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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는 이전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2014년 현재 300조원 규모로 성장하였고 최근 5

년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1]. 그 중 영상 

진단기기가 약 22%를 차지하며 “질병의 가시화”를 통해 

환자 치료를 위한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부경대학교 의공학과 “의광학 및 생체유체 연구실 

(Biophotonics and Biofluid Research Laboratory, 이하 

BBRL)”에서는 최근에 연구 개발되고 있는 영상 진단 기

법인 광간섭 단층 촬영 기법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이하 OCT)을 사용한 진단기기를 개발하고 

이를 비임상 및 임상 그리고 비파괴검사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임상의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고출력 및 저출력 레

이저치료를 포함한 치료진단 융복합기기 개발, 다중모드 

진단기기 개발, 광감응성 염료 이용 진단 및 치료 등의 연

구도 수행하고 있다. 또 개발된 기기를 사용하여 개발도

상국에 교육훈련 및 의료봉사를 나가기도 한다.

OCT는 광간섭 현상과 공초첨 현미경 원리를 조합하여 

생체조직 내부의 미세 구조를 영상화할 수 있는 높은 분

해능을 가진 영상 진단 기기이다. 1991년 Science지[2]에

소개된 이후, 의학용 및 비의학용 영상기술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의학용으로는 안과에서 가장 활발히 개발, 이

용되고 있으며 영상진단 기기로 최근 의학계 관심이 높아

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Fig. 1. 상업화된 안과용 OCT (좌), 심장내과용 OCT (우).

광은 파장에 따라 생체를 투과하는 깊이가 다르며, 초

음파 진단 기기와 다른 비침습 영상 진단 기기에 비해 투

과 깊이가 깊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OCT의

투과깊이는 1~2 mm 이다. 하지만, 분해능 측면에서는 다

른 생체촬영 영상 장치인 초음파, 고분해능 CT, MRI등에 

비해 훨씬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2~10㎛).

OCT의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진단영역

은 안과(백내장, 황반변성, 녹내장), 심장내과(동맥경화), 

호흡기 및 소화기 내과(내시경), 피부과, 종양내과(초기암 

진단) 등이다. 한편 비의학용으로는 LCD 비파괴 검사, 보

석감정, 고화감정 등이 있다.

한편 OCT는 기능적 영상도 획득할 수 있는데 대표적

인 것이 도플러 OCT이다. 이를 사용하면 조직 내 혈류속

도를 비침습적으로 단층촬영할 수 있다. 또 도플러 OCT

는 미세관내의 속도장 및 혼합장을 영상화 할 수 있어서 

마이크로플루이딕스 분야에서도 사용된다. 이외에도 편

광 감응 OCT는 조직의 복굴절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광열 OCT는 광수용체를 흡수한 조직의 특정부위만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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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 할 수 있다. Optical Coherence Elastography, 이하 

OCE)는 조직의 기계적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BBRL은 OCT 4기를 연구에 활용하고 있으며, 800nm, 

1060nm, 1300nm 광대역 광원 및 파장가변광원, 고속 라

인스캔 카메라, 의료용 및 연구용 초음파, 수술용 현미경, 

다양한 내시경을 보유하고 있다.

비임상 및 임상실험은 “동남권 의공학 임상혁신 연구

소”를 발족하여 동남권 지역 의대 및 수의대와 협업을 통

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호흡기내과, 안과, 이비인후

과, 재활의학과, 병리학과, 동물실험실 등의 소속 의사 및 

연구진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Fig. 2. BBRL연구팀 구성

2. 연구 내용 소개

2.1 유동가시화 응용: 혼탁한 마이크로 채널내의 유

동장 및 혼합장 동시 가시화 [3]

유동가시화 영역에 도플러 OCT를 적용한 연구로서 혈

액 등 혼탁한 생체유체를 포함하고 있는 마이크로채널에

서의 속도장 및 혼합장을 가시화하였다.

Fig. 3. 마이크로 채널내의 기체-액체 2상 유동 구조 및 
속도 단층촬영 예 (z 축은 line of sight 방향)

반도체 산업에서 주사전자현미경이 반도체 칩의 품질

검사를 담당하고 있듯이, 복잡한 마이크로채널의 품질검

사는 도플러 OCT가 최적이다. 복잡한 마이크로채널 제작

시 불량품 검증, 내부 속도장 및 혼합장의 평가 등에 있어

서 단층촬영기법을 이용한 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미경을 이용한 en face 촬영은 시선방향 (line of sight)

의 정보가 혼합되어 채널 내 단면에서의 혼합패턴을 가시

화 할 수 없다. 이런 경우 공초점 현미경이나 다광자 현미

경을 사용하여야 되는데 이런 장비들은 도플러 효과를 이

용할 수 없다.

