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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고고고속속속 스스스캐캐캐닝닝닝 PPPSSS---OOOCCCTTT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자자자궁궁궁 경경경부부부 조조조기기기 진진진단단단

세계적으로 자궁경부암은 여성에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자궁경부암
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colposcopy와 Pap-smear를 이용한다.그러나,자궁경부암은
주로 세포단위로 발병하기 때문에 조기진단의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자궁경부의
조기진단을 위해서는 고해상도의 이미징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된다.
PS-OCT는 인체에 무해한 빛을 사용하여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고해상도의 영

상을 획득하고 단면구조 뿐만 아니라 생체 조직의 편광의 정보를 감지하는 기술
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 스캐닝 광 지연선(RSOD)를 기반으로 한 PS-OCT를 설계

하고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인트라리피드 용액에서 DOCP의 변화를 측정하였
다.인트라리피드 용액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산란계수는 증가하고 이는 깊이에 따
른 DOCP의 변화를 더 빠르게 하며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결과를 획득할
수 있었다.또한 동물의 뼈와 사람의 지문에서 편광 성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복굴절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궁경부의 정상조직과 병변 조직에서 DOCP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병변 조직에서 DOCP가 더 빠르게 변화하는 결과를 획득하였다.이를 통해
PS-OCT를 이용하여 획득한 DOCP의 변화는 자궁 경부의 병변을 구분하는데 유
용하리라 사료된다.

���������������������������������������������������������������������������

핵심되는 말 :PS-OCT,RSOD,편광,복굴절,DOCP,인트라리피드,자궁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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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자궁 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 암으로써 인유
두종바이러스(Humanpapillomavirus,HPV)에 감염이 주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여성 암 환자중 42.1%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이지만 암
전단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다.이러한 자궁경부암의 진단 방법에는 자궁 경부 세포진
(Papsmear),자궁 경부 확대 촬영술,인 유두종 바이러스 검색,질 확대경진 및
생검 등이 있다.자궁세포진 검사법은 대표적인 자궁경부암 검사로서 통증이 없고
방법이 간단하며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거짓양성(위양성)과 거짓음성(위음
성)의 문제점이 있다.인 유두종 바이러스 검색 방법은 자궁 경부 암 발생 중요인
자인 인 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암전단계 병변의 환자의
경우에 있어 암으로의 진행 여부 판별을 위해 실시하는 분자 생물학적 진단법이
다.조직 생검법은 자궁 경부의 조직을 일부분 떼어내어 조직 검사를 실시하는 것
으로 이를 통해 자궁경부암을 확진한다.이 방법은 전문가의 자궁경부의 이상 소
견시 또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암이 의심될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방법이다.
자궁경부 확대 촬영법은 35mm 특수 사진기로 자궁 경부를 확대 촬영하여 자궁경
부의 이상 유무를 판독하는 것이다.질 확대경 검사는 자궁 경부를 4∼10배까지
확대하여 직접 병변을 확인하는 방법이다.질 확대경 검사법이나 자궁경부 확대
촬영법은 현미경이나 사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검사부위 표면만을 보고 진단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1][2]
OpticalCoherenceTomography(OCT)는 인체에 무해한 빛을 사용하여 생체 조

직을 비 침습적 방법으로 고해상도의 영상을 획득하는 새로운 진단 기술이다.
OCT 시스템은 넓은 대역의 광원과 마이켈슨 간섭계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광원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안과학,피부학,소화기학,치과학등 응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기술이다.[3]
PolarizationSensitive-OpticalCoherenceTomography는 생체조직의 산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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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되는 역 산란광의 변화를 깊이별로 획득하여 영상을 구현하는 기본적인
OCT에 생체 조직내로 입사된 빛이 생체 내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편광 성분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감지하는 기술이다.단지 구조적인 형태의 정보를 획득하는
OCT에 비해서 PS-OCT는 일반적인 광학적인 방법으로 이미징할 때 획득하기 어
려운 기능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4][5]
본 논문에서는 PS-OCT 이론을 숙지하고 빠른 영상 획득을 위해 고속 스캐닝

광 지연선(Rapidscanningopticaldelayline)을 적용한 PS-OCT를 설계하여 샘플
조직의 영상을 획득하여 본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였다.또한 생체 조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편광 성분의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편광에 민감한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였다.마지막으로 자궁경부 조기 진단을 위해 자궁 경부 조직 절편을 이용
하여 영상을 획득하고 degreeofcircularpolarization(DOCP)의 값을 얻어 임상
진단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PS-OCT 시스템의 자궁경부 조기진단
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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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PPPSSS---OOOCCCTTT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이이이론론론 및및및 설설설계계계

222...111PPPSSS---OOOCCCTTT 이이이론론론

222...111...111PPPSSS---OOOCCCTTT 기기기본본본 원원원리리리

PS-OCT는 Hee etal.에 의해 처음 소개된 시스템으로써 마이켈슨 간섭계
(Michelsoninterferometer)원리를 기본으로 한다.그림2.1은 PS-OCT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저 결맞음 광원에서 나온 하나의 빛은 편광 광분배기(Polarization
Beamsplitter,PBS)를 통과하여 수평 방향으로만 편광된 빛을 만들어 낸다.순수
하게 수평 편광된 빛은 광분배기(Beam splitter,BS)를 통과하면서 한쪽으로는
refrerencearm으로 다른 한쪽으로는 samplearm으로 진행하게 된다.reference
arm 으로 흐른 빛은 수평에 대해 22.5°의 Quarterwaveplate(QWP)를 통과한
다.QWP에 통과한 빛은 광지연선에 의해서 광 경로차이를 만들어주고 반사되어
다시 QWP를 통과하여 BS로 돌아오게 된다.이때 BS로 돌아온 빛은 수평성분의
기준에서 45°선형 편광이 된다.다른 한쪽인 samplearm으로 흐르는 빛은 수평
에 대해 45°의 QWP를 통과하여 대물 렌즈와 같은 광 집속기를 사용하여 샘플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이때의 빛은 수평성분을 기준으로 우원형 편광 되어 있다.
우원형 편광 성분의 빛은 샘플에서 산란 되거나 역반사 되고 샘플의 광학적 특성
에 따라 타원 편광으로도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이렇게 반사된 빛은 다시 QWP
를 통과하여 BS로 돌아오게 된다.referencearm과 samplearm에서 각각 되돌아
온 빛은 BS에서 모이게 되며 referencearm에 의해서 두 빛의 경로차가 같으면
간섭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이렇게 발생된 간섭신호는 다시 PBS를 통과하여 수
평성분과 수직성분으로 나뉘게 되고 각각의 성분을 광 검출기로 받아서 원하는
데이터를 획득하게 된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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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222...111PPPSSS---OOOCCCTTT의의의 기기기본본본 구구구성성성도도도

222...111...222간간간섭섭섭(((iiinnnttteeerrrfffeeerrreeennnccceee)))과과과 해해해상상상도도도(((AAAxxxiiiaaalllRRReeesssooollluuutttiiiooonnn)))

유한한 크기의 광원에서 방출되는 광파를 가정한다.이 광원으로부터 reference
arm과 sample arm으로 각기 다른 경로를 진행하는 두 광파를     와

    또는 줄여서   와    로 나타낼 수 있다.이 2개의 빔이 임의

의 한 점에서 만나 하나의 광파로 진행한다면

             (2.1)

으로 표현할 수 있다.식(2.1)에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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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되는 일반적인 전자기파의 식을 대입하고  과  을 0으로 간략화 시키면

     
    

      (2.3)

로 표현된다.[7]
두개의 광파가 만나는 점에서 얻어지는 복사조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 ( )R S R SI E E E E=< + ⋅ + >

2 2 * *( )R S R S S RI E E E E E E=< + + ⋅ + ⋅ > (2.4)

이 식을 각각의 광파에 대한 복사조도로 표현하면

*2 Re ( ) ( )R S R SI I I E t E t τ= + + < ⋅ + > (2.5)
*( 2 Re( ))A A A+ =Q

이 된다.만약 두 빛이 같은 편광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내적은 최대가 된다.

