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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고속 스캐닝 PS-OCT를 이용한 

자궁경부 상피내종양의 광학적 진단

  여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발병 비율을 조사한 결과 자궁경부암이 여성 암 환자 

중 42.1%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궁경부암

의 전단계로서 발생빈도가 높은 상피이형성증(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을 

일찍 발견하게 되면 자궁경부암은 완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

궁경부암을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검사부위 표면만을 보고 진단하는 세포진검사, 

질확대경검사, 그리고 정확하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조직검사 등이 시행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고해상도의 단면 구조뿐만 아니라 생체조

직의 편광 정보를 감지하는 PS-OCT를 이용하여 자궁경부 상피내종양을 광학적 

방법으로 진단하고자 하였으며, 자궁경부 병변에 따른 DOCP를 관