트를 얻었다.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부드러운 유리
섬유를 이용한 내시경인 ‘파이버스코프’는 1958년 이렇게 탄생했다.

<내시경의 구조>
※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과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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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내시경은 높은 해상도로 이전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부위까지 의사들이 직접
볼 수 있어 발생 초기의 암을 진단할 수 있으며 진단과 동시에 암 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
는 치료 장치도 장착하고 있다. 내시경의 원리와 특징을 탐구해보자.
내시경은 어떤 구조를 하고 있기에 가늘고 구불구불한 관을 따라 위 속까지 보게 할 수 있
을까?

환자들은 일반 내시경보다 수면내시경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 내
시경과 수면 내시경의 장단점을 조사해보자.

우리 몸의 소화가 시작되는 곳은 입이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입에서부터 몸속 여러 기
관을 지나는 동안 소화와 흡수가 일어나는 데 처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배출된다. 소
화 기관과 그 역할을 알아봅시다.

<두산동아, 과학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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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입으로 섭취한 음식이 어떤 기관을 따라 움직이며 소화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기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음식물의 이동 기관 :
(

입

)

(

)

(

)

(

)

항문

인체의 여러 기관의 역할
 식도 :
 위:
 소장 :
 대장 :
 간(쓸개) :
 이자 :

첨단 의료 진단 기술에는 내시경이나 컴퓨터 단층 촬영기(CT), 자기 공명 영상 장치(MRI),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기(PET)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활용 빈도가 높은 것이 내시경이
다. 우리 몸의 소화 기관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암은 무엇이 있는지 탐구하고 서로 이야기
해 봅시다.




오늘의 학습문제를 알아봅시다.

“나노 로봇 캡슐 내시경을 설계하고 제작하여 미션을 수행하라.”

세부 미션 조건
소화기관이 그려진 경기장에 내가 설계하여 만든 나노 로봇을 무선 조종하여
질병(용종, 암)을 제거하는 미션을 수행해 봅시다.
(주어진 재료: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무선 자동차, 휴대전화, 핀, 풍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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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의료용 나노 로봇으로 내 몸 탐험 가능할까?

2차시

나노 로봇 캡슐 내시경을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봅시다.
2035년 김모 씨는 신장에 염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과거에는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수술을 해야 했지만 현미경으로 겨우 관찰할 수 있을 정도 크기의 나노 로봇이 개발되어 수
술 없이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나로 로봇이 몸속으로 들어가 유해한 바이러스만을 제거
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몸속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바이러스와 싸우는 나노 로
봇 캡슐 내시경을 제작해 보자.

다음 나노 로봇 캡슐 내시경을 살펴보며 구조와 동력 전달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사
용자에게 불편함이 무엇인지 탐구해봅시다.

의료용 나노 로봇인 캡슐 내시경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생각하고 적어봅시다.



캡슐 내시경 모형을 주어진 재료를 이용하여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상해봅시다. 나
노 로봇 자동차에 장착된 휴대전화로 인체 모형 속을 촬영하여 미러링 장치를 통해 교실
TV에 보여지는 장면을 보면서 용종(암)을 제거해보자.
주어진 재료

핀침, 리모컨 등

와이파이 스마트 교실

인체 모형 속 촬영 휴대전화

나노 로봇 자동차(기본 모델)

기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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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만들고자 나노 로봇 캡슐 내시경의 모형을 구조, 동력 전달 방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해보자.

나만의 캡슐 내시경을 간단하게 만들어보면서 나노 로봇의 원리를 이해하고 도움이 필요
한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야기해 봅시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이 교실 TV에 나오는
것을 살펴보며 나노 캡슐 내시경 로봇을 작동시켜 임무를 수행해봅시다.
나노 로봇 캡슐 내시경 모형실험 과정

➀ 나노 로봇에 질병 제거 장치 달기(핀침 포함)

➁ 나노 로봇에 카메라 달기(휴대전화)

➂ 미션 경기장 작동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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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되돌아보기➊
내 몸을 지켜라!

