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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 광학 현미경은 점차 그 회절 한계에 도달하여 파
장이하(subwavelength)의 분해능을 요하는 생물시료의 측정

에서는 형광 현미경(fluorescence microscopy) 기법을 많이 사
용하고 있다. 살아있는 세포내에서 단백질들의 상호작용은 
동적이므로 기존의 생체 물질 측정에서 화학적으로 세포를 
고정(fixation)시키고 생체물질 간의 작용에 대한 정보를 얻
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체물질을 조작/변형시킴에 따
라 세포 내 물질들의 반응을 감지하고 수 나노미터 정도의 
생체물질의 위치변화를 측정 및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분자모터(molecular motor)나 단백질, 그 외의 
단일 생체분자(single bio-molecule) 등의 동역학적 특성을 관
찰하고 각각의 세포내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높은 공
간 분해능과 높은 시간 분해능으로 단일 생체분자를 추적

(tracking)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다. 
형광을 이용한 단분자 위치 추적법은 지난 몇 십년간 

나노크기 분자들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기술로써 발전해왔

다. 단일 분자의 관찰로 일반적으로 집합적인 평균치

(ensemble average)를 구했던 기존 방법에 비해 생체분자의 
동적 상태 변화의 직접적인 관측이 용이해졌다.[1] 

광학적인 단분자 위치추적 방법은 동시형광법

(epifluorescence microscopy), 내부전반사 형광법(TIRF, Total 
Internal Reflection Fluorescence microscopy), 그리고 공초점

(confocal) 및 NSOM(Near-field optical scanning microscopy) 등
을 이용하여 형광 이미지를 획득한 후, 이미지 분석을 통
하여 단분자의 변위를 추정 하는 것이다.[2,3,4,7]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현미경을 이용한 동시형광법을 
통한 형광 이미지 분석을 통해 단분자의 위치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나노 소재로 각광 받
고 있는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팁(tip) 끝에 형광 
물질을 입힌 뒤, 정전기력을 이용하여 탄소나노튜브 팁에 
변위를 가하고 이를 측정하였다. 

 
 

 
 

 
Fig. 1 (a) Experimental set-up for electrostatic actuation of the 

fluorescent molecule on top of the CNT tip, optical(b) and 
fluorescence(c) image of the fluorescent molecule. 

2. 단분자 위치 측정 시스템  
단분자의 위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Fig. 1 과 같이 형광 

분자를 직경 165nm, 길이 22.7μm 의 탄소나노튜브 팁 끝
에 고정시키고 이를 다시 텅스텐 전극에 부착시켰다. 양전

극에 0~30V 까지의 직류전압을 인가하였다. 양전극 사이의 
전압에 따라 정전기력에 의해 탄소나노튜브 끝이 상대 전
극으로 휘어지고, 이에 따라 형광 분자에 미소 변위를 가
할 수 있게 하였다.[8]  

사용한 형광 물질은 Alexa Fluor 488 (Invitrogen 社

Excitation: 495nm / Emission: 519nm)이고, IX71(Olympus 社) 도
립현미경에 100X 대물렌즈(NA:0.9)를 장착하고, 형광 물질

의 여기/방출(Excitation/Emission) 파장에 맞는 필터를 끼운 
뒤, Cooled CCD 카메라(QImaging, 4.65μm X 4.65μm pixel)를 
이용하여 형광 이미지를 측정하였다. CCD 카메라의 노출시

간을 줄이기 위해 2 X 2 binning 모드를 사용하였고, 이는 이
미지 평면상(대물렌즈 배율 100X 를 고려했을 때)에서 픽셀 
하나의 크기가 95nm 임을 의미한다. 즉, 단순 이미징을 한 
경우 본 시스템의 분해능은 95nm 를 넘을 수 없으므로 픽
셀 이하의 분해능을 위해 형광 이미지상에서의 세기

(intensity)를 피팅(fitting)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3. 단분자 위치 측정  
미소 크기의 형광 물질에서 나오는 빛은 점광원으로 볼

수 있는데, 점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는 이미지 평면에

서 다음과 같은 가우스 분포(Gaussian distribution)로 근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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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00 , yx 는 가우스 함수의 중심으로 형광 물질

의 위치로 생각한다. bgI 는 CCD 카메라의 배경 노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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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istogram of intensity values in fluorescence image. The 

peak, centered at bgI , is due to noise in the CCD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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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uorescence intensity through the x-axis in fluorescence 
image (circle) and its Gaussian fitting (solid line).  

 
(background noise)로써 Fig. 2 와 같이 형광 이미지의 각 픽 
셀이 갖는 빛의 세기 히스토그램을 그린 후, 가장 빈도가 
높은 값으로 취했다. 

CCD 카메라를 통해 얻은 형광 세기 분포를 한 축에 대
해 얻으면 Fig. 3 에서 원모양과 같은데 이를 Eq. 1 과 같은 
가우시안 함수로 x 축에 대해 피팅(least square fit)한 결과는 
실선과 같다. 연속된 형광이미지로부터 x, y 축 각각에 대하

여 이러한 피팅 과정을 반복하여 매 순간의 형광 물질 위
치 ),( 00 yx 을 추정한다.  

각 픽셀에서의 형광 세기가 통계적인 에러(statistical 
error), iσ 를 갖게 된다고 할 때, 배경 노이즈를 보정한 신

호대잡음비(SNR)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

bg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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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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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의 경우, 최대 형광 세기 604.0max =I , 배경 

노이즈 070.0=bgI , 각 픽셀에서의 통계적 에러 

015.0=iσ  이고 SNR 은 약 35.6 이었다. 보통 미소 물체

의 경우, 위치 정확도(localization accuracy)는 이미지의 세기 
분포의 반치폭(FWHM)의 1/10 보다 작다고 알려져 있으므

로[5], 이 시스템의 위치 측정 정확도는 64nm 보다 작음을 
예측할 수 있다. 

Fig. 4 는 양전극에 가하는 직류 전압의 크기를 변화시키

면서 연속된 형광 이미지의 분석을 통해 형광 분자의 위치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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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displacement of the fluorescence particle according to 

the applied voltage between the electrode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형광 분자의 위치를 픽셀 크기 이하(sub-

pixel resolution)의 분해능으로 측정하기 위해 형광 분자를 
점광원으로 가정하고 형광의 세기를 가우시안 함수로 근사

하여 피팅함으로써 위치를 추정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형광 물질의 경우, 위치 측정 정확도는 64nm 라 예측할 수 
있고, 이러한 측정 결과는 형광의 세기와 배경 노이즈에 
덜 민감한 것이다. 또 시스템이 간단하여 일반 광학현미경 
상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 향후, 더 높은 분해능을 위해서

는 CCD 카메라를 통한 이미지 분석 대신 4 분할 
PMT(Photo Multiplier Tube)를 사용하여 광자 검출량의 차이

를 이용한 위치 측정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본 측정방법은 생체물질을 조작/변형시킴에 따라 세포 

내 물질들의 반응을 감지하고 수 나노미터 정도의 생체물

질의 위치변화를 측정 및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응용

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포 내 분자단위의 
물질대사 및 화학적 반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종 질
병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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