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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propose a microscope system for detecting both a tumor and blood vessels in brain tumor surgery as 
fluorescence images by using multiple light sources and a beam-splitter module. The proposed method displays fluorescent images 
of the tumor and blood vessels on the same display device and also provides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m to the operator.

To acquire a fluorescence image, we utilized 5-ALA (5-aminolevulinic acid) for the tumor and ICG (Indocyanine green) for 
blood vessels, and we used a beam-splitter module combined with a microscope for simultaneous detection of both. The 
beam-splitter module showed the best performance at 600 nm for 5-ALA and above 800 nm for ICG. The beam-splitter is flexible 
to enable diverse objective setups and designed to mount a filter easily, so beam-splitter and filter can be changed as needed, 
and other fluorescent dyes besides 5-ALA and ICG are available. The fluorescent images of the tumor and the blood vessels can 
be displayed on the same monitor through the beam-splitter module with a CCD camera. For ICG, a CCD that can detect the 
near-infrared region is needed. This system provides the acquired fluorescent image to an operator in real time, matching it to 
the original image through a similarity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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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뇌 종양 수술에서 다수의 광원과 빔 스플리터 모듈을 사용해 종양과 혈관의 형광영상을 동시에 검출하고 획득한 

형광영상을 동일한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함으로써 시술자에게 종양과 혈관의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현미

경 시스템을 제안한다. 5-ALA(5-Aminolevulinic acid) 와 ICG(Indocyanine green) 의 형광영상의 동시 검출을 위해 빔 스플리터

(beam-splitter : BS)모듈을 사용하였고 5-ALA는 600nm, ICG는 800nm이상의 파장 대역에서 가장 효율이 뛰어나도록 구성하였

다. 빔 스플리터 모듈은 파장 대역에 따라 광학기기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고 필터를 탈, 착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 필요에 

따라 빔 스플리터와 필터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으며 5-ALA 및 ICG 이외의 형광염료를 사용한 시술에서 사용할 수 있다. 빔 

스플리터 모듈을 통한 형광영상은 5-ALA는 가시광역, ICG는 근적외선 영역을 검출 할 수 있는 CCD 카메라를 장착해 동일한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고 획득한 형광영상은 닮음 변환(similarity transform)을 이용해 원영상과 정합하여 실시간으로 시술

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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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신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 뇌종양은 세 번째로 많이 발생

하며, 원발성 뇌종양은 인구 10만 명당 평균 7~19명, 원발성 

악성 뇌종양의 경우 6~7명이다. 또한, 전이성 악성 뇌종양의 

경우 원발성 뇌종양의 발생빈도와 비슷한 8~9명에게서 발생

한다
[1]. 국내에서는 1년에 3000여명의 새로운 뇌종양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2].

기존의 뇌종양 검출 방법은 CT나 MRI등의 영상진단검사

를 진행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수술에 의한 검사가 필수

적이다
[3]. 또한 종양과 혈관의 정확한 위치정보는 안정적인 

수술을 위해 필요하다
[4]. 염료를 사용한 검출방법을 통해 정

확한 정보를 시술자에게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수술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조직 및 혈액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5].

형광염료에서 흡광율이 높은 파장의 광원을 관측대상에 여

기(excitation)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방출(emission)되는 

파장을 측정해 이에 대응하는 필터를 사용해 형광영상을 검

출할 수 있다. 형광영상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검출 

및 관측이 이루어진다. 종양의 형광영상 검출은 5-aminolevulinic 
acid(5-ALA)를 사용하며, 420 nm를 중심으로 한 파장에서 

가장 큰 흡수율을 보이고 635 nm근방의 파장에서 가장 밝은 

형광을 발한다
[6]. 5-ALA는 직접적인 형광염료가 아니며 Haem

의 생성과정에서 발생하는 PpIX(protoporphyrin IX)가 종양

에 축적되어 형광을 강하게 보이게 된다
[7-10]. 여기 광원과 방

출 파장에 대응하는 필터를 사용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으

며 가시 광에서 관측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5-ALA를 사용한 뇌종양 절제술은 매우 성공적으로 시행되