3차시

나노 로봇 미션수행을 통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상상하고 발표해 봅시다.
완성된 나노 로봇 캡슐 내시경으로 임무를 완수해보자.

<나노 캡슐 로봇 미션수행>

인류는 그동안 치료중심의 의학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생명공학 기술의 눈부신 발
전에 힘입어 예방과 맞춤의학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 남자와 여자 주
요 암 발생 통계이다. 영양과 소화와 관련된 질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우리나라 성별 암종 발생 분율>

우리 몸의 암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생활습관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질병을 조기
진단하는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적어보고 토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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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미리 막는 행위와 노력으로서 예방접종이나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 등의 예방
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최첨단 의료기기의 발전으로 질병의 조기진단 및 이에 따른 조기
치료 등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
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병원중심의 진료에서 가정 중심의 진료로 바뀌
게 될 전망이다.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시스템, 웨어러블 스마트 의료기기, 모바일 의료 애플리케이션의 급
속한 발전을 알아보고 다가 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시스템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788>

Part 03Ⅰ의료용 나노 로봇으로 내 몸 속 탐험하기 37

생각 되돌아보기➋

이번 수업에서는 영양과 소화에 관련된 질병과 그 치료에 널리 쓰이는 내시경의 원리를 알
아보고 미래형 의료기기인 나노 로봇 캡슐 내시경을 생각해보고 모형으로 만들어 작동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술의 융합으로 IT기술과 접목된 첨단 의료기기에 대해 살펴보
았다. 수업을 마치며 스스로 수업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소감문도 간단히 작성해봅시다.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이야기 하여 봅시다.
이번에 나는?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자신에게 맞는 숫자에 동그라미하세요.
1. 내시경의 작동원리와 어떻게 활용되는
내가 학습한 내용을

모른다

안다

1 2 3 4 5

것을 알고 있나요?

평가해 본다면?

2. 주어진 재료와 조건을 고려하여 창의적

1 2 3 4 5

으로 나노 로봇 캡슐 내시경을 제작하였나요?
이번 시간에 활동한 느낌을 표현하여 보세요.
나의 느낌은?

우리 조원들은?
모둠원 이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1

2

3

열심히 했다
4

5

모둠원에 대해
말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은?
이번 활동을 통하여 내시경 또는 첨단 의료 기기에 대하여 더 알고 싶
모두 끝나고!

은 점은 무엇인가요?

부록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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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➊

첨단의료기기 관련 직업 소개
첨단의료기기와 관련 있는 직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직업들을 살펴보고 첨단의료기기와 관련된 미래의 꿈을 키워봅시다.
의공학자

전자공학의 기술을 이용한 첨단 의료 장비의
개발 분야, 정보산업의 발전에 따른 종합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병원과 병원간의 광역 진료
시스템 분야, 또는 보이지 않는 인체 내부장기
의 형체를 영상화시키는 분야, 인공 심장, 인공
폐, 인공 신장과 같은 인공장기분야 등을 연구
하고 개발한다. 의공학자는 공학 및 자연과학
뿐 아니라 기초 의학, 임상의학 등 관련 학문분
야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

http://news.dongascience.com/PHP/NewsView.php
?kisaid=20130415200002398330

임상병리사

도록 연구경험을 쌓고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
터 면허를 받아 병리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
다. 혈액검사나 체액검사, 세포검사, 조직검
사, 뇌파검사 등의 각종 의학적 검사를 담당하
는 의료기사로 검체 또는 생체를 대상으로 병
리, 생리적 상태를 검사하여 질병의 예방, 진
단, 예후 관찰 및 치료에 기여하는 직업. 검사
용 시약을 조제하고, 혈액을 채혈하거나 제조,
조작하고 보존한 뒤, 그 검사와 실험 과정을 정

http://blog.daum.net/skeldktnal

확하게 기록하여 의사에게 제공한다. 다양한
첨단의료장비를 사용해야 하므로 여러 기계를
다양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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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료기기 개발기술자

