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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dical Optics and Instrumentation Laboratory

김기현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1. 서 론

레이저를 비롯한 빛을 이용한 기술들은 광원의 발전

과 함께 점차 응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생물학

과 의학에서는 광학을 바탕으로하는 영상 기술들이 급

격히 발달하고 있는데, 이는 빛이 생체구성 물질과 여

러가지 상호작용(흡수, 산란, 형광 등)을 하므로 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대비도를 가지는 영상기술들을 개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물학에서는 생명현상의 기작

연구로 다양한 작용요소의 형광 표지와 이들의 상호작

용을 살아있는 세포내에서 관찰 하는 형광현미경이 필

수적인 요소이다. 여기에 배양된 세포뿐만 아니라 생

체조직 내에서 세포 및 분자 영상을 할 수 있는 고성

능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의학에서는

일반적인 진단영상 기술로 MRI, CT, PET, Ultrasound

등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일정 크기 이상의 병변

들만 탐색할 수 있어 병변의 조기 진단에 어려움이 있

다.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고 민감도 세포단위 또는 분

자대비 영상기술과 이들의 내시경화가 필요하여 최근

광학 영상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또한 고출력 고성능

레이저의 발전을 통해 레이저 시술이 보편화 되고 있

어 영상기술과 결합한 레이저 시술 또는 정밀수술이

가능해 지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생명학 연구와 의학에서 기작연구,

진단 및 치료 기술의 진보를 위한 광학영상 기술을 개

발한다. 구체적으로 생명학 기작 연구을 위한 고성능 현

미경 기술과, 의학에서 병변의 조기진단 및 정밀 수술에

이용될 수 있는 광학영상 기술 및 소형화 기술을 개발

한다. 본 지면을 통해 우리 연구실에서 개발하는 핵심

기술 및 응용, 그리고 연구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2. 고성능 현미경 기술 개발 및 응용

2.1 고성능 이광자현미경 개발

이광자현미경(two-photon microscopy)은 이광자 여

기(two-photon excitation)를 기반으로 3차원 해상도를

<의학 생명학에서 사용되는 영상기술의 분류 및 본 연구실의 주력 영상기술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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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레이저 스캐닝 형광 현미경 기술이다. 일반적

인 형광 여기에서는 형광분자가 고에너지를 가지는 광

자를 흡수하여 여기되는데 비해 이광자 여기는 형광분

자가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여기광자 두개를 동시에

흡수하여 여기되는 현상으로 여기광의 밀도가 높은 3

차원 초점에서만 국부적으로 일어난다. 이광자현미경

은 여기광 초점을 3차원으로 스캐닝 하면서 발생한 형

광광을 집속해서 영상촬영 한다. 이와 같이 이광자 여

기는 여기단계에서 3차원 해상도를 가지므로 부가적

인 장치 없이 형광광을 집속하여서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고 세포나 생체조직을 3차원 촬영할 수 있다. 

이광자현미경은 레이저 스캐닝 현미경이다. 여기광

으로는 Ti-Sapphire 펄스 레이저를 사용한다. 이는 이

광자여기 현상은 효율이 매우 낮아 펄스레이저를 이용

해야만 충분한 촬영속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레

이저 빔의 스캐닝을 위해 galvanometer x-y scanner를

사용한다. Dichoric mirror는 여기광을 반사하여 대물

렌즈로 보내고 대물렌즈는 여기광을 집속시켜 초점에

서 이광자 형광현상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발생된 형

광광은 다시 대물렌즈에 의해 집속되고 dichroic

mirror을 투과하여 PMT (photomultiplier tube)라는 광

센서에서 수집된다. 