고 있다
[11-12]. 또한, ICG는 근적외선(near infrared:NIR)영역

의 파장(750~805 nm)에서 가장 큰 흡수율을 보이고 800 nm
이상의 파장에서 가장 밝은 형광을 발한다

[13-16]. 또한 간단하

게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5-ALA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현가능하며, 파장에 대응

하는 필터를 결합해 작고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다
[17]. 하지

만 출력영상이 적외선(infrared)영역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관

측 장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5-ALA와 ICG의 형광영상의 동시 검출을 

위해 빔 스플리터 모듈과 정합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5-ALA는 

430~670 nm, ICG는 720~1080 nm의 파장 대역에서 분할이 

가능한 빔 스플리터를 장착하고 5-ALA는 628 nm, ICG는 

825 nm에서 투과율이 90% 이상의 효율을 가지는 필터를 사

용하였고 탈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빔 스플리터 모듈과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5-ALA와 ICG 형광영상을 동시 관

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획득한 형광영상은 닮음 변환을 이

용한 영상처리기술을 사용해 원영상과 정합하여 하나의 디

스플레이 장치에 표현할 수 있다.

II. 형광 현미경의 개념 및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구성되며 현미

경과 설계된 빔 스플리터 모듈과 영상처리 기술을 사용해 정

합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의 구성을 위해 현미경에 5-ALA와 ICG영상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Fig. 1(a)와 같이 빔 스플리터 모듈과 필터

를 장착하였고 여기 하기 위한 광원으로는 레이저를 사용하

였다. 형광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CCD 카메라를 결합하고 획

득한 영상을 닮은 변환을 사용한 영상처리 기술을 통해 Fig. 1(b)
와 같이 하나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합

하였다.
형광 현미경에서 사용되는 광원과 필터는 Table 1과 같다. 

여기 하기 위한 광원으로 5-ALA는 405 nm 레이저, ICG는 785 
nm 레이저를 사용했으며, 방출 파장을 위한 필터는 5-ALA는 
628 nm 필터, ICG는 825 nm 필터를 각각 사용하였다.

또한, 현미경을 통해 획득한 영상을 CCD 카메라로 확인하

기 위해 각 파장에 최적화된 빔 스플리터 모듈을 Fig. 2와 같

이 설계하였고 Fig. 3과 같이 현미경에 부착해 사용하였다. 
빔 스플리터 모듈의 우측은 5-ALA에 최적화된 광학기기와 

필터를 배치해 600 nm대의 파장에서, 좌측은 ICG에 최적화

되어 800 nm대의 파장에서 가장 좋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빔 스플리터 모듈의 구성은 5-ALA의 방출파장을 투과시

키기 위해 430~670 nm, ICG는 720~1080 nm의 파장 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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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Concept of fluorescence microscope system (a) using 
multiple light sources and (b) image reconstruction.

TABLE 1. Parameter of fluorescence microscope experiment (nm)

5-ALA ICG

Beam-splitter wavelength range 430-670 720-1080

Excitation light source 405 785

Emission
Filter

Center wavelength 628 825

Band-pass wavelength 25 10

(a)

(b)

FIG. 2. Beam-splitter module. (a) Design of module and (b) 
concept using filter and optical device.

FIG. 3. Concept of beam-splitter combined with microscope.

FIG. 4. Similarity transform for calibration of fluorescence image 
and original image.