생체 신호를 받아들여 장비에서 디스플레이하
거나, 진단을 위한 의료 기기 개발 및 연구⋅설
계하는 직업 첨단 의료 기기 개발 업무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거나 구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자긍심, 성취함 또한 느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수학이나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력
과 함께 생체 작용이나 기능에 대한 생리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전
자공학, 전기공학, 통신공학 등을 전공하면 유
리하다. 이외에도 의용공학, 의용생체공학, 컴

http://cast.devmento.co.kr/media/bbs_20141202_
474b8a64-dd74-4308-90c9-6e12cc4d6ea7.image

퓨터공학 등을 전공하고서도 진출할 수 있다.
의료 기기 구조에 대한 원리를 전반적으로 이
해하기 위해 예리한 관찰력과 신속한 판단력,
분석력 등이 요구된다.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생명의료공학기술자)
병원에서 의료장비나 기기의 구상, 최적화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으로 의학과 공학을 동시에
알아야 한다. 컴퓨터나 전자장비 등의 각종 기
계나 기구에 대한 원리와 구조, 작동방법에 대
한 전문 지식 습득에 흥미가 있어야 한다. 또
한, 정교한 것을 만들거나 실험하며 조작하는
것을 좋아하면 좋다. 분석하고 측정하며 기록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http://www.ibestuhak.com/xe/files/attach/images/161
782/632/167/efe3e2227c9cb60c67ad9872f7fa11f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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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비기사

병원에서 환자진료에 사용되는 의료장비의 성
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연구⋅개발하
며 장비를 보수⋅유지한다. 즉, 사용 중인 의료
장비의 성능을 검토⋅분석하여 개선사항을 연
구하거나 새로운 의료장비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검토한다. 또
한 새로운 자료를 부분적으로 제작하여 시험하
고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의료장비기사가 되
기 위해서는 의료공학, 전기⋅전자공학, 기계
공학 분야의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는
것이 용이하다.

http://themestock.tistory.com/358

의학물리사

의학물리 분야는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물리적 개념
을 적용하는 학문으로 그동안 컴퓨터 전산화 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기기
(MRI) 개발 등 의학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하는 일로는 의사, 방사선사
등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물리학적 지식을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한다.
의료인들이 사용하는 장비나 기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MRI 스캐닝과 같이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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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ealth 전문가

유헬스(U-Health)는 원격진료의 영역에 속하

(Ubiquitous Health Specialists)

는 것으로 환자가 어디에 있든지 휴대용 생체
신호 취득 장치를 통해 병원 및 보건의료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서비스다. 유헬스
의 제공과 관련한 장치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전문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나 간
호사, 운동처방사 등이 유헬스 전문가에 포함
된다.

의료용로봇 전문가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

의료용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가로서 의료용로봇 프로그래머, 의료용로봇 디자이너, 의
료용로봇 시스템개발자, 의료용로봇 개발자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의료용 로봇의 구조를 설계
하고 로봇의 구동을 위한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의 구조를 설계해 작성하며 로봇에 탑재시키는 일
을 수행한다. 의료용 로봇의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의 성능 향상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출처 : http://www.work.go.kr/index.jsp
http://www.career.go.kr/cnet/front/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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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➋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인체 내부 검진기기