이광자현미경은 in vivo tissue imaging에 적합한 기

술이다. 여기에는 이광자현미경의 두가지 특징이 있는

데, 첫번째는 형광발생과 관련된 photo-damage를 최

소화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다른 형광현미경 기술에

비해 불투명한 생체조직 촬영에서 높은 촬영깊이를 가

진다는 점이다. 형광발생은 형광물질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변화를 수반하므로 형광발생 과정에서 형광물질

은 반응성이 높아져서 주변에 광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형광물질 자체도 더 이상 형광을 낼 수 없는 상

태인 photobleaching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광손상은

형광 현미경을 이용한 in vivo imaging의 한계로 알려

져 있다. 이광자현미경은 형광발생이 3차원 여기광의

초점에만 국한되므로 형광발생과 관련된 광손상을 최

소화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광손상으

로 세포나 분자를 관찰할 수 있다. 이광자현미경을 비롯

한 광학현미경의 생체조직을 촬영하는 경우 촬영깊이

는 조직 내 구성물질의 빛의 산란에 의해 제한된다. 이

광자현미경의 경우 여기광의 초점이 표면아래 심부에

맞춰져 있는 경우 여기광이 초점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산란이 일어나서 초점에 도달하는 여기광의 에너지가

줄어들어 형광발생 효율이 낮아지고, 초점에서 발생한

형광광도 대물렌즈에 의해 집속되기 전에 산란된다.

일반적인 3차원 형광현미경에서는 촬영과정에서 여기

광과 형광광 중 산란되지 않는 광만을 이용하므로 여

기광과 형광광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둘다 받게 되지

만, 이광자현미경에서는 형광광이 여기광의 3차원 초

점에서만 발생하므로 대물렌즈에서 집속된 모든 형광

광들을 신호로 다 받아들이므로 형광광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덜 받는다. 이를 이용하여 이광자현미경은 다

른 형광현미경에 비해 촬영깊이가 높아 조직내 수백

마이크론 깊이에 있는 세포들도 촬영할 수 있게 되었

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in vivo tissue imaging 연구가

< 이광자 여기 및 이광자현미경 개략도. 일반적인 형광현상인 one-photon excitation과 이광자 여기 (two-photon excitation) 

현상의 비교에서 이광자 여기는 레이저 초점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광자현미경 개략도: 여기광은 붉은 색으로 그

리고 형광광은 초록색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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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었다. 

이광자현미경은 생물학 중 생체조직이나 동물모델

을 바탕으로하는 연구에서 예전에 보지못하던 생체조

직 안 세포들을 in vivo로 관찰할 수 있게 하여, 실제

생체조직 내에서세포 거동에 대한 이해도를 급격히 증

대 시켰다. 예를 들면 쥐 동물모델에서 뇌 속에 있는

뇌세포를 green fluorescent protein을 발현하도록 유전

자 조작하고 이광자현미경으로 자극에 대한 뇌세포의

거동(plasticity) 관찰연구가 지난 2000년도 초에 많이

수행되었고, 그이후 알츠하이머 같은 뇌 병변의 진행

과정 및 약물 투여시 변화 관찰 등이 수행되었다. 뇌세

포 연구 이외에 암조직에서 암세포의 거동, 암조직 내

혈관 분포 및 혈류 측정등이 수행되었고, 생체조직 내

면역세포 간 상호작용 관찰이 림프구에서 촬영되었다.

이와 같이 이광자현미경의 개발과 더불어 생체조직 내

세포의 in vivo imaging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일반 배양세포와는 다른 생체조직 내 세포 거동에 대

해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실에서는 기존 이광자 현미경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노력한다. 

• 촬영깊이 향상

이광자현미경의 촬영깊이를 높이는 방법으로 (1) 산

란된 형광광을 잘 집속하기 위해 형광광 광로의 수집각

을 높이는 방향으로 형광광 광로를 설계 제작하였다.

(2) 대물렌즈에 의해 수집되지 못하는 형광광을 수집하

기 위해 대물렌즈 주변에 부착할 수 있는 곡면 미러 개

발, (3) 산란에 영향을 덜 받는 장파장 여기광(1300 nm)

이용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촬영속도 향상

생체조직의 동적 현상들의 관찰을 위해서는 고속 촬

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8KH 공진주파수에서 동

작하는 resonant 스캐너를 이용해서 촬영속도를 약

40 frames/s 까지 달성한다.