서 90%이상의 투과율을 가지도록 하였고 필터의 구성은 

5-ALA가 628 nm, ICG는 825 nm에서 투과율이 90%인 필터

를 사용하였다.
획득한 영상을 정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Fig. 4와 같이 닮음 

변환 기술을 사용하였고 원영상과 획득한 형광영상을 사용

해 획득하였다.
닮음 변환 영상처리 기술은 원영상과 형광영상의 차이점을 

image similarity metric 과정에서 비교한다. 비교된 두 영상

은 cost function optimizer 과정에서 일치 율을 평가한다. 이
렇게 평가된 영상이 일정 수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변환

(transform)과정에서 영상의 좌우 위치 이동과 회전을 통해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변환된 영상들은 image 
interpolator단계를 통해 일치 율이 일정 수준이상을 만족할 

때까지 변환 단계를 반복한다. 정합된 영상은 cost function 
optimizer 단계에서 평가되며 일정 수준의 일치 율을 확인하

면 resample image filter를 통해 원 영상을 기준으로 변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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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Result of calibration images. (a) Before using similarity 
transform and (b) after using similarity transform.

FIG. 6. Setup of multiple fluorescence microscopes.

(a)

(b)

FIG. 7. Experiment result. (a) Using ICG phantom and (b) 
5-ALA using PpIX.

형광영상을 관측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영상처리 과정을 

통해 Fig. 5와 같이 영상 정합을 사용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Figure 5는 닮음 변환이 적용되기 전 영상의 일치 율과 적

용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22.34%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Figure 5(a)는 정합 전 영상으로 원영상

과 형광영상의 일치 율이 74.04%로 두 영상이 일치하지 않

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5(b)는 영상처리 기술을 적용한 결

과로 두 영상의 일치 율이 96.38%로 적용전과 비교해 향상

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중형광 현미경을 구성하기 위해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

하고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빔 스플리터 모듈을 현미경에 결

합하고 형광염료에 대응하는 필터를 장착해 제안한 현미경 

시스템을 Fig. 6과 같이 구성하였다. 현미경에 필터를 장착한 

빔 스플리터 모듈을 결합하고, 비디오 아답터와 CCD 카메라

를 결합 후 장착해 정합된 형광영상을 디스플레이 장치로 확

인하였다.

III. 구성된 형광 현미경의 실험결과

구성된 시스템의 성능검사를 위해 5-ALA와 ICG의 팬텀을 

제작해 선행실험을 진행하였다. 5-ALA는 자체적으로 발광

하는 성질은 없으나 종양과의 세포반응을 통해 PpIX를 생성

하는데 이 물질에서 강력한 형광을 발광한다. 또한 ICG는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PpIX와 ICG 모두 

40μM에서 가장 강한 형광을 발하며 PpIX는 염산에 녹여 제

작하고 ICG는 고무용액과 혼합해 팬텀을 제작하였다. 용액

의 농도는 흡광도계(Safire 2, Tecan, Switzerland)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선행 실험의 결과는 Fig. 7과 같이 확인하였다. 
Figure 7(a)는 PpIX를 사용한 5-ALA의 형광영상, Fig. 7(b)는 

ICG의 실험결과이다. 팬텀을 사용한 실험에서 구성된 시스

템을 통해 형광영상의 검출을 확인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을 통해 검출된 형광영상은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여 시술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검출된 

형광영상과 원영상을 영상처리를 통해 정합하고 선택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Figure 8은 

5-ALA와 ICG팬텀에서 발광하는 형광영상을 획득하고 원영

상과 정합한 결과를 보여준다. Figure 8(a)와 같이 팬텀을 사

용한 실험에서 5-ALA와 ICG의 형광영상을 검출하고 Fig. 
8(b)와 같이 원영상과 정합해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8(a)는 칼라 CCD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원영상이

고 Fig. 8(b)는 영상처리를 통해 종양과 혈관에서 발광하는 

형광영상을 정합한 영상이다. 영상처리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종양과 혈관의 관측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며 선택적



《연구논문》수술현미경에서의 다중형광영상을 이용한 뇌종양과 혈관영상 검출 시스템 연구 ― 이현민ㆍ김홍래 외 27

(a)

(b)

FIG. 8. Result of calibration. (a) Original image and (b) calibration 
image.

(a)

(b)

FIG. 9. Experiment of 5-ALA. (a) Nude mouse of cultured 
tumor and (b) fluorescence image.