* *( ) ( ) ( ) ( )R S R SE t E t E t E tτ τ< ⋅ + >=< + > (2.6)

여기서 상관함수(correlationfunction)을  ≡         으로 정의

하고 규격화된 상관함수 (normalizedcorrelationfunction),   ≡
  

 

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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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 ( )]R S R S RSI I I I I γ τ= + + (2.7)

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
S(ν)가 광원의 powerspectraldensity를 규격화한 값이라고 할 때,복소 가간섭
도(complexdegreeofcoherence)는 파워 스펙트럼의 푸리에 변환으로 표현된다.

2

0
( ) i

RS S e dπντγ ν ν
∞ −= ∫ (2.8)

여기서 powerspectraldensity가 우함수이면 복소 가간섭은 복소 가간섭도 실수

부와 τπν02ie− 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8]따라서 식(2.7)은

02 cos(2 )R S R S RSI I I I I γ πν τ= + + (2.9)

가 된다.
마이켈슨 간섭계를 기초로 referencearm과 samplearm 나뉘어진 두 빛에 의해

발생한 간섭신호가 referencearm의 움직이는 거울로 인해 광 경로차이 (△ 을
갖는 시간 지연()이 발생했다면 광검출기(photodiode)에서 감지되는 간섭신호의
전체 출력 파워는 광파 진폭의 제곱을 시간 평균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 )t R S OCTI I I Lτ = + + Γ ∆ (2.10)

0
( ) 2 ( )cos(2 )OCT R SL I I S v Lv dvπ

∞
Γ ∆ = ∆∫ (2.11)

식 (2.10)에서 OCTΓ 는 간섭신호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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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의 주파수 대역이 가우시안 함수라면

204ln 2( )

0 ( )
v v

vS v eα
−

−
∆ (2.12)

이 된다.이를 적용하여 식 (2.11)을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4ln 2( )

( ) cos(2 )C

L

L
OCT e Lvτ α π

∆−
Γ ∆ (2.13)

식 (2.13)은 간섭으로 인해 검출되는 부분이며 광원의 결맞음 길이  와 광 경로

차 △ 에 대한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다.
간섭무늬는 광 경로차가 결맞음 길이보다 작을 때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결맞음

길이는 
의 


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8,9,10]

2 2
0 02ln 2

0.44
2

FWHM
C

l
l

λ λ
π λ λ

= = ≈
∆ ∆ (2.14)

식 (2.14)는 신호처리 후 복조(demodulation)과정을 거치면 종축 해상도가 된다.

222...111...333스스스톡톡톡스스스 벡벡벡터터터(((ssstttoookkkeeesssvvveeeccctttooorrr)))

스톡스 벡터는 편광된 광을 전자기파의 관측 가능량들의 함수로 표현한 것으로
편광상태에 대한 완전한 묘사방법으로써 I,Q,U,V (혹은 S0,S1,S2,S3)의 네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이 네개의 변수들은 광검출기(photodiode)와 선형
(linear)및 원형(circular)의 편광자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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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검출기에 입사되는 총 조사량을  라고 하면 

,


,


,


 은 각각

수평축을 기준으로 ,
, , 각도의 선형 편광자(linearpolarizer)에

의해 투과된 빛이며 선형편광으로 정의한다.또한 

와 는 원형 편광자(circular

polarizer)에 의해 투과된 빛이며 우원편광,좌원편광이라 정의한다.편광 상태를
표현하는 네개의 스톡스 변수(stokesparameters)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4]

  
 ,   


  


  ,  


  


  ,      (2.15)

식 (2.15)의 변수들을 로 표준화(normailzing)하면 는 수평     축 혹은
수직     축을 따라 편광된 양을 묘사하고 는        혹은

       방향을 따라 편광된 양을 나타낸다.그리고 는 우원형
     혹은 좌원형    의 편광된 양을 표현한다.
평균 각주파수 를 갖고 진행하는 빛을 전자기장에서 x성분(수평 성분),y성분(수
직 성분)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1( ) ( ) exp[ ( ( ) )]XE t a t i t tα ω= +

2 2( ) ( ) exp[ ( ( ) )]YE t a t i t tα ω= + (2.16)

이를 이용하여 전자기장에서 표현된 스톡스 변수는 다음과 같다.[4.5]

2 2
0 1 2I S a a= =< > + < >

2 2
1 1 2Q S a a= =< > − < >

2 1 2 2 12 cos( ( ) ( ))U S a a t tα α= = < − >

3 1 2 2 12 sin( ( ) ( ))V S a a t tα α= = < −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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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고고고속속속 스스스캐캐캐닝닝닝 광광광 지지지연연연선선선
(((RRRaaapppiiidddSSScccaaannnnnniiinnngggOOOppptttiiicccaaalllDDDeeelllaaayyyllliiinnneee)))

최근 OpticalCoherence Tomography(OCT)와 OpticalCoherence Domaim
Reflectometry(OCDR)와 같은 고해상도의 광학 영상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Rapid-Scanning OpticalDelay (RSOD)line의 발전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OCT와 같이 생체 조직을 이미징하는 기법들은 충분한 효율 주기를 가지며 선

형성을 유지하고 빠른 속도의 스캐닝을 제공하는 광 지연선을 요구하게 된다.이
전의 OCT에서는 referencearm의 거울을 선형적으로 움직이며 사용했다.그러나,
이 방법은 낮은 스캔 속도로 인하여 높은 속도의 스캐닝을 요구하는 생체 이미징
기법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후에는 piezoelectricactuator를 사용하여
광 파이버를 늘이는 방법이 고안 되었으나 높은 작동 전압을 요구하고 편광의 변
화로 인한 왜곡현상이 발견되었다.그 밖에는 공명거울을 사용하는 방법,회전 프
리즘이나 cube를 사용하는 방법이 고안 되었지만 기계적 제한,낮은 선형성과 효
율주기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11,12]

222...222...111회회회절절절격격격자자자(((GGGrrraaatttiiinnnggg)))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광광광 지지지연연연선선선

회절격자를 이용한 광 지연선은 높은 속도와 효율주기 그리고 선형성으로 인해
최근 OCT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으로 회절격자와 렌즈 그리고 각 회전 광
스캐너(opticalangularscanner)로 구성되어 있다.광 지연선의 원리는 퓨리에 변
환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회절격자에 의해 분산된 빛의 위상차는 기울어진 거울
에 의해 선형적인 경사 함수로 발생하게 되고 주파수 영역에서의 경사 함수는 렌
즈의 퓨리에 변환(FourierTransform)에 의해 시간 축에서 광 경로 지연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회절격자에 입사된 빛은 각 파장대로 분산되어 렌즈를 통해 광 스
캐너로 사용되는 거울에서 반사되고 반사된 빛은 다시 렌즈를 통해 회절격자와
double-passedmirror를 지나 같은 경로로 되돌아가게 된다.
파동 상수    에서 위상 변화 는 광 경로에 의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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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고 식을 전개 하면 다음과 같다.

( ) sin( )k A kx tψ ω= m

knl= (2.18)

식 (2.18)의 n은 굴절률이고 은 기하학적인 길이를 나타낸다.
광 지연선을 따라 이동한 광 경로는 길이는

( ) 2 ( [ ] )k k Lr OKBC C Ls AB BCψ σ= + + − − −

2 ( [ ] 2 ]k Lr Ls C OMO MN ABσ= − + + − −

2 ( 2 )k MN ABδ= − − (2.19)

( [ ])Lr Ls C OMOδ σ= − + +Q

으로 표현된다.그림2.2에서 보면  점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길이  은
refrerencearm과 samplearm으로 나누어진 부분부터 회절격자까지의 거리이고
는 samplearm 에서의 빛의 이동 거리이다. 는  점을 시작으로 

와 를 통하여 점에 도달하는 길이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것은 회절에 의해 발
생하는 부가적인 위상을 나타낸 것이다.경로 는 reference arm 의 거리와
samplearm의 경로가 정확하게 일치하여 0이 되므로 위상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2 (2 )k k MN ABψ = +

04 4 sinkX kfθ θ β= + (2.20)

회절 격자 방정식(gratingdiffractionequation)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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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sin )p mα β λ+ =

sin 0( )p center wavelengthα = −

0sin ( )p mβ λ λ= − (2.21)

광 지연선은 회절격자의 1차 분광을 사용한다.따라서   이 되고
식(2.20)에 대입하면

0
0

( )
( ) 4 4k kX kf

p

λ λψ θ θ −= +
(2.22)

이 된다.식 (2.22)를

2
k

π
λ

= , 2
νω π
λ

= ⋅ (2.23)

의 관계를 이용하여 각 속도(ω)에 관한 식으로 다시 쓰면 식 (2.24)와 같이 된다.