방사선 촬영
일반방사선촬영은 영상의학과의 가장 기본이
자 중심이 되는 검사이다. DR 컴퓨터 영상시스
템을 채택해서 영상을 획득하는 데 드는 시간
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였으며, 검사 후 진료실
로 바로 가셔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흉부X-선 촬영
가장 널리 이용되는 흉부 검사방법으로 신체
내의 결손이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X-선을
사용하는 영상 방법을 말한다. 전 처치는 필요
없으며 검사 시에는 숨을 깊게 들여 마신 후 촬
영 때까지 잠시 숨을 멈추면 된다. 폐질환, 심
장 질환, 늑골이나 쇄골 및 종격동 이상, 종양
의 발견, 체액과 공기의 상태와 근육과 골격의
손상 등의 검사에 이용된다.
일반 X선 촬영
X선 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생체내부를 촬영,
병변을 진단하는 장비, 일반적으로 뼈 골절에
많이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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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
초음파검사는 인체에 해가 없는 초음파를 이용
해서 손쉽게 인체 내부의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검사이다. 복부, 심
장 등의 내장조직의 진단 외에도 유방, 갑상선,
근골격계, 경동맥처럼 몸의 표면에 위치한 구
조도 쉽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2D, 3D초
음파와 함께 파워 도플러 및 컬러 도플러 기능
과 심장초음파검사 기술로 발전하였다.
심장초음파(echocardiography)
심장초음파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심장의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심
장의 해부학적 구조의 이상, 심장 기능, 심장
내 압력 등을 실시간으로, 비침습적으로 관찰
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 초음파 발진기(프로
브)를 흉부에 대고 초음파를 심장에 발신하여
반사된 에코를 검사 장치의 브라운관에 나타나
도록 하여 그 단층면의 영상을 관찰하며, 검사
소요시간은 20~30분 정도 걸린다. 모든 심장
질환의 진단에 심장초음파가 이용되며, 판막
질환, 허혈성 심질환, 심근 질환, 심낭 질환, 심
내막염 등의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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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장비컴퓨터 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전산화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은 X-선을 이용하여 미세한 조직을 컴퓨터로
영상화하는 검사로 선명한 단층 영상 및 3차원
영상기법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진단을 한다.

자기공명(MRI)영상 검사
자기공명영상(MRI)검사는 수술하지 않고 인
체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최첨단의 영상기법
으로 부작용 및 유해성이 전혀 없다. 기존의 방
사선 검사와는 달리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폭 등의 불안 요소 없이 검
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의 감별에 따른 약
물 주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건강에
해가 되지는 않는다.

참고: 수성메트로 병원 http://www.metro-suseong.com/intro/medi.php
카이스트 클리닉 https://clinic.kaist.ac.kr/pages/view/96

부록 및 참고자료 47

참고자료 ➊

청진기의 원리
청진기는 몸속에서 나는 소리로 몸의 이상을 진단하는 의학도구이다. 청진기를 뜻하는 stethoscope는 그리스어로 ‘가슴(chest)’과 ‘검사하다(examination)’의 합성어이다. 의사들은 청진기로
심장 박동음(心音), 호흡 소리(肺音), 장의 소리(腸音) 및 혈관음(血管音) 등 인체에서 나는 여러
소리의 특성을 파악해 질병을 진단한다.

청진기의 역사
환자의 몸에서 나는 소리로 질병을 진단하는 청진은 그리스 시대에 히포크라테스가 자기의 귀를
환자의 몸에 대어 체내의 음을 직접 들은 데서 비롯되었다. 청진기는 1816년 라에네크(Rene
Laennec)가 처음 만들어 사용했는데 그 모양은 외귀형이었다. 그는 어린이들이 긴 나무막대를 가
지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타전 놀이에서 힌트를 얻었다. 그는 처음에 종이를 둘
둘 말아 만든 통을 이용하였는데, 평소 여성 환자의 가슴에 귀를 대기 난처했던 그에게 청진기는 매
우 편리한 도구였고 나중에 이것을 목제통으로 개량하여 사용하였다. 청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1851년 레아레드(Arthur Leared)에 의해 두 귀를 통해 듣는 쌍귀형 청진기가 발명되었다.

라에네크(1781, Laennec)
청진법 창시자

소년을 검진하는 라에네크
출처 : wikipedia

목재 청진기 도안
출처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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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가장 기본 의료 장비인 청진기는 환자들의 심장이나 폐 소리를 보다 크고 정확하게 듣
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발달과정도 점차 크게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
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의공학 기술들도 전자공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점차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으며 전자식
방식의 청진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전자청진기는 증폭 시 전자부품의 영향 때문에 화이트 노이즈
가 들릴 수가 있다.

청진기의 구조와 원리
가. 청진기의 구조
일반적인 청진기의 구조는 다이아프램, 벨, 연결관, 바이누랄, 귀꽂
이로 이루어져 있다.
다이아프램은 고음을, 벨은 저음을 듣는 데 사용된다. 진료 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다이아프램 부분이다.