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시술자의 요구에 따라 형광은 기본적

으로 관측할 수 있는 색상뿐만 아니라 RGB값을 조정해 시

술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색상으로 변경 가능하다.
선행실험의 결과를 통해 구현된 시스템을 사용해 형광영상

을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동물실험을 

진행해 종양과 혈관의 형광영상을 검출하기 위한 실험을 진

행하였다. Figure 9는 5-ALA를 사용해 획득한 형광영상을 

보여준다.
5-ALA를 사용한 실험은 뇌에 종양을 배양시킨 nude mouse

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구성된 시스템을 통해 Fig. 9와 같

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Figure 9(a)는 종양이 배양된 nude 
mouse의 원 영상이며, Fig. 9(b)는 현미경을 통해 검출한 종

양의 형광영상이며 5-ALA와 종양이 반응해 발광하는 형광

을 단파장 통과 필터를 사용해 관측한 영상으로 종양을 제외

한 부분은 표시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Figure 10은 ICG를 사용해 혈관의 형광영상을 관측한 결

과를 확인하였다.
ICG를 사용한 실험은 rat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구성된 

시스템을 통해 Fig. 10과 같은 결과를 관측할 수 있었다. 
Figure 10(a)는 복부를 개방한 rat이며 육안으로는 혈관의 위

치를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Fig. 10(b)와 같이 형광영상을 통

해 혈관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

사를 제외한 일반인들이 이 중 중요한 혈관이 무엇인지 파악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Fig. 
10(c)와 같이 중요혈관을 표시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팬텀과 동물실험을 통해 획득한 결과로부터 빔 스플리터 

모듈을 사용해 구성된 형광 현미경이 종양과 혈관의 정확한 

위치를 시술자에게 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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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0. Experiment of ICG. (a) Original image, (b) fluorescence 
image and (c) detecting image of blood vessel.

한 영상을 닮음 변환을 통해 하나의 영상으로 정합하고 동일

한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관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IV. 결론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종양과 혈관의 형광영상을 동시에 검출하고 

영상처리 기술을 통해 하나의 영상으로 정합하여 시술자에

게 제공하는 다중형광 현미경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형광 현미경은 한가지 정보만을 제공하고 원하고자 하는 정

보를 획득하기 위해 시술자가 현미경의 추가적인 조작을 통

해 영상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다수의 형광영상을 동시에 실

시간으로 제공할 수 없어 불편함을 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현미경에 빔 스플리터 모듈을 결합해 

검출한 종양과 혈관의 형광영상을 영상처리 기술을 적용하

고 원영상과 정합한 후 시술자에게 제공하는 현미경 시스템

을 제안하였고, 기존의 형광 현미경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개

선되었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5-ALA와 ICG를 사용

해 종양과 혈관의 형광영상을 빔 스플리터 모듈을 통해 동시

에 획득하였고 원영상과 정합해 하나의 영상으로 구성해 시

술자에게 제공하였다. 팬텀을 사용한 실험을 바탕으로 구성

된 시스템이 다수의 형광영상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고 동물 실험을 통해 실제 시술에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다만 동물 실험의 경우 팬텀을 이용한 실험과 달리 

5-ALA와 ICG를 각기 다른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 종양과 

혈관이 동시에 측정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

은 추후 이루어질 돼지 실험을 통해 종양과 혈관의 영상을 

동시에 획득할 계획이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현미경 시스템은 레이저를 사용해 광

원을 여기 했는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빛의 세기가 높아

지면 세포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광원 모듈의 크기가 

커 현미경에 부착할 경우 시스템의 이동 및 설치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LED를 사

용한 광원 모듈의 개발이 필요하다. LED는 레이저와 달리 

빛의 세기가 높아져도 세포에 충격을 가하지 않고 광원 모듈

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 이동 및 설치에 용이하다. 또한 구

현된 시스템이 수술실에서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팬텀과 동물을 이용한 실험은 구현된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실제 수술실에서 이루

어지는 수술과 동일하게 시스템을 구성해 문제점을 파악하

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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