0 04 ( )
( ) 8

X
f

c p

θω ω ωψ ω π θ
ω

−= −
(2.24)



를 중심 각 주파수(centerangularfrequency)라고 가정하였을 때 위상 지연 시

간은

0 0

0

( ) 4
p

X
t

c

ψ ω θ
ω

=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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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시간과 거리의 함수적 관계에 의해 위상 경로 차이(phase path-length
difference,△)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04p pl ct X θ∆ = = (2.26)

군속도(groupvelocity)는 비 분산매질(non-dispersivemedium)을 진행하는 경
우 와 달리 분산매질(dispersivemedium)을 진행할 경우에는 위상속도와 같지 않
다.각속도는 파장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는 분산 관계(dispersion
relation)가 되며 군속도 지연(groupdelay)시간은 중심 주파수 범위보다 주파수
범위 구간이 작으면 근사적으로 분산 관계의 미분과 같다.따라서 군속도 지연 시
간은 식 (2.27)이 된다.

0 04 4( )
g

X f
t

c cp

θ θλψ ω
ω

∂= = −
∂ (2.27)

군속도 지연의 광 경로 차이(grouppath-lengthdifference)는

0
0

4
4g g

f
l ct X

p

θλθ∆ = = −
(2.28)

이 된다.
위상 지연과 군속도 지연의 공식을 보면 scanningmirror의 각도는 위상 경로차

와 군속도 지연의 광 경로 차이에 모두 관여해 있으며 
 는 위상 경로에만 영향

을 미친다.군속도 지연은 정보 지연(informationdelay)이며 scanning mirror의
작은 각도 조절로 큰 광 경로차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간섭무늬의 중심 주



-13-

파수는 위상 지연의 속도 
∅
와 관련이 있으며 도플러 중심 주파수 는 식

(2.29)와 같다.회절격자를 이용한 광 지연선의 중심 주파수는 식 (2.29)와
scanningmirror의 각속도를 이용하여 식(2.30)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원하는 중
심 주파수를 만들어 낼 수 있다.[13,14,15]

0
0

02

V k V
f φ φ

π λ
= =

(2.29)

0
0

0

4 ( )

( )

X t
f

t

θ
λ θ

∂= ⋅
(2.30)

그그그림림림222...222회회회절절절격격격자자자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광광광 지지지연연연선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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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고고고속속속 스스스캐캐캐닝닝닝 PPPSSS---OOOCCCTTT 설설설계계계

333...111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설설설계계계

광섬유(fiber)기반의 시스템은 광섬유의 뒤틀림이나 눌림 등에 의해 빛의 편광
성분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편광 분배기
(polarizationbeam splitter)와 광 분배기(beam splitter)그리고 편광 성분을 변화
시키기 위해 제어할 수 있는 QWP(QuarterWavePlate)를 사용하여 bulk유형의
시스템을 설계,제작 하였다.

그그그림림림333...111실실실제제제 제제제작작작한한한 고고고속속속 스스스캐캐캐닝닝닝 PPPSSS---OOOCCC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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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광광광원원원

임의의 공간상의 한점에 도달하는 광파가 예측 가능하게 진동하여 위상 변화
없이 사인함수 형태를 유지하는 평균 시간간격을 가간섭시간(coherencetime)이라
고 하는데 이것은 광파의 시간 가간섭성(temporalcoherence)을 결정하는 척도가
된다.공간상에 고정된 한 점에서 관찰하면 진행하는 광파는 위상이 일정하게 유
지되는 시간간격 동안만 사인함수 형태로 진동한다.임의대로 위상이 변화하기 전
까지 규칙적으로 진동하는 광파의 공간적 길이를 가간섭거리(coherencelength)라
고 하고 광파가 분광학적으로 얼마나 순수한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저 결맞
음 광원은 광파의 가간섭거리가 짧은 광원으로 넓은 스펙트럼 대역을 갖는 이유
로 최근 OCT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15]
본 논문에서 사용된 광원은 중심파장  이 1296nm인 근적외선 영역의 파장으

로 반치폭 △ 이 40nm 인 초발광다이오드(SuperLuminescenceDiode,SLD)광
원을 사용하였다.사용된 파장 영역에서는 다른 파장에 비해 물과 혈액등 인체에
관련된 매질에 대한 흡수계수가 낮고 침투 깊이(penetrationdepth)를 충분히 보장
한다.광원에 근거한 본 시스템의 종축해상도(axialresolution)는 다음과 같다.

2 2 2
0 02ln 2 (1296 )

0.44 0.44 18.5
2 40C

nm
l m

nm

λ λ µ
λ λ

= ⋅ ≈ ⋅ ≈ ⋅ ≈
∆ ∆ (3.1)

333...333고고고속속속 광광광 지지지연연연선선선 구구구성성성(((rrreeefffeeerrreeennnccceeeaaarrrmmm)))

본 시스템에서는 보다 빠르고 안정적이며 선형적인 스캐닝을 위하여 회절격자
를 이용한 광 지연선을 구성하였다.원하는 광 경로 차이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스캐닝 거울은 갈바노미터로 구동하여 안정적인 움직임을 갖게 하였고 회절격자
와 렌즈를 통해 각을 조절하였다.    의 회절격자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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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리 5cm인 렌즈를 통해 스캐닝 거울의 적절한 각의 크기를 결정하였다.식
(2.28)에서 군속도 지연에 의한 광 경로차는 첫 번째 항의 영향이 미세하고 두 번
째 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음의 식으로 근사화 할 수 있다..

04
g

f
l

p

θλ∆ =
(3.2)

약 2mm의 스캐닝 범위를 만들어 주기 위해 거울의 각도를 계산해주면

0

2 (1.67 )
0.0127 0.7

4 4 50 1296
gl p mm m

rad
f mm nm

µθ
λ

∆ ⋅ ⋅≈ ≈ ≈ ≈
⋅ ⋅ ⋅ ⋅

o

(3.3)

이 된다.본 시스템에서는 갈바노미터의 구동 전압을 통해 스캐닝 거울의 각도를
약 

로 조절하였다.이를 통해 약 2.3mm의 종축 스캐닝 범위를 만들어 주었고
도플러 중심 주파수는 약 47Khz로 측정 되었다.
군속도 지연에 의하여 발생한 광 분산(groupdispersion)이 샘플 경로에서 역산란
된 빛과 만나서 간섭을 일으킬 경우 이는 PS-OCT의 종축 해상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따라서,광 지연선의 분산은 보정이 필수적이다.[16]광 지연선에서 발생하
는 분산은 렌즈를 중심으로 회절격자와 스캐닝 거울의 상대적 거리 조절을 통하
여 보정할 수 있고 이는 종축 해상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미세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지(microstage)를 통
해 렌즈와 회절격자,렌즈와 스캔 거울의 거리를 조절하여 광 분산의 영향을 최소
화 했다.
PS-OCT에서 referencearm의 빛은 

의 QWP를 통과한 후 광 지연선의 거

울에서 반사되어 다시 
의 QWP통과하여  선형 편광이 된다.광원에서

편광 광 분배기(PBS)를 통과하여 수평성분으로 편광된 빛은 존스 벡터(Jones
vector)에 의해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존스 벡터는 편광된 빛을 전기벡터를 사용



-17-

한 또다른 표현법으로서 가간섭성 광원에 적용할 수 있는 간결한 기법이다.

1
( ) ( )

0
E z E z

 
=    (3.4)

식 (3.4)의 편광된 빛은 광 분배기(BS)에 의해 referencearm 과 samplearm 으로
양분되며 각각에 전달되는 빛은 같은 크기를 갖는다.(식 3.5)

1( )

02
r

E z
E

 
= ⋅   ,

1( )

02
s

E z
E

 
= ⋅   (3.5)

존스 행렬(Jonesmatrix)은 존스 벡터로 편광된 입사광이 광학 부품을 투과하여
새로운 벡터로 변환 되었을 때 광학 부품의 변환 행렬을 표현한다.QWP의 존스
행렬은 수평축과 수직축에 따라 식(3.6)으로 표현된다.