2.2 호흡기 질환응용: 기도손상으로 인한 기도 개형

정도 및 지방줄기세포 생착의 광학적 조사 [4]

상처치유에 지방줄기세포를 사용하는 세포 치료법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 호흡기 분야에서의 관심사는 기도 

손상인데 일반적으로 기도 손상은 기관 내 삽관, 기관절

개술, 기도 열상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기도 점막에 

발생한 손상은 염증반응, 궤양을 동반하며 지속될 시에 

기도 괴사를 일으킨다.

기도 협착증의 경우 외과적인 수술 방법 이외에 기구확

대, 스텐팅, 레이져 치료법과 같은 다양한 치료 방법이 모

델로 제시되어 왔지만 치료 과정에서 점막에 외상을 줌으

로써 부차적인 기도손상을 유발시켰다. 최근 기도손상에 

대한 지방 줄기 세포 치료는 부차적인 외상 유발이 없다

는 점에서 혁신적인 치료방법으로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기도 협착에 대한 치료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끼를 사용하여 기도 손상 및 기도 

협착모델을 개발하고 OCT와 형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기

도손상 정도를 정량화하고 복강내 주입을 통한 줄기세포

의 치료 가능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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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기도 점막 손상으로 인한 기도개형 OCT 
3차원 가시화 (a) mild, (b) moderate, 
(c) severe손상. 점막 및 기저막의 두께가 손상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두꺼워짐.

Fig 5. (A,D)기도손상+지방줄기세포주입, 손상된 기도

점막에 지방줄기세포가 생착됨, (B,E) 
정상기도+지방줄기세포주입, 생착되지 않음, 
(C,F) 기도손상+생리식염수주입, 생착되지 않음.

2.3 안구질환 응용: 안구종양모델 개발 및 융합진단

치료 기법 개발 [5]

안구는 광학적으로 투명하기 때문에 광학적 진단 치료 

기법을 개발하는데 최상의 장기이다. BBRL에서는 광학

적 진단 및 치료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토끼의 안구에 

종양모델을 개발하였다. OCT는 고해상도 단층촬영이 가

능하여 종양 주입 전후 및 종양 성장 예후 모디터링에 효

과적으로 사용되었다.

Fig. 6. 토끼 안구에 종양을 이식하여 종양모델을

만들고 있음. (a,b) 종양이식 전, (c,d) 
종양이식 직후, (e-h) 종양이식 후 예후 관찰.

Fig. 7. ICG광열/광역동 치료 후 FA영상. 종양이

효과적으로 괴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토끼 안구종양 유발 후 이의 치료를 위하여 Indocyanine 

Green (ICG)를 이용한 광열/광역동 치료를 수행하였고 

치료효과를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형광혈관조영술 

(Fluorescent Angiography, 이하 FA), OCT 및 고해상도 

초음파로 추적관찰을 수행하고 있다.

2.4 근질환 응용: 궁둥신경 절단 동물모델을 사용한

근감소증 연구 [6]

노화과정의 결과로서 또는 질병에 기인한 결과로서 근

감소증은 인간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40-50세 동

안은 근육의 질량이 0.5%-1%씩, 60-70세 동안은 1-2%씩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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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정상 근육 (상) 및 근감소증 근육 (하)의 OCT 
소견. 근섬유들의 배열의 방향성이 깨어지고

있으며 근감소로 인한 근막 격자 크기가 

축소되고 있음을 관찰함.
근감소증이 진행되는 동안 근육의 구조변화를 알아보

기 위하여 흰 쥐를 이용한 동물모델을 확립하였다. 궁둥

신경을 절단하여 운동을 제한함으로써 근감소증을 유도

하고 근육의 구조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OCT, 고해상도 

초음파 및 조직검사를 수행하였다.

3. 맺음말

부경대학교 의공학과 의광학 및 생체유체 연구실에서

는 “질병의 가시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광기술을 기반으로 한 진단 및 치

료기기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의료기기 개발을 위하

여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임상의 뿐만 아니라 기계, 전자, 화공, 물리, 생물 등 이공

계 전문가들과 협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술한 호흡기, 안구, 근골격 질환 외에도 다양한 질병

을 대상으로 비임상실험이 진행 중이고 2건의 임상실험

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 BK21 Plus 사업단에 선정되어 학부 교육의 내

실화에 이어 대학원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개발하고 성능을 향상시킨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아프리

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의료진을 교육하기도 하고 의료

진과 팀을 이루어 협진에 나서기도 한다. 이를 통하여 강

의실에서는 성취할 수 없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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