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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ization sensitiv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PS-OCT)는 일반 OCT의 생체조직에서의 반

사광 측정을 통한 조직구조 정보 외에 반사광의 polarization state 변화 측정으로 조직 내 구성성분이

나 미세구조의 규칙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적 OCT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Spectral domain 

(SD) PS-OCT과 소형 스캐닝 캐티더를 이용하여 인체 내부기관인 성대를 3차원 촬영하고 여러 성대 

질환들을 분석하였다. 3차원 내시경 촬영을 위해서 MEMS 기술로 제작된 2축 스캐너를 장착한 자기력

에 의해 구동되는 고속 소형 스캐닝 캐티더를 적용하였고, 질환들의 3차원 분포의 비침습적 촬영으로 

정상 조직과 질환들을 구분하였다. 또한 새로운 방식의 고속 PS-OCT 시스템을 파장변환광 

(wavelength swept source)을 바탕으로 depolarized light과 frequency multiplexing 방법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의 PS-OCT 방법과는 달리 샘플의 전반적 polarization 특성을 분석

할 수 있다. 이의 촬영속도는 약 30K depth scans/s, 깊이방향 촬영범위는 2.5mm in the air, 그리고 

이의 sensitivity는 약 98dB 이다. 이번 논문에서는 preliminary data로 birefringent 조직들인 chicken 

muscle, rat tail tendon, 그리고 human skin 에서의 PS-OCT 그림들을 보인다.

1. Polarization Sensitive Optical Coherence Tomgraphy (PS-OCT) 소개

PS-OCT는 빛의 반사를 바탕으로 하는 비침습적 생체조직 영상장치인 OCT에 기능이 추가된 형태로, 

반사광 양의 측정을 통한 고해상도 3차원 조직구조 촬영 이외에 반사광의 polarization state변화를 측

정하여 생체조직의 광학적 polarization에 대한 특성 정보를 제공한다(1). 반사광의 polarization state를 

바꿀 수 있는 조직들로는 일정한 미세배열을 갖고 있는 근육, 힘줄, 신경 등의 조직들과,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조직들인데 이들의 예로는 혈관, 힘줄, 성대, 피부 등이 있다. PS-OCT는 OCT

의 조직 층 구조에 대한 정보에 더하여 polarization 상태 변화를 통한 조직의 분자적 미세구성에 대한 

특성에 따른 다른 대비를 보여줌으로써 정상조직이 polarization 반응성을 가지는 경우 이들 조직에서는 

더 정확한 질병 진단을 할 수 있다. PS-OCT는 여러 가지 의학 연구들에서 사용된다. 피부의 경우 콜라

겐 denaturation에 따른 polarization 반응성 감소량을 측정하여 화상 정도를 비침습적으로 측정하거나
(2), 또한 피부노화와 polarization 특성 감소의 연관성 연구(3) 등이 있다. 심장혈관에서는 혈관주변을 싸

고 있는 물리적 지지 역할을 하는 조직층에서의 polarization 반응성을 측정하여 혈관의 rupture를 예측

하는 연구(4), 그리고 성대와 같이 최소 절제 수술을 하는 기관에서는 PS-OCT 촬영을 통한 비침습적 

질환범위 검사 연구(5) 등이 있다.  

2. PS-OCT와 소형 스캐닝 캐티더를 이용한 human vocal fold study

OCT용 영상 프로브는 광섬유를 바탕으로 소형 스캐닝 캐티더를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고, 이를 이용

하여 내시경 형태로 내부기관들을 3차원 고해상도 촬영할 수 있다. 일반 내시경으로는 표면만을 관찰할 

수 있는데 비하여 OCT 촬영은 조직 속 층구조를 촬영하여 질환 조기진단에 유용하다. OCT 기술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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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로 고속촬영이 가능하여 OCT를 바탕으로 한 내부기관의 전반적인 고해상도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식도, 폐, 그리고 대장 등의 기관에서 연구 중이다. 현재 고속촬영은 스캐닝 캐티더의 한계로 원통

형 기관들 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MEMS 기술을 이용하여 비원통형 기관에서도 고속촬영이 가