• 영상대비도 향상

이광자현미경을 비롯한 형광현미경의 장점은 다양

한 파장의 형광프로브들을 이용 다중표지 하여 보고자

하는 분자 또는 세포의 interaction을 영상화 하는 것이

다. 하지만 다중 형광 레이블링의 어려움으로 실제 세가

지 이상의 형광프로브를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

에 대한 대안으로 자가형광(autofluorescence)를 이용하

는 방법이 개발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자가형광은 신호

가 매우 미약하여 이를 바탕으로 촬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tryptophan

을 이용한 자가형광 촬영이다. Tryptophan은 단백질 구

성요소인 amino acid의 하나로 세포 내 및 세포밖

extracellular matrix에 분포되어 있다. Tryptophan은 여

기광 파장이 280 nm 인 deep UV에서 최대 효율을 가

<이광자현미경에서 빛산란의 영향. 왼쪽 두 그림은 산란이 없는 경우: 모든 여기광은 초점에 모이고 초점에서 발생한 형

광광은 일부가 대물렌즈에 의해 집속됨. 오른쪽 두 그림은 산란이 있는 경우: 여기광의 일부가 산란되어 초점에 도달하

는 여기광이 줄어들고, 초점에서 발생된 형광광도 일부가 산란됨>

<살아있는 쥐 동물모델 속 뉴런의 3차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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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일반적으로 UV 광을 여기광으로 사용하는 현미

경은 일반적인 광학유리에서는 투과성이 매우 낮아

quartz와 같은 특수한 광학재료가 필요하다.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광자여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광자여기를 위해서는 580 nm대의 펨토초 레이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본 연구실에서는 OPO 레이저를

이용한다. 

2.2 이광자현미경 기반 생물학 연구

• 소장에서 면역세포 연구

면역연구는 이광자현미경의 in vivo tissue 연구 중

중요한 생물학적 연구 영역들 중 하나이다. 면역은 외

부 병원균 및 내부 질병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이

에 대한 연구는 질병에 대한 이해,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등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면역시스템은 다양한

면역세포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면역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들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소장은 영양분을 흡

수하는 기관인데, 소장 내에는 다양한 세균들이 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제어를 위해 면역 세포들이 상주하고

있다. 소장 내 면역세포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소장의 in vivo tissue imaging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면역세포들에 대한 레이블링과 이들 면역세

포의 in vivo 영상촬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첫번째 단계로서 ex-vivo tissue에서 면역

세포 촬영을 수행하였고, 현재 in vivo 촬영을 위해 연

< 본연구실에서 개발한 고성능 이광자현미경 모습, 두개의 레이저를 이용 (Ti-Sapphire, OPO) 여기광의 파장대를 넓혔

고, 현미경의 형광광 수집경로를 설계 제작하여 형광광 수집효율을 증대하였다>

<이광자현미경을 이용한 3차원 영상: 림프구 내 면역세포의 3차원 영상 (왼쪽), 잎 내 엽록소들의 3차원 분포와 광량변

화에 따른 움직임 관찰(오른쪽). 위: dark adaptation, 아래: 고광량 상태에서 엽록소들이 표면 아래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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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진행하고 있다. 

• 식물연구

식물연구에서도 in vivo 현미경 관찰이 필요한 다양

한 현상들이 있다. 그중 엽록소의 거동관찰은 식물의

중요한 대사과정인 광합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이

광자현미경은 엽록소의 자가형광을 이용해 촬영할 수

있다. 엽록소는 조명광의 광량의 환경에 따라 적응하

기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엽록소

의 거동 변화를 광량을 조절하면서 이광자현미경을 이

용해 주기적으로 촬영하여 분석하였다. 조명광의 광량

에 따라 잎 내부에 있는 엽록소는 저 광량에서는 광합

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표면 근처로 움직이고, 고 광량

에서는 엽록소의 손상 방지를 위해 표면 아래로 움직

이는 것을 관찰하였다. 