현대의 전자 청진기

명칭

내용

다이아프램

평평한 플라스틱 떨림판이 있는 부분으로 이곳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

(diaphragm)
벨
(bell)

연결관
(tube)
바이누랄
(binaural)
귀꽂이
(ear tip)

위는 100Hz~1kHz이며, 주로 폐음이나 장이 움직이는 소리이다.
종 모양을 하고 있어 벨이라고 불리며 이곳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
는 20Hz~200Hz로, 심장 판막이 여닫는 소리나 혈류가 역류되거나 와류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 등 비교적 낮은 소리이다.
집음판에 잡힌 음원을 귀에 전달하는 통로역할을 한다. 튜브식 청진기는 구조
적으로 높은 주파수 대역을 놓치게 될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연결관을
짧게 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두 귀에 걸쳐지는 부분으로 연결관을 통해 올라온 소리를 귀꽂이로 전해준다.
귀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부분으로 신체에 접촉되는 부분
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재질을 사용한다.

나. 청진의 원리
인체의 소리가 청진기를 통해 귀로 듣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소리는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
되는 파동으로, 파의 진행방향과 매질의 진동방향이 같은 종파이다. 따라서 청진기 모형은 컵과 고
무호스를 이용해도 쉽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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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소리가 청진기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

청진기의 구조
심장이나 폐 혹은 장에서 나는 작은 소리는 집음 부위를 통해 소리가 모아져 의사의 귀에 전달된
다. 이때 벨의 경우는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듣는 데 사용되고, 다이아프램의 경우 상대적으로 좀
더 큰 소리와 넓은 대역의 소리를 듣는 데 사용된다. 이 차이는 두 집음 부위의 구조에서 발생한다.
벨의 경우는 떨림판이 없어 몸에서 발생한 진동소리가 바로 공기를 진동시킴으로써 작은 소리를 들
을 수 있다.
※인용 : http://m.blog.daum.net/jihoabba/16157354

나무의 물 오르는 소리 듣기
가. 진행방법
➊ 청진기를 나누어 주기 전에 주의 할 점과 청진기의 사용법을 일러준다.(청진기를 귀에 꽂
은 채로 이동하면 안 된다. 반드시 목에 걸고 이동하도록 한다. 시끄러우면 소리를 들을 수
없으므로 조용히 해야 한다)
➋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청진기를 나누어 주고 서로 마주보고 서서 심장소리를 들어 보게 한다.
➌ 나무를 정해서 한 사람은 청진기를 대 주고 다른 사람은 집중해서 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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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나무를 바꾸어서 소리를 들어 본다.(침엽수, 활엽수)
➎ 나무의 뿌리 쪽, 줄기 쪽, 잎에도 소리를 들어 보고 비교해 본다.
➏ 바위나 흙, 꺾어진 나무줄기에도 청진기를 대어 본다.
➐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이야기 해 본다.
나. 배울 점
나무의 뿌리에서 얻어진 물은 줄기를 통해 잎으로 전해진다. 잎은 빛과 이산화탄소, 물을 가지고
광합성을 하게 된다. 청진기를 통해 물이 오르는 소리를 들음으로서 힘차게 움직이는 나무의 생명
력과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다. 알아두기
➊ 나무들이 가장 활발하게 물을 빨아올리는 시기는 봄철로서 4월~6월 사이이다.
➋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잘 들을 수 있다.
➌ 비가 온 다음 날이나 바람 부는 날에는 소리가 더 잘 들린다.
➍ 침엽수보다 활엽수가 더 잘 들리며, 껍질이 얇고 지름이 15센티 이상인 나무가 잘 들린다.
➎ 껍질이 얇은 나무에는 물푸레, 쪽동백, 목련, 서어나무, 팥배나무, 벚나무 등이 있으며, 껍
질이 두꺼운 나무에는 소나무, 참나무류, 아까시, 은행나무 등이 있다.

