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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은 근적외선 영역 광자 두 개를 동시에 여기했다가 형광으로 방

출하는 비선형 현상을 이용한 이광자 현미경은 살아있는 세포를 넘어 생체조직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 관찰 및 3차원 이미지 해석이 가능한 매우 효과적인 장비이다.(1-2) 

그러나 상용화된 이광자 현미경은 매우 고가이고 응용의 다양성을 위한 구조적 변형이 매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모드잠김 이터븀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하여 비용 효율이 높고 다루

기 쉬운 이광자 현미경을 구현 하고자 한다.

비용 절감의 주요인인 여기 광원의 모드잠김 이터븀 광섬유 레이저와 레이저빔 스캔, 이

미지 획득을 위한 현미경 부분을 자체 개발하여 이광자 현미경을 그림 1과 같이 구현 하였

다. 여기 광원은 여기 파장 1064 ㎚, 반복률 35 ㎒, 펄스폭 320 fs, 최대 평균 출력 80 ㎽, 

최대 순간 출력 7 ㎾로 이광자 여기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현미경 부분의 2D 레이저 

빔 스캔과 이미지 획득은 그림 2와 같이 이루어진다. 제어 보드 (Position-Pro 2; 

Cambridge Technology)로 동기화된 x, y 스캔 미러 (6215H; Cambridge Technology)의 

각을 조절하여 시료에 레이저 빔을 주사한다. 형광 이미지를 고속으로 획득하기 위해 프레

임 그래버 (frame grabber, PCI-1409; National Instruments)로 광전 증배관 (photo- 

multiplier tube, R3896; Hamamatsu)으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처리한다. 프레임 그래버는 

제어 보드로부터 제공되는 라인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H sync 신호,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V sync 신호와 신호 발생기(33220A; Agilent Technology)로부터 발생되는 Pixel 

clock에 따라 1초당 400 × 400 픽셀의 이미지를 생성한다. 프레임 속도는 이미지의 크기

와 스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3은 그림 1의 여기 광원에 대한 상세한 구성도이다. 980 ㎚ 펌프 광으로 증폭매체

인 이터븀 광섬유를 펌핑하면 링 형태의 공진기 안에 1064 ㎚ 영역에서 수많은 모드들이 

발생된다. 발생된 모드들은 공진기 내의 편광 제어 장치와 편광 광 분배기에 의해 수동적으

로 모드잠김이 되고 공진기 길이로 인해 35 ㎒로 증폭매체를 반복 통과하면서 증폭된 광 

펄스를 생성한다. 보다 효과적인 이광자 여기를 위해 광 펄스는 한 쌍의 회절격자 (grating)

와 재귀반사기 (retroreflector)의 역할을 하는 거울로 구성된 광 펄스 압축기에 의해 압축

된다. 압축된 광 펄스의 폭을 측정하기 위해 제2 고조파 발생 자기 상관계 (SHG auto- 

correlator)를 만들었으며 측정할 광 펄스와 용이한 정렬을 위해 광섬유 입력 단을 사용하

였다. 압축된 펄스 광원의 스펙트럼은 그림 3의 (b)와 같으며 광섬유 입력 단에서 자기 위

상 변조 (Self Phase Modulation)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광파워는 감쇄시켰다. 자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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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펄스폭 측정결과인 그림 3의 (c)를 보면 압축된 펄스폭은 460 fs이며 가우시안 펄

스로 가정하면 압축된 펄스의 실제 폭은 약 320 fs이 된다.

그림 4는 구현된 이광자 현미경에 의해 얻은 RBL-2H3의 형광 이미지와 porcine 스킨 

SHG 이미지이다. 60X, N.A. 0.9 대물렌즈 (Olympus)와 미토콘드리아를 염색하기 위한 형

광물질 DiI (Invitrogen)가 사용되었다. z 축으로 200 ㎚마다 RBL-2H3의 2D 형광 이미지

를 얻어 3D 이미지화하였으며 형광물질의 염색 없이 porcine 스킨에 포함된 콜라겐의 

SHG 이미지도 얻었다.

본 논문에서는 모드잠김 이터븀 광섬유 레이저와 레이저빔 스캔 및 이미지 획득을 위한 

현미경 부분을 자체 개발하여 비용 효율이 높고 다루기 쉬운 이광자 현미경을 구현하였다.

   

       그림 1. 이광자 현미경 구성도        그림 2. x, y 스캐너 제어 및 이미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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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모드잠김 이터븀 광섬유 레이저의 구성도 (a), 스펙트럼 (b), 압축된 펄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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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RBL-2H3 형광 이미지(a), RBL 3D 형광 이미지(b, c), Porcine 스킨 SHG 이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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