/ 4

/ 4

0

0

i

i

e
QWP

e

π

π−

 
=    (3.6)

수평축을 기준으로 ∅만큼 회전한 QWP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QWP R QWPφ φ φ= −

cos( ) sin( )
( )

sin( ) cos( )
R

φ φ
φ

φ φ
− 

=    (3.7)

식(3.7)에 의해 
의 QWP에 의한 편광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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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 (22.5) ( ) ( 22.5) rE R QWP R E= ⋅ ⋅ − ⋅

11
(2 )

12
E z

 
= ⋅ ⋅   (3.8)

의 존스 벡터로 표현되며 선형 편광으로 수평 성분과 수직성분이 같은 진폭
과 위상을 갖는다.[4,5]
본 논문에서는 referencearm을 거쳐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빛을 QWP와 편광

광분배기를 사용하여  선형 편광을 확인하였다.최종적으로 돌아오는 빛이


 선형 편광이 되어있다고 가정한다면 

 QWP를 한번 더 통과하게 되면 수
평축에 혹은 수직축에 완전 편광된 빛이 만들어지게 된다.이렇게 편광된 빛은 편
광 광 분배기에 통과시켜 확인할 수 있다.본 논문에서는 편광 광 분배기를 통과
한 빛이 수직성분에서만 검출되어 referencearm의  선형 편광을 검증하였다.

333...444샘샘샘플플플 경경경로로로 구구구성성성(((sssaaammmpppllleeeaaarrrmmm)))

샘플의 2차원 단면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종축 스캐닝 이외에 횡축 스캐닝 기
법이 필요하다.횡축 스캐닝 방법은 크게 샘플을 움직이는 방법과 횡축 스캐너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나뉜다.
본 논문에서는 갈바노미터 거울을 움직여 횡축 방향을 스캐닝 하였으며 샘플과

스캐닝 거울 사이에 대물렌즈(objectivelens)를 사용하여 빛을 집속하였다.갈바노
미터 거울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 샘플에 입사되는 빛은 약 2.6mm 길이의 범위를
만들어 주었고 사용된 대물렌즈의 초점거리는 11mm이다.횡축 해상도(lateral
resolution)는 광원의 중심 파장과 대물렌즈의 개구수(Numericalaperture)에 의해
결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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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

f
x m

d

λ µ
π

 ∆ = ⋅ ≈   (3.9)

식 (3.9)에 의해 계산된 횡축 해상도는  이다.
PS-OCT에서 samplearm의 빛은 의 QWP를 통과하여 원형 편광의 빛이

샘플에 입사된다.샘플에 입사된 빛은 referencearm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존스
벡터와 존스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samplearm의 존스 행렬 방정식은 샘플의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평균 위상 지연(averagephasedelay)인  △ 가 추
가되어 표현된다.따라서 samplearm에서 수평축을 기준으로 만큼 회전한 QWP
는

/ 2

/ 2

0
( , , ) ( ) ( )

0

ikz n
ikzn

ikz n

e
B z n e R R

e
α α α

∆
−

− ∆

 
∆ = −   (3.10)

으로 정의되며 은 굴절률  을 갖고 깊이 방향으로 전달되는 빛을 표현한다.
따라서 samplearm에서 

 QWP 와  △ 에 의한 편광 변화는 식
(3.11)이 되며 이는 샘플에 입사한 원형 편광된 빛이 역 산란 되어 돌아올 때 변
하는 편광 상태를 나타낸다.[4,5]

( ) (45) ( , , ) ( ) ( , , ) ( 45)S sE z QWP B z n R z B z n QWP Eα α= ⋅ ∆ ⋅ ⋅ ∆ ⋅ −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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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55정정정확확확한한한 이이이미미미지지지 구구구현현현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신신신호호호 동동동기기기화화화

본 논문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의 2차원 영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광지
연선을 이용하여 빠른 종축 스캐닝을 하였고 종축 스캐닝이 진행되는 동시에 갈
바노미터 거울을 이용하여 횡축 스캐닝을 수행하였다.정확한 범위의 영상을 획득
하기 위해서는 종축 스캐닝과 횡축 스캐닝의 구동신호가 동기화 되어야 하며 이
를 통하여 3차원 영상의 구현도 가능하다.그림3.2는 종축 스캐닝과 횡축 스캐닝
이 동시에 데이터 획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두 신호의 동기화를 개략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동기화 된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데이터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NationalInstrument사의 PCI-6115Board의 1채널 아날로그 출력과
Timer/Counter출력을 사용하였다. 그림3.3은 광 지연선의 스캐닝 거울의 구동
신호를 보여준다.종축 스캐닝의 갈바노미터 거울은 안정적이고 선형적으로 움직
이기 위하여 100Hz의 삼각(triangle)파형을 사용하였으며 실제적으로 한번의 종축
스캐닝은 200Hz의 속도로 5000개의 데이터를 획득하도록 구성하였다.아날로그
출력에서 100Hz의 삼각파형을 1초 동안 밖으로 보내어 광 지연선의 갈바노미터
거울을 구동하고 아날로크 신호가 출력되는 동시에 횡축 스캐닝을 수행할 수 있
도록 Timer/Counter출력을 이용하였다.Timer/Counter출력에서는 아날로그 출
력에서 100Hz의 삼각파형이 발생할 때 동시에 매우 짧은 효율 주기(dutycycle)의
TTL(TransistorTransistorLogic)신호를 밖으로 내보내 준다.이때의 TTL신호
는 함수 발생기(functiongenerator)의 트리거(Trigger)입력으로 들어가며 TTL신
호를 입력으로 받은 함수발생기 에서는 samplearm에서 횡축 스캐닝을 수행하는
갈바노미터 스캐닝 거울을 구동하기 위하여 경사(ramp)파형을 발생 시키게 된다.
또한 정확한 위치에서 3차원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선형미세이동판
(linear-translationstage)와 동작 제어기(motioncontroller)를 사용하였다.동기화
된 횡축 스캐닝과 종축 스캐닝에 의한 2차원 데이터를 저장한 후 선형미세이동판
을  씩 이동하면서 반복적으로 위 과정을 수행하였다.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할 시 2차원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고 저장하는데 각각 1초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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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요되었다.

그그그림림림333...222정정정확확확한한한 이이이미미미지지지 동동동기기기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출출출력력력 파파파형형형

그그그림림림333...333광광광 지지지연연연선선선 스스스캐캐캐닝닝닝 거거거울울울의의의 구구구동동동 파파파형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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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66신신신호호호 검검검출출출 및및및 복복복조조조(((dddeeemmmoooddduuulllaaatttiiiooonnn)))

 선형 편광된 광 지연선에서 나온 빛과 샘플의 특성에 의해 변화된 편광 성
분을 갖는 샘플에서 나온 빛의 광 경로가 정확히 일치할 때 간섭신호가 검출된다.
PS-OCT에서는 편광 광 분배기(PBS)를 이용하여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에 대한 간
섭신호를 검출하게 된다.두 개의 광 검출기(Newportcorporation,818-BB-31)로
획득한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에 대한 간섭신호는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복조과정
(demodulation)을 수행한다.광 검출기에서 전류 형태로 변환되어 출력된 간섭신
호는 전류 증폭기(StanfordResearchSystems,INC,SR570)에 의해 증폭되고 전
압 형태의 신호로 바뀌게 된다.전류 증폭기를 거친 신호는 Labview 프로그램으
로 구동되는 데이터 획득 보드(Data acquisition board,NationalInstrument
CorporationPCI-6115)를 이용하여 텍스트 형태의 파일로 저장하였다.데이터 획
득 보드의 이득을 조절하여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획득할 수 있게 설정하였다.
저장된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는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여 대역통과 필터(Bandpass
filter)를 통과해 노이즈를 제거한 후 간섭신호에 대한 envelope을 획득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획득한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의 각각 envelop신호에 대하여 힐버트
변환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편광된 빛의 정확한 크기와 위상을 측정하였다.이렇
게 측정한 값을 이용하여 스톡스 변수를 구하고 원하는 편광성분의 정보를 획득
하였다.samplearm에서 생체 조직에 입사된 빛은 역산란되어 돌아오게 된다.이
때 광 검출기에서 측정된 간섭신호는 역 산란된 빛이  QWP를 통과하여 광