나무의 물 오르는 소리 듣기 <출처 : 네이버>
※ 인용 문헌 : http://cafe.daum.net/busanforest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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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검사
X-선(X-ray)은 파장이 매우 짧고1) 투과력이 좋은 전자기파
다. X-선은 자외선보다도 짧은 파장의 영역이다. 독일의 물리학
자 빌헬름 콘라트 뢴트겐이 처음 발견하여 이름 붙였으며, 그의
이름을 따라 뢴트겐선으로 부르기도 한다. 뢴트겐은 이 발견으
로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엑스선은 투과성이 강하
여 물체의 내부를 볼 수 있으므로, 의료 분야 및 비파괴 검사 등
에 널리 쓰인다.
X선 검사를 다루는 방사선의학은 현대의학 중에서도 기술적
으로 가장 발달된 분야로서, 질병의 진단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
을 하고 있다. 질병을 치료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
는데, 이것의 대부분이 방사선과에서 이루어진다.
질병의 75%가 방사선 검사로 진단되며, 또한 각종 조기암
의 진단에는 방사선검사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비
싼 검사를 하면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뢴트겐이 찍은 그의 부인 손의
엑스선 사진(반지 포함)
출처: 위키백과

렇지 않다. 많은 경우, 비교적 단순하고 비용이 덜 드는 X선 검사만으로도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설령 확진을 내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진단에 도움이 되는 소견을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가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부위에 어떤 검사가 가장 적절한가를 결
정할 때에도 일반 X-ray 검사가 꼭 필요하다. 일반 X-ray 검사는 CT, MRI, 초음파 검사를 하기 전
에 선행되며 방사선 검사 중 가장 기초적인 검사이다. 이 X-ray 검사를 토대로 CT, MRI, 초음파와
같은 특수 검사를 결정하게 된다.

1) 파장이 10~0.01나노미터이며, 주파수는  × ~ × Hz(헤르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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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은 방사선의 일종이므로 방어장치가 필요하며 인체에 해를 주기도 한다. 특히나 가임여성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 X-ray 검사에서는 탈의를 해야 하
는 검사가 몇 종류 있다. 안내에 따라 병원에 준비된 검사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며, X-선이 투과되지
않는 금속물질이나 기타 플라스틱 장신구 등의 착용은 금한다.
X선 검사가 해롭다고는 하지만 X선 검사에서 발생하는 평균 위험도와 일상 생활환경에서 발생
하는 위험도를 비교하면 커피를 마시는 것과 비슷하며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 검사를 남발해서도
안 되지만 X선 검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진단용 X-ray 검사의 위험도 비교

그림 출처: 대림성모병원
http://www.drh.co.kr/SubPage/3 counsel/04 medical office13.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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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장비
소리는 진동이다. 사람의 몸은 장기나 조직별로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미묘하게 다르다. 소리
에 대한 이런 차이를 이용해 초음파(주파수가 매우 높은 소리)로 몸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음파 검사이다. 고기잡이배에서 사용하는 어군탐지기와 같은 원리이다. 소리의 반사로 조사하기
때문에 에코라고도 한다.
초음파 검사는 인체 장기 각 부분의 검사에 폭넓게 사용되며 특히 심장, 간, 담낭, 자궁 등의 검사
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초음파 검사의 가장 큰 장점은 조사하는 것이 단순한 소리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다.

초음파란 무엇인가?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 생기며 이 진동이 옆의 물질들을 진동시키면서 전달된다. 기체보다는
액체나 고체를 통해 더 잘 전달된다. 멀리서 오는 기차소리를 듣기 위해 철도 선로에 귀를 대면 잘
들린다거나, 인디언들이 말발굽소리를 듣기 위하여 땅에 귀를 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은
보통 20Hz~20kHz(킬로헤르츠)의 범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초음파는 20kHz를 넘는 음파로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음파이다.