능하게 하는 2축 스캐닝 캐디터를 개발하였다(6). 이 캐티더의 끝에 2축 소형 MEMS 스캐닝 미러가 장

착되어 있고 자기력에 의해 구동되며, 소형이어서 고속 스캔이 가능하다. 이를 이용해 의학실험으로 성

대질환 환자의 PS-OCT 촬영을 수행하였다. 성대는 소리를 내는 기관인데 주기적인 물리적 진동에 의

한 nodule, polyp, scar 등의 질환들이 발생하고 외부공기와의 접촉으로 암, papilloma 등의 질환들이 

발생한다. 소리 발생을 위해 진동하는 부위는 표면 세포층으로 쌓여있는 이하의 유연한 조직인 

superficial laminar propria (SLP)인데 이 부위에 질병이 발생하면 수술에서는 소리보존을 위해 최소한

으로 도려내게 된다. PS-OCT 촬영은 질환의 3차원 분포를 비침습적으로 진단하여 수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단계로 3차원 PS-OCT 촬영을 통해 정상조직과 구분되는 여러 성

대질환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정상조직에서는 표피세포와 이하 조직사이의 층구조가 관찰되었고 이하 

조직인 SLP에서는 polarization 반응성이 관찰되었고, 암의 경우에는 층구조의 파괴 그리고 

polarization 반응성의 감소 등으로 정상조직과 구분되었다. PS-OCT 3차원 촬영은 암질환의 3차원 분

포를 보여주었다. 

그림 1. Human vocal fold OCT 영상 장치 및 암질환 환자의 3차원 그림. (a-b) MEMS scanning 

catheter 개략도 및 실제그림. (c) 환자 성대의 wide-field image, 왼쪽에 암질환이 있는 경우. (d) 왼

쪽 성대의 3차원 PS-OCT 이미지

3. Wavelength-swept source를 바탕으로 하는 고속 PS-OCT 개발

Wavelength-swept source를 바탕으로 하는 OCT 기술인 Optical frequency domain imaging (OFDI) 

기술은 기존의 SD-OCT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 현재 많이 사용된다(7). 이에 따라 OFDI 기술

을 바탕으로 하는 PS-OCT 기술을 개발하였다. 최근에 여러 가지 PS-OFDI 기술들이 개발되었는데(8) 

이는 샘플상당에서의 polarization 특성들인 birefringence와 diattenuation이 동일한 광학적 축 

(optical axis)에서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서 분석했다(9). 새로운 방법에서는 이러한 가정 없이 샘플 

polarization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PS-OCT에서는 샘플방향에 관계없는 특성 측정을 위하여 서로 

다른 polarization state를 가지는 두 개의 빔들을 샘플에 조명하는데, 여기서는 Poincare sphere에서 

180도 위상차를 내는 두 개의 빔들을 샘플에 동시에 조명하고 이에 대한 샘플 조직에서의 반사광들의 

polarization state를 frequency multiplexing로 동시에 측정하여 두 반사광들의 위상차를 측정할 수 있

게 하였다. 시스템의 촬영속도는 약 30K depth scans/s, 깊이방향 촬영범위는 2.5mm in air, 그리고 

이의 sensitivity는 약 98dB이다. 두 반사광들의 polarization state와 둘 사이의 위상차 측정을 통해 샘

플상당의 polarization 특성에 대한 Jones matrix를 구할 수 있고, Jones matrix decomposition 방법

을 이용하면 birefringence와 diattenuation을 완전히 분석할 수 있다. 현재는 데이터 분석법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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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계이다. 간단한 분석법을 이용하여 birefringent한 조직인 chicken muscle, rat tail tendon, 

human skin등의 PS-OCT 그림을 preliminary data로 보여준다.  

그림 2. 새로운 시스템의 개략도 (a) 및 닭 근육조직의 PS-OCT 그림 (b-c). (b)와 (c) 는 각각 

intensity 그리고 PS images. 

4. 결론

PS-OCT는 생체조직의 미세구조만을 보여주는 OCT에 비하여 부가정보를 제공하여 여러 생체조직들에

서의 질환 진단에 도움이 된다. 소형 MEMS 스캐닝 캐티더를 이용하여 여러 성대질환을 비침습적으로 

3차원 촬영하였고 질환의 분포를 관찰할 수 있었다. 새로운 고속 PS-OCT를 wavelength swept 

source와 depolarized light을 이용하여 개발하였고 여러 birefringent한 생체조직들에서 새로운 시스템

을 테스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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