검출기에 도달한 것으로 순수하게 샘플의 영향으로 발생한 편광된 빛이 아닌 

회전된 편광상태의 빛이 된다.따라서 샘플에 특성에 관한 스톡스 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존스 행렬에 QWP의 역함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결과적으로 샘플의
순수한 스톡스 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   
,   

,

    의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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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고고고속속속 스스스캐캐캐닝닝닝 PPPSSS---OOOCCCTTT 검검검증증증

444...111도도도플플플러러러 주주주파파파수수수 및및및 종종종축축축 해해해상상상도도도

설계한 고속 스캐닝 PS-OCT의 종축 해상도를 확인하고 대역필터의 정확한 범
위를 정해주기 위하여 도플러 주파수를 측정하였다.샘플은 사용된 광원의 파장에
최대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처리된 거울을 사용하였으며 Labview 프로그램을 통
해 텍스트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그림4.1은 광 검출기를
통해 획득한 간섭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그림4.2는 획득한 간섭신호에 FFT를 과
정을 수행하여 측정한 도플러 중심 주파수를 보여준다.측정된 도플러 중심 주파
수는  이며 복조과정 중 대역통과 필터의 범위는 ± 로 설정해 주었
다.위와 같은 결과를 이용하여 획득한 간섭신호를 ±  의 대역통과 필터를
통과시켜 다음 그림과 같은 envelop을 얻었으며 이를 통하여 측정한 종축 해상도
는  이다.(그림 4.3)광원에 의해 이론적으로 계산된 종축 해상도  

와의 차이는 공기중과 거울의 굴절률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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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444...111획획획득득득한한한 간간간섭섭섭신신신호호호 그그그림림림 444...222측측측정정정한한한 도도도플플플러러러 중중중심심심 주주주파파파수수수

그그그림림림444...333eeennnvvveeellloooppp과과과 종종종축축축 해해해상상상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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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11...111신신신호호호 대대대 잡잡잡음음음비비비(((SSSNNNRRR)))

본 논문에서 설계한 고속스캐닝 PS-OCT의 신호 대 잡음비(SNR)는 sample
arm에 거울을 놓고 대물렌즈와 거울 사이에 약 40dB의 신호를 감쇄시키는 여광
기(NeutralDensityfilter,OD=2)를 설치하여 측정하였다.측정한 신호 대 잡음비
는 약 48dB 이고 여광기에 의해 약 40dB가 감쇄되었으므로 설계된 시스템의 신
호대 잡음비는 88dB가 된다.

그그그림림림444...444측측측정정정한한한 신신신호호호 대대대 잡잡잡음음음비비비
(((SSSiiigggnnnaaallltttoooNNNoooiiissseeeRRRaaatttiii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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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이이이미미미지지지 구구구현현현을을을 통통통한한한 PPPSSS---OOOCCCTTT의의의 성성성능능능 확확확인인인

444...222...111생생생체체체 조조조직직직의의의 광광광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생체 조직을 통과하는 빛의 편광 상태는 산란(scattering)과 복굴절
(birefringence)의 메카니즘으로 특정화 할 수 있다.산란은 임의의 방향으로 편광
상태를 변화시킨다.산란입자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산란은 점점 비등방성이 되며
입사편광은 잘 유지된다.일반적으로 편광된 빛은 입자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입사
편광이 잘 보존되고 선형 편광된 빛은 비 등방성 산란 보다 등방성 산란에 의해
보존된다.세포 조직에 입사된 빛이 여러번 산란되면 single산란의 변화 효과가
축적되고 결국 편광상태는 완전하게 임의로 바뀌게 되어 입사된 편광 정보를 잃
게 된다.만약 생체 조직이 임의의 구조와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빛의 편광상
태는 임의적으로 변하게 된다.[18]
복굴절은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물질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선형적인 구조

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광학적 성질이다.복굴절은 물질의 광축 혹은 수직축의 편
광된 빛 사이에서 굴절률의 차이에 의해 빛의 편광상태가 변하게 되며 굴절률의
차이는 빛의 수평성분과 수직성분 사이에서 위상 지연     으로
정의된다.식 (4.1)은 위상 지연의 수식이며 굴절률 차이와 이동하는 거리 에 비
례적으로 변하게 된다.

2 nxπδ
λ
∆= (4.1)

일반적으로 생체 조직중 많은 부분에서 복굴절이 발생하며 대표적으로는 뼈,연골,
치아등의 경조직(hard tissue)과 힘줄,신경,근육등의 연조직(softtissue)이 있
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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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222이이이미미미지지지 구구구현현현을을을 통통통한한한 경경경조조조직직직의의의 복복복굴굴굴절절절 확확확인인인

먼저 설계한 PS-OCT의 편광 민감도(polarizationsensitivity)를 확인하기 위하
여 생체조직 중 뼈와 같은 경조직에서의 복굴절 현상을 측정하였다.일상에서 쉽
게 구할 수 있는 동물의 갈비뼈를 샘플로 사용하여 굴절률이 서로 다른 특정한
층을 이미지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PS-OCT의 이미지는 스톡스 변
수     에 의해 얻어지며 스톡스 변수  이미지는 일반적인 OCT의

이미지로서 역산란된 빛의 크기로 표현되는 구조적인 단면 이미지이며  은 샘

플의 복굴절 정도를 보여주게 된다.획득한 스톡스 변수 의 이미지들은  값으

로 나누어 표준화(normalize)하여 표현하였다.그림4.5는 PS-OCT로 획득한 
 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약  의 깊이까지에서는 특별한 층이 존재하지 않는 것
을 구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그림4.6과 4.7은 획득한  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같은 위치에서 다른 방향의 횡축 스캐닝을 수행한 결과이다.그림4.6은  이미지

의 방향에서 추출한 의 이미지이며 그림4.7은 같은 위치에서 직교된 방향으로
횡축 스캐닝 했을 때의 이미지이다.두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같은 위치에서 측정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그림4.6에서 확인한 결과 복굴절
에 의해 발생하는 위상지연이 빠르게 변화함을 나타내고 있었고 이와는 다르게
그림4.7에서의 결과는 복굴절에 의해 발생하는 위상지연이 느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이로 인하여  의 구조적인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층의 구분을  에서는 기능적으로 구별할 수 있었다.이 결과는 뼈 내부에 구성
된 조직의 배열과 입사된 빛의 진행 방향에 의하여 다르게 표현되는 것으로 굴절
률이 서로 다른 층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낸다.각각의 그림에서 검은색과 흰색으
로 표현된 화살표는 기준점을 나타내는 표시자이며 스캐닝의 위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깊이도 차이를 보였다.  이미지에서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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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의 깊이에서 뚜렷한 구조를 판별할 수 있지만  에서는 이보다 깊은
위치에서도 편광 성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는  이상의 깊이에서 광
강도는 현저하게 줄어 구조적인 정보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편광의 변화
를 통해 추출하는  정보는 작은 광강도에서도 민감하게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의미한다.