54 2014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첨단의료기기 중학교

초음파의 특성
빛은 전자기파로 진공에서는 잘 전달되지만 물질을 만나면 현격하게 약해진다. 이러한 빛과는 달
리 초음파는 음파로써 물이나 고체 속에서도 매우 잘 전달된다. 초음파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파장이 짧다
가청영역의 음파에 비해 초음파는 높은 주파수를 지닌다. 주파수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가 있
으므로 초음파의 파장은 매우 짧다.
나. 지향성이 강하다
원하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지향성이라 한다. 소리는 방향에 따라 강도가 크게 달라진
다. 음파는 보통 넓게 퍼져나가면서 전파되는데, 초음파는 파장이 매우 짧아서 퍼지는 정도가
매우 작아 수신부에서 감도가 좋다.
다.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초음파는 가청주파수를 넘기 때문에 강력한 초음파를 보내도 귀에 장해를 주지 않는다. 초음
파세척기는 물보라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움직여 시료를 세척하지만 귀에 영향을 주
지 않으며 물 밖을 벗어나면 공기 중에서 현격히 약해지기 때문에 인체에 전달되지 않는다.

초음파의 용도
가. 어군 탐지기, 측심기(소나 sonar)
sonar는 sound navigation and ranging의 약자로 초음파를 이용한 일종의 레
이더이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그 반사파를
분석함으로써 어군 등 목표물의 유무, 거
리, 방향 등을 파악하거나 해저 지형, 수심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물속에서는 전파가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에 초음파가 유일의
통신 수단이다.
나. 비파괴 검사, 초음파 진단
종양 등의 의혹이 있는 인체의 일부에 초음파 펄스를 발사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상처부위나 인체 내의 이상 조직 부분에서는 초음파의 반사나 감쇄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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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초음파 탐상기(探傷機)는 물체를 부수지 않고 내부의 결함을 탐지하는 장치로, 반사되
어 오는 초음파로부터 그 결함의 크기나 위치를 알 수가 있다. 건축물의 안정성이나 수명 등
을 조사할 때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괴검사를 한다.
파동은 다른 매질을 만나면 반사되거나 굴절된다. 이런 특성을 이용하면 인체 내부의 근육이
나 장기들의 위치나 크기를 알 수 있다. 임신했을 때 태아의 형상을 보기 위해 초음파를 사용
한다. 초음파를 복부에 발생시키고 태아로부터 반사되어 온 음파를 분석하여 아기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체내의 종기나 담석, 이물질의 발견 등에도 이용된다. 또 심장에 초음파
를 대고, 반사파의 도플러 효과에 따른 파장 변화를 재서, 심장의 운동을 조사하기도 한다.

다. 초음파 가공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기계적 진동을 다이아몬
드 가루 등에 전달하여 고속으로 피가공물과 충
돌하여 가공하는 것이다. 보석, 유리 등에 구멍
을 뚫는 초음파 가공, 고분자 화학 결합의 절단,
뇌수술 등에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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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초음파 세척
물속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면 음파의 진동에 의해 수많은 거품들이 발생한다. 이때 거품이
진공청소기 같은 역할을 해서 물체 표면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떼어낸다. 또한 음파가 1초에
수만 번 물을 진동시키기 때문에 마치 빨랫방망이로 두드려서 세탁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시계나 카메라의 부품, 수술용 기구 등 작은 정밀 부품의 세정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를
활용해 박테리아를 제거하기도 한다.
이 밖에 혼합되지 않는 액체와 액체를 유화시키거나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초음파로
살균하여 음식물을 보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 모기 같은 해충의 퇴치에 이용한다. 사람
의 피를 빠는 모기의 암컷은 여름철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수컷 모기를 피한다. 그러므로 수컷 모기
가 내는 초음파를 방안에서 발생시키면 암컷 모기가 접근하지 않는다.