3. 고성능 다기능 광단층영상 개발 및 응용

본 연구실에서는 생물학적 in vivo 기작 연구를 위

한 이광자현미경 이외에 의학적 병변 진단에 사용될

수 있는 optical coherence tomography(OCT, 광단층영

상) 기술을 개발한다. 광단층영상은 빛의 반사를 바탕

으로 하는 3차원 영상기술이다. 반사를 이용하는 점에

서 초음파 영상과 유사하지만 빛을 사용하므로sub-

tenth micrometer 해상도의 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고 빛과 조직간의 interaction를 관찰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광단층영상은 다른 깊이에서 발생하는 반사빛을

low coherence interferometry (LCI)를 이용해 구분한

다. LCI는 broadband를 가지는 광을 광원으로 사용하

고 생체조직에서 반사되는 빛과 이와 광로거리가 비슷

한 기준 반사광과 섞어 발생하는 간섭 신호를 관찰하

는데, 이 간섭 신호는 broadband light 전체의 간섭을

보는 경우 조직에서 반사된 빛과 기준단에서 반사된

빛의 광로차가 일치하는 좁은 구간에서만 간섭이 발생

한다. 그러므로 기준 반사광의 경로를 변화시키면서

간섭신호를 측정하면 샘플의 다른 깊이에서 반사된 빛

들을 구별할 수 있다. 이를 time domain OCT (TD-

OCT)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준단을 일정한 위

치에 고정시키고 간섭신호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방

법이다. 이 간섭 스펙트럼에는 기준 반사광과 샘플 반

사광의 광로차이에 의해 스펙트럼 상에서 다른 spatial

frequency를 가지는 modulation을 일으키므로, 샘플의

다른 깊이에서 반사된 빛을 구별할 수 있다. SD-OCT

에서는 한번의 스펙트럼 측정으로 그 샘플 위치에서

깊이 방향 반사도를 알아내므로 TD-OCT에 비해 고속

촬영이 가능하여 최근 널리 사용된다. 촬영속도는 약

50 K depth-scan/s 에서 최고 200 K depth-scans/s까지

가능하다. 이는 환산하면 10 mm 길이 ×2 mm 깊이의

단층영상을 약 50~200 frames/s 속도로 촬영할 수 있

는 것이다. 

광단층영상 기술은 반사도의 차이에 의해 조직의 미

세구조 (수십 마이크론 단위의)를 약 1.5 mm~2 mm

깊이까지 촬영할 수 있다. 이 촬영깊이도 또한 이광자

현미경과 마찬가지로 빛의 산란에 의해 제한된다. 긴

파장의 빛을 이용하므로 이광자현미경에 비해서는 높

은 촬영깊이를 가지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촬영

깊이가 표면층에 국한되어 한계점이 된다. 하지만 대
<광단층영상의 원리와 각막 3차원 영상 그림>

<TD-OCT (왼쪽) 그리고 SD-OCT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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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병변이 표면에서 발생하므로 내시경 형태로 접

근하면 내, 외부 기관의 병변탐지에 유용하다. 광단층

영상은 빛의 반사양 측정을 통한 조직 구조 관찰 이외

에도 반사광의 생체조직 내 편광 변화와 도플러 효과

에 의한 위상변화를 측정하여 조직의 복굴절도와 조직

내 혈관의 혈류속도 및 혈관분포를 촬영할 수 있다. 조

직의 복굴절도는 조직내 미세 구성요소의 균일도나 콜

라겐의 함유 및 방향성을 가지므로 생기는 광학적 특

성인데, 근육조직과 같이 근육세포가 일정한 방향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복

굴절도는 정상조직과 비정상조직을 구별에서 부가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병변 구별에 도움이 된다. 