그그그림림림444...555동동동물물물 뼈뼈뼈에에에 대대대한한한 SSS000단단단면면면 이이이미미미지지지

그그그림림림444...666같같같은은은 스스스캐캐캐닝닝닝 방방방향향향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그그그림림림444...777교교교차차차된된된 스스스캐캐캐닝닝닝 방방방향향향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복복복굴굴굴절절절 이이이미미미지지지 복복복굴굴굴절절절 이이이미미미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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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333 이이이미미미지지지 구구구현현현을을을 통통통한한한 연연연조조조직직직의의의 복복복굴굴굴절절절 확확확인인인

다음은 사람의 피부와 같은 연조직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손가락의
바닥부위(지문)와 등 부위를 측정하였다.먼저 손가락 등 부위를 측정하여  와

의 이미지를 분석해보았다.(그림4.8-9)먼저  이미지를 보면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었으며 위치는 표피로부터 약  깊이로
측정되었다.일반적으로 OCT는 깊이 방향에 대한 정확한 길이의 정보를 얻는 방
법이 아니다.이는 생체 조직안에 분포되어 있는 미세분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광
학적 현상에 의해 실제길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
는 길이에 대한 수치는 실제 길이가 아닌 광학적 방법으로 측정한 길이임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다음  이미지는 기저층에서 발생한 복굴절을 나타내며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층의 굴곡이 보인다.그 형태는 손가락 등부위에 있는 주름의 굴곡 모양
과 비슷하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이것은 기저층에 있는 복
굴성 조직이 주름의 형태를 따라 배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그림4.10-11은 지
문부위를 측정한 결과이다. 이미지를 보면 지문의 모양을 따라 형성된 기저막
을 현저하게 구분할 수 있다.표피에 검은색으로 표현된 굵은 선은 표피부분에서
역 산란광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다른 구조에 비해 뚜렷하게 표현되
었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굴곡 중 한 주기의 길이는 약 임을 알 수 있었
다. 그림4.11은 지문의 복굴절 이미지로서 지문의 굴곡에 따라 주기적으로 나
타나는 편광 성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미지에서는 에서와
는 달리 기저막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었고 이를 통해 지문 부위의 기저층에
존재하는 조직은 등 부위와는 달리 배열 형태가 지문 모양과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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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444...888손손손가가가락락락 등등등부부부위위위 SSS000이이이미미미지지지 그그그림림림444...999손손손가가가락락락 등등등부부부위위위 SSS333이이이미미미지지지

그그그림림림444...111000지지지문문문부부부위위위 SSS000이이이미미미지지지 그그그림림림444...111111지지지문문문부부부위위위 SSS333이이이미미미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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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444동동동기기기화화화 된된된 신신신호호호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333DDD 이이이미미미지지지 구구구현현현

2mm(종축스캐닝 범위)*2.3mm(횡축스캐닝 범위)의 2D 이미지를  씩 선형
미세 이동판을 100번 이동하여 측정한 후 3D 이미지를 구현함으로서 시스템의 동
기화 된 신호를 검증하였다.그림은 자궁조직 샘플의 2mm*2.3mm*2mm 크기로
구성한 3D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그그림림림444...111222동동동기기기화화화 신신신호호호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333DDD 이이이미미미지지지 구구구현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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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고고고속속속 스스스캐캐캐닝닝닝 PPPSSS---OOOCCCTTT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자자자궁궁궁경경경부부부 조조조기기기 진진진단단단

555...111자자자궁궁궁경경경부부부 상상상피피피내내내종종종양양양

자궁경부 상피내종양(Thecervicalintraepithelialneoplasm)은 자궁경부 상피에
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전구 병변들의 연속적인 과정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기 위
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병변 단계 진행 정도에 따라
       의 세 등급으로 나뉘며 저등급 상피내 종양   에서
시작하여 고등급 상피내 종양      으로 진행하지만 때로는 곧바로
고등급의 병변으로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그림5.1은 자궁 경부의 해부학적
구분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편평-원주상피의 접합부(Squamo-Columnar
Juncition)는 내경관의 원주상피와 외경부의 편평상피가 만나는 곳으로 상피내 종
양과 암이 발생하는 장소로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이다.자궁경부
상피내종양은 단계별 진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직학적 특성을 보이며 병변을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1,2]

1)성숙과 분화의 결과로 상피가 다수의 층으로 구분되어 진다.상피 층의 두께
비율을 이용하여 상피내 병변의 등급을 결정하며 고등급 병변일수록 미분화
세포층이 두껍고 표면에 성숙,분화된 세포층이 얇게 되거나 사라지게 된다.

2)과염색성(hyperchromasia),핵의 다형성(nuclearpleomorphism),핵 -세포질의
비율이 증가하며 유사분열의 수가 많아진다.

3)각질화 현상이 발생하며 각질화된 상피는 백반증(leukoplakia)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고등급 상피내종양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지만 저등급 상피내종
양 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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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555...111자자자궁궁궁경경경부부부의의의 해해해부부부학학학적적적 구구구조조조

555...222이이이론론론 및및및 작작작용용용

일정하게 편광된 빛이 생체조직과 같은 산란계수가 높은 매질을 통과하게 되면
산란을 일으키는 물질의 입자크기와 분산정도 그리고 밀도의 요소들에 의해 편광
성분이 변하게 된다.편광성분의 변화는 생체조직의 광학적 이미징 방법에서 유일
한 대조 메카니즘으로 간주되며 여러번 반복되어 산란된 빛을 이용한다.일반적으
로 편광의 변화는 입사된 빛의 파장과 매질의 크기와 상관관계가 있다.산란자의
크기가 파장의 범위보다 크면 선형편광의 성질이 원형편광보다 길게 유지되며 파
장의 범위가 산란자보다 크면 원형 편광된 빛이 선형편광된 빛보다 더 오래 편광
성분을 유지하게 된다.[20,21]
상피내 종양은 단계에 따라 세포에 대한 세포핵의 비율이 커지는 동시에 유사

분열이 일어나는 세포가 많아진다.이로 인해 입사된 빛에 대한 산란계수가 증가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빛의 편광도(degreeofpolarization,DOP)와 편광의 소멸
(depolarization)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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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22...111DDDOOOCCCPPP(((dddeeegggrrreeeeeeooofffccciiirrrcccuuulllaaarrrpppooolllaaarrriiizzzaaatttiiiooonnn)))

원형 편광되어 샘플에 입사된 빛의 편광 변화는 존스 행렬이나 뮬러 행렬을 이
용하여 묘사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존스 행렬식은 빛의 위상과 진폭의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으며 완전편광 되어있거나 혹은 편광의 소멸(depolarization)이 없는
현상을 묘사할 때 사용한다.뮬러 행렬은 존스 행렬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편광 상
태의 상호작용을 묘사하기 위한 표현이고 편광의 소멸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원형 편광도(degreeofcircularpolarization,DOCP)는 원형 편광된 빛이 생체 조
직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편광의 변화를 나타낸다.생체 조직내에서 DOCP가 변
하는 요인으로는 산란에 의한 편광의 소멸,복굴절에 의한 위상지연 그리고 노이
즈가 있다.[4,7]
편광도(degreeofpolarization,DOP)와 DOCP는 스톡스 변수에 의해 정의되

며 앞서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샘플 경로의 QWP에 의해 
과 의 변수값

을 바꿔 표현하였다.스톡스 변수,DOP,DOCP의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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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P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변화하는 편광 성분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나,광학기기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편광 성분의 변화와 검출하는 영역 크기
에 대한 DOP의 영향과 지속성이 고려되어야 한다.PS-OCT와 같이 헤테로다인
검파방식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많은 산란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광 검출기
의 크기와 상관없이 DOP가 유지되는 특성이 있으며 광학기기에 의해 변하는 편
광성분은 전체 편광변화의 10% 미만으로 생체 조직내에서 일어나는 편광성분의
변화를 획득하는데 영향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이는 PS-OCT에서 DOCP
변화를 측정하여 생체 조직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20,22]

555...333인인인트트트라라라리리리피피피드드드(((IIInnntttrrraaallliiipppiiiddd)))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기기기초초초 실실실험험험

생체 조직의 DOCP추출에 앞서 인트라리피드(intralipid)용액의 농도를 변화시
켜 산란 매질에서의 DOCP변화를 확인해 보았다.20%의 인트라리피드 용액과 증
류수를 혼합하여 2.5% ,5%,10% 농도로 조절하여 산란 용액의 농도와 DOCP의
관계를 측정하였다.그림5.2는 DOCP의 그래프를 보여준다.2.5%의 용액과 10%의
용액을 비교해 보면 깊이에 따라 변화하는 DOCP값의 현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OCT의 데이터 획득 방법이 DOP의 선형성을 유지시킨다는 점
을 고려해볼 때 각각의 농도에 따라 변화하는 DOCP그래프의 결과는 인트라리피
드 용액의 농도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라 유추할 수 있다.그림5.2는 DOCP그래
프에 4thpolynomial-curvefitting결과를 보여주며 높은 차수의 계수에서 인트라
리피드 농도가 2배로 높아질수록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트라리피드 용액은 농도가 짙어질수록 산란 입자의 밀도가 높아지고 산란계