용액 속에 무수한 기체분자가 존재하는데 20kHz에서 100kHz 정도의 강력한 초음파가 침투하
면 정(＋),부(-)의 압력이 기체 분자에 교대로 가해져 (＋)의 압력에서 압축된 기체분자는 다음 순간
(-)의 압력에 의해 격렬히 팽창한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기체분자는 터진다. 기포가 터질 때의 충격
파에 의해 이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Cavitation 효과라 한다.
그림출처: http://www.allpump.co.kr/labcamp/labcamp_1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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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➍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인체내부를 정밀하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진단장비에는 컴퓨터단층촬영장치(Computerized
Topography, CT)와 자기공명영상장치(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가 있다. 이 둘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나 그것이 작동되는 구체적인 원리가 서로 다르다. 두 검사 모두 인체의 단면
을 촬영할 수 있는 검사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이용하는 물리적 특성의 차이이다. CT는 신체에
투과시킨 X-선 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영상을 얻지만 MRI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신체의 조직에
서 나오는 신호를 획득하여 영상을 얻어 낸다.

CT에 대하여
CT는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을 뜻하는 말로, 회전하는 X-선 장치에서 인체
를 촬영한 후 그 정보를 컴퓨터 처리하여 영상을 얻는 장치이다. X-선 발생 장치가 누워있는 사람의
몸을 감싸고 회전하면서 X-선을 촬영하면, 검출기가 그 정보를 계산하여 인체의 단면을 영상화한
다. 이 영상은 일반 X-선 영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연부조직의 작은 차이도 기록할 수 있으며, 얻어
진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3차원적 영상을 얻어낼 수도 있다.

CT(Computed Tomography) 촬영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촬영

CT장치로는 몸을 투과하는 X선, γ선 등을 사용하는 것이 있지만 가장 편리한 것은 핵자기공명
(NMR)을 이용한 장치이다. 환자가 NMR-CT 상자 안에 들어가 누우면 환자는 강한 자기장과 전파
펄스에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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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몸 속 원자핵의 자기장이 회전하게 되고, 자기장은 코일 안에서 자기 신호를 발생시킨다.
검출기는 이 신호를 받아 컴퓨터에 넘기고, 컴퓨터는 이를 영상으로 만들게 되는데 X선, γ선과는 달
리 자기장이나 전파는 몸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다.
CT는 밀도가 비슷한 다른 장기들로 둘러싸여 일반적인 X선 촬영으로는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것
들, 예컨대 간이나 신장 등의 장기들을 촬영할 때 매우 유용하다. MRI에 비하여 검사 시간이 짧고
검사도 간단하므로 조금 움직여도 촬영이 가능하며 소음도 적고 인체 내 인공심박동기 등 금속장비
가 있을 경우에도 촬영이 가능하다.

MRI에 대하여
MRI는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의 줄임말로, 핵자기공명현상을 응용한
진단용의 첨단 의학장비, 혹은 이 기계로 만든 영상을 말한다. MRI는 핵자기공명현상(NMR)에서
나오는 원자핵의 고유한 신호를 이용한다. NMR은 원자핵이 강한 자기장과 고주파에 노출될 때 일
어나는 양자물리학적 현상이다. 원자핵은 자유롭게 회전하는 작은 자석으로 볼 수 있는데, 강한 자
기장 속에 놓이면 나침반 바늘이 자석을 따라 회전하듯 외부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렬된다. 이 때 원
자핵은 마치 팽이처럼 외부 자기장에 대해 약간 경사진 상태로, 종류에 따라 고유한 주파수로 회전
한다. 여기에 고주파를 가했다가 끊어주면 원자핵은 특정한 고주파를 흡수했다가 이와 동일한 고주
파를 다시 방출하는 공명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몸속의 수많은 원자핵에서 나오는 이런 고주파를
예민한 안테나로 모아 영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MRI이다.
보통 MRI는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그 성능이 좌우된다. 임상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MRI는 자력에 따라서 0.2T, 0.5T, 1.0T, 1.5T 등이 있다. 현재까지는 1.5T의 MRI가 성능 면이나
안전성에서 가장 우수하며 더 선명한 화질과 정확한 진단을 얻을 수 있다.
MRI는 횡단면만 촬영하는 CT에 비하여 원하는 모든 단면의 촬영이 가능하여 더욱 정밀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인체에 해가 되는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나 임산부도 촬영이 가능하
다는 것도 커다란 장점이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며 인체에 금속장비가 있을 경우 촬영이 어렵다.
※ 인용 : http://blog.daum.net/pampasgrass/366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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