광단층영상 기술은 광섬유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구

성되므로 소형 영상 모듈 개발이 용이하다. 이를 이용

하여 내부기관 관찰이 가능한 내시경이 개발되었고 특

히 원통형 기관의 경우 스캐닝 방법 구현이 비교적 간

단하여 이들 기관의 3차원 내시경 촬영이 가능하고 이

를 이용한 병변의 진단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광단층영상 성능향상을 위해 다양

한 기술들을 개발한다. 

• 고속화: 고속화는 고해상도 영상인 광단층영상의

의학적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고해상도 영상의 단

점은 촬영영역이 좁다는 점인데, 고속 촬영을 통해 충

분히 넓은 영역을 촬영을 통한 검사가 가능하여 의학

적으로 의미있는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 다기능화: 편광 광단층 기술은 일반적인 광단층영

상에 비해 병변과 정상조직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단층영상의 의학적 적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

이다. 내시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편광 광단층 측정기

술과 영상분석 기술들을 개발한다. 도플러 광단층영상

기술은 생물학적 측면에서 혈관 분포를 일반 현미경에

비해 더 넓고 깊은 영역에서 촬영하는 장점이 있다. 이

를 이용해 동물모델에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다. 

• 소형모듈 기술 개발: 광단층영상은 광섬유를 기반

으로 시스템이 구성되므로 광섬유를 이용하여 소형 영

상모듈 개발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3차원 내시경 형

<편광 광단층영상의 예, 왼쪽이 조직구조를 보여주는 intensity 그림, 오른쪽이 복굴절도를 보여주는 ps 그림이다. 흑백의 

밴드층이 복굴절이 있음을 보여준다> 

< OCT 내시경 및 내부기관인 성대 촬영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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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영상촬영이 가능하다. 소형 모듈은 내부기관 병

변 진단에 사용될 수 도 있고 그리고 정밀 수술의 영

상 가이드로 이용될 수도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소형

모듈화를 통한 내부기관 진단 및 영상 가이드 기술을

개발한다. 

의학 연구로서 진단 뿐만 아니라 OCT 영상가이드

를 통한 수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OCT 영상 가이드를 통한 정밀 펨토초레이저 절제

기술 개발

펨토초레이저 절제 기술은 펨토초레이저의 초점에

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절제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레이저 시술법인 흡수를 통한 가열 응고 작용에 비해

주변조직에 대한 손상 없이 정밀 절제할 수 있는 방법

이다. 정밀 펨토초레이저 시술법은 안구 수술에 적용되

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각막절제 방법으로 이용되다

가 최근에 백내장 수술에서 렌즈캡슐 정밀 절개에 사

용되기 시작했다. 각막절개와는 달리 렌즈 캡슐 절개를

위해서는 영상을 통한 절개위치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최적의 방법이 OCT 영상과 결합하여 OCT 가이

드 정밀 절개술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정밀 백내장 수

술을 위하여 펨토초레이저를 이용한 정밀절개와 OCT

를 결합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 소형 모듈화를 통한 정밀 수술의 영상 가이드

정밀 수술은 수술용 로봇을 이용해 작고 좁은 공간

에서도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그 수

술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정밀 수술의 성공을

위해서는 병변의 완전한 절개와 수술 부작용 최소화의

두가지가 필요하다. 광단층영상을 비롯한 고해상도 영

상 기술은 정밀 수술과정에서 실시간 영상을 통해 신

경등 주요부위의 손상의 방지 및 절개범위 결정에서

가이드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성능 OCT 개

발, 소형 모듈화, 그리고 실시간 영상제공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4. 맺음말

광학영상 기술은 생물학과 의학에서 이미 필수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더 나은 기술에 대한 수요와 기

반기술 발전으로 향후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

학영상 기술은 translational study의 대표적인 기술로 지

속적인 개발을 통해 생명과정 및 질병의 기작 이해, 보

건 진단 및 치료기술 향상, 그리고 산업화에 기여할 것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