수가 증가하게 된다.산란계수의 증가는 편광성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변화는
계산된 DOCP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었다.일반적으로 편광의 소멸은 산란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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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빛의 이동거리가 짧은 조건에서 명확하게 관찰되며 또한 산란계수를 조절하
여 만든 용액 샘플보다 생체조직에서 더 많은 편광의 손실을 측정할 수 있다.이
는 생체 조직안에 임의적으로 구성된 비등방성 산란 물질을 정량화하여 샘플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DOCP의 변화는 생체 조직내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그그림림림555...222인인인트트트라라라리리리피피피드드드 용용용액액액의의의 농농농도도도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DDDOOOCCCPPP변변변화화화

그그그림림림555...333 농농농도도도별별별 444ttthhhpppooolllyyynnnooommmiiiaaalll---cccuuurrrvvveeefffiiittttttiiinnnggg결결결과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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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44자자자궁궁궁경경경부부부 샘샘샘플플플 선선선정정정

고속 스캐닝 PS-OCT의 임상적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자궁경부조직 절편을
샘플로 하여 측정하였다.병리학적 진단을 위해 몸속에서 떼어낸 자궁경부 조직을
약품 전처리 과정에서 측정하였으며 환자의 나이는 20대,30대,40대로 다양화하였
다.각각의 나이대별로 획득한 샘플에서 한번의 데이터 획득시 50~200개의 단면
이미지를 구현하였으며 정상조직으로 예상되는 16개의 부위와 병변조직으로 예상
되는 9개 부위에서 측정하였다.측정한 샘플 부위들 중 병변 예상 조직은 20대의
환자 몸에서 떼어낸 조직의 일부이며 산부인과 전문가에 의해 고등급 상피내 종
양으로 진단된 부분이다.샘플의 측정부위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피내종
양의 빈번한 발생지역인 3시,6시,9시,12시 방향으로 측정하였고 12시 방향은 자
궁입구 방향을 나타낸다.

그그그림림림 555...444실실실제제제로로로 측측측정정정한한한 자자자궁궁궁경경경부부부 조조조직직직 사사사진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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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55자자자궁궁궁경경경부부부 이이이미미미지지지 획획획득득득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먼저 병변이 없는 환자의 자궁경부에서 적출한 조직을 스캐닝하여 2mm*2.3mm
(종축*횡축)크기의 영상을 구현한 후 조직학(Histology)이미지와 비교해 보았다.
사용된 샘플은 정상조직으로 유사분열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피층(e)과 기
저층(s)의 경계선이 존재하며 이는 조직학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PS-OCT를 이용하여 획득한 광강도 이미지(그림5.5-a)에서도 표피층과 기저층의
경계선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었으며 표피층의 깊이는 약 200um로 측정되었다.
다음은 편광의 소멸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보여준다.빛이 자궁 조직의 표피부터
기저층까지 도달하면서 큰 편광 성분의 변화는 보이지 않으며 기저층 이하의 부
분에서는 편광의 변화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5.6과 그림5.7은 서로 다른 정상 조직의 이미지를 비교하고 있다.광강도 이

미지를 보면 정상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현상을 보여준다.그림5.6-a의
광강도 이미지에서는 기저막층의 구분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림5.7-a
의 이미지에서는 표피층과 기저층을 구분할 수 없었다.일반적으로 자궁경부 상피
내 종양의 병변이 진행될수록 상피층의 두께가 얇아지거나 상피층과 기저층의 구
분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병변이 없는 정상조직에
서도 기저막이 없는 경우가 있고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
문에 같은 정상 조직에서의 이러한 차이점은 자궁경부내 병변을 판단하는데 있어
기저막의 존재여부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정상조직과 고등급 상피내 종양 조직(H-SIL)의 이미지를 구현하여 비교

해 보았다.(그림5.8)고등급 상피내 종양은 세포와 세포핵의 비율이 커지고 유사분
열이 증가하여 산란작용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상조직에 비해 투과되는 빛
의 깊이가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근거하여 그림 (a)와 (d)의 광강도 이미지
를 비교해보면 정상조직의 경우 500um이상의 깊이까지 신호를 획득할 수 있으나
H-SIL의 이미지에서는 기저층 영역에서의 신호가 미약하게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H-SIL에서의 빛은 정상조직을 통과할 때 보다 큰 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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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의 영향으로 인해 투과 깊이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그러나
H-SIL의 광강도 이미지에서 표피 아래 부분에서 층의 구분이 모호하게 이루어지
고 있고 투과된 빛의 깊이가 정상조직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광강도 이미지만을 이용하여 병변 조직과 정상 조직을 구
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은 표피로부터 길게는 400um 깊이 안에서 발생하고 진행

한다.설계한 PS-OCT 시스템으로 자궁경부 조직을 측정한 결과 획득한 이미지의
종축 방향 깊이는 기저막을 확인할 수 있고 병변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포함
하며 편광의 변화정보를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5.8-(b)와(e))그러나 자궁경부 상
피내종양의 병변은 그림5.8(c)-(f)의 조직학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포단
위로 조직의 변화가 발생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특징만 관찰할 수 있는
광강도 이미지만을 사용하여 정상조직과 H-SIL조직을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
르게 된다.따라서 정상조직과 병변 조직간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
해서는 구조적인 이미지의 비교뿐만 아니라 편광 성분의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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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광광광강강강도도도 이이이미미미지지지 (((bbb)))편편편광광광 이이이미미미지지지

(((ccc)))조조조직직직학학학 이이이미미미지지지

그그그림림림555...555정정정상상상 조조조직직직의의의 이이이미미미지지지 및및및 비비비교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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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광광광강강강도도도 이이이미미미지지지 (((bbb)))편편편광광광 이이이미미미지지지

그그그림림림555...666정정정상상상조조조직직직의의의 이이이미미미지지지 

(((aaa)))광광광강강강도도도 이이이미미미지지지 (((bbb)))편편편광광광 이이이미미미지지지

그그그림림림555...777정정정상상상조조조직직직의의의 이이이미미미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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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정정정상상상조조조직직직의의의 광광광강강강도도도 이이이미미미지지지 (((ddd)))HHH---SSSIIILLL의의의 광광광강강강도도도 이이이미미미지지지

(((bbb)))정정정상상상조조조직직직의의의 편편편광광광 이이이미미미지지지 (((eee)))HHH---SSSIIILLL의의의 편편편광광광 이이이미미미지지지

(((ccc)))정정정상상상조조조직직직의의의 조조조직직직학학학 이이이미미미지지지 (((fff)))HHH---SSSIIILLL의의의 조조조직직직학학학 이이이미미미지지지

그그그림림림555...888정정정상상상조조조직직직과과과 HHH---SSSIIILLL의의의 비비비교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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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666자자자궁궁궁경경경부부부 DDDOOOCCCPPP획획획득득득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자궁경부 조직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획득한 이미지의 신호를 분석
하였다.광강도 이미지의 신호를 분석하여 정확한 기저막의 두께를 측정하였고 스
톡스 변수 


의 정보를 이용하여 DOCP변화를 확인하였다.그림5.9-(a)는 광강도

로 표현된 2D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비적으로 표현된 광강도 세기차이를
통해 기저막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미지상에서 신호의 세기로 확인할 수
있는 전체 깊이는 약 600um였고 그 이하 신호들은 공기 영역과 같은 레벨로 표현
되기 때문에 검출된 빛의 양이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미지에서 확인한
기저막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종축 방향 신호를 광강도에 따라 표현
해 보았다.샘플 조직의 표면에서 제일 높은 신호가 측정되었고 기저막에서 두 번
째 큰 신호를 검출하였다.이를 이용하여 측정한 기저막의 정확한 위치는 표피로
부터 약 250um 깊이였으며 이는 샘플 조직의 상피층 두께를 의미한다.
다음은 스톡스변수  신호를 분석하는 그림이다.(그림5.10)검출기에서 감지한

간섭신호를 복조과정과 신호처리 과정을 통해 스톡스 변수를 획득하고 그중
DOCP로 재표현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그림5-10-(a)는 일반화 과정을 거쳐
표피에서의 DOCP는 1로 표현되고 깊이에 따른 변화를 상대적으로 표현한 것이
다.약 330um 깊이를 기준으로 DOCP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산란
되어 돌아오는 빛의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일반적으로 자궁경
부에 발생하는 병변은 표피층과 기저막 근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
되어있는 표피부터 300um깊이 까지의 신호를 선택하여 DOCP감소 비율을 계산
하였다.linearfitting(1차 선형 함수)을 통해 획득한 감소율은 입사된 원형편광의
빛이 깊이 방향으로 진행될수록 얼마나 빨리 편광 성분이 소멸되느냐를 판별할
수 있게 된다.(그림5.10-(b))본 그림에서 편광의 감소율은 1mm 이동할시 편광의
소멸정도를 나타내며 0.76204depolarization/mm 결과를 보였다.이 값은 정상 조
직을 샘플로 측정한 것이며 만약 세포의 변화가 생긴 병변 조직이라면 깊이에 따
라 편광이 더 빨리 소멸되기 때문에 큰 linearfitting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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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상 조직과 H-SIL조직의 DOCP변화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해 보았
다.(그림5.11)표피로부터 200um ,300um 깊이까지의 DOCP에서 linearfitting을
수행한 후 평균값을 추출하였다.먼저 깊이에 따른 DOCP의 기울기 변화를 보면
정상조직과 H-SIL조직에서 모두 분석한 깊이의 범위가 클수록 DOCP기울기 값
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것은 원형 편광되어 입사된 빛은 자궁경부 조
직을 통과하면서 깊이방향으로 진행할수록 편광이 손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
다.그림5.10에서 약 350um 까지의 깊이에서는 광강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본 논문에서 제시한 표피로부터 200um,300um 깊이 범위의 신호 분석
은 광 강도의 크기에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정상조직과 H-SIL조직에 대한 DOCP기울기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H-SIL에서
의 DOCP기울기가 정상조직에서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0um 깊이에서보
다 300um 깊이에서의 기울기 차이가 미세하지만 크게 발생한 것을 관찰할 수 있
다.이와 같은 결과는 자궁경부에서 H-SIL과 같은 고등급 상피내 종양으로 진행
할수록 산란계수가 커지기 때문에 DOCP의 변화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결
과와 일치한다.따라서 PS-OCT에서 추출한 DOCP의 변화정보는 자궁경부 상피
내 종양의 존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매개변수(parameter)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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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정정정상상상조조조직직직의의의 광광광강강강도도도 이이이미미미지지지 (((bbb)))광광광강강강도도도 신신신호호호 분분분석석석

그그그림림림555...999광광광강강강도도도 신신신호호호 분분분석석석

(((aaa)))DDDOOOCCCPPP그그그래래래프프프 (((bbb)))DDDOOOCCCPPP그그그래래래프프프 LLLiiinnneeerrrfffiiittttttiiinnnggg

그그그림림림555...111000DDDOOOCCCPPP분분분석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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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표표표피피피부부부터터터 222000000 까까까지지지의의의 평평평균균균값값값 비비비교교교

(((aaa)))표표표피피피부부부터터터 333000000 까까까지지지의의의 평평평균균균값값값 비비비교교교

그그그림림림555...111111정정정상상상조조조직직직과과과 HHH---SSSIIILLL의의의 DDDOOOCCCPPP평평평균균균값값값 비비비교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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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66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자궁 경부암은 여성 암 환자중 42.1%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이지만 자궁 경부에 발생하는 특성상 기존의 진단 방법으로는 조기 진단에 어
려움이 있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S-OCT를 이용하여 자궁 경부암의 조기 진
단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였다.
PS-OCT는 인체에 무해한 빛을 사용하여 생체 조직을 비 침습적 방법으로 고

해상도의 영상을 획득하는 새로운 광학 이미징 기법으로 생체 조직의 산란 작용
에 의해 발생하는 역 산란광의 변화를 깊이별로 획득하여 구조적인 형태를 확인
하고 편광 성분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획득하는 기술이다.본 논문에서는 근적외선
영역(1296nm)의 광원을 사용하여 고속 스캐닝 광지연선(RSOD)기법을 기반으로
한 PS-OCT 시스템을 설계․제작하였다.본 시스템은 의 종축 해상도를 갖
고 데이터를 획득․저장하는데 각각 1초가 소요되었으며 동기화 된 신호를 이용
하여 비교적 오차 범위가 작은 3D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었다.
먼저 편광에 민감한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 산란성 매질(인트라리

피드)에서 DOCP의 변화를 확인하였다.20%의 인트라리피드 용액과 증류수를 혼
합하여 2.5%,5%,10% 의 혼합 용액을 만들고 각각 농도에 따른 DOCP의 값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용액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DOCP의 변화율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동물의 뼈를 이용하여 구조적인 형태와 복굴절 이미지를 측정하였다.주

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동물의 뼈를 이용하여 2D 단면 이미지를 획득한 결과
약  깊이에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획득할 수 있었다.이어서 편
광 성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복굴절 이미지를 획득하였다.같은 위치에서 스
캐닝 방향을 교차적으로 수행하여 편광 성분의 변화를 관찰하고 서로 다르게 나
타나는 복굴절 이미지를 통해 뼈 내부에 존재하는 복굴성 구조를 PS-OCT를 이
용하여 감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람 손가락 등부위와 지문부위를 측정하여 연조직에서 구조적인 정보와 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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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의 변화를 획득하였다.광강도 이미지를 보면 기저층 영역에서의 구조적 형태
를 관찰할 수 있었고 표피의 주름에 따라 형성된 기저막의 모양을 뚜렷하게 확인
하였다.또한 복굴절 이미지에서 표피내에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층의 배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궁경부의 병변조직과 정상조직의 DOCP변화를 추출하였다.병변

의 조직학적 진단을 위해 환자 몸속에서 떼어낸 조직의 절편을 이용하여 DOCP의
변화율을 측정하였고 정상 조직과 고등급 상피내 종양(H-SIL)조직으로 나누어
확인한 결과 정상조직보다 H-SIL에서 DOCP의 변화율이 크게 측정되었다.이와
같은 결과로 자궁경부에서 획득한 편광 성분의 변화를 통해 정상조직과 상피내종
양의 조직학적 특성을 구분할 수 있었다.
향후 생체 조직에 입사된 빛의 산란작용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산

부인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수의 자궁경부 조직을 통해 정상
조직과 단계별 상피내종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량화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역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면 PS-OCT를 이용하여 획득하는 DOCP의 변화를 통해
자궁경부 병변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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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Moonsik
Dept.ofBiomedical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Worldwide,cervicalcanceristhemostcommoncanceramongwomen.The
screeningmethodofcervicalpathologyisusuallyperformedbycolposcopyor
Pap-smear.However,thesetechnologiessufferfrom low sensitivitysincethey
provideinformationrelatedtosuperficialappearancesofsmall-sizedleisons.It
isclearthathigh-resolutiontomographictechniquescanhelptheearly-stage
diagnosisofcervixsignificantly.
Polarization-Sensitiv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s relatively new,

non-invasiveimagingtechniquethatallowstheacquisitionofhigh-resolution
tomographicimagesandcanprovidenotonlycross-sectionalimagesbutalso
polarizationstatesofbiologicalsamples.
In thisstudy,PS-OCT ismadeusing Rapid-Scanning OpticalDelay line

(RSOD)withgrating.Forestimatingofthissystem,DegreeofOpticalCircular
Polarization(DOCP)changewithdepthdetectedintralipidsolutionsthatishigh
scattering phantoms.When concentration ofIntralipid solution increased,in
otherwordsscatteringcoefficientincreased,DOCPwithdepthchangedrapidly.
Also,birefringenceimagethatcausedchangeofpolarizationstateacquir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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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ofananimalandfingerprintofaman.
Finally,ComparedwithmeasurementsDOCPbetweennormalcervicaltissue

and H-SIL cervicaltissue,DOCP decays fasterforH-SIL due to higher
scattering.This studies indicate thatPS-OCT system mightbe usefulin
measurementofDOCPwithdepthforscreeningofcervixtissue.

���������������������������������������������������������������������������

Keywords:PS-OCT,RSOD,polarization,birefringence,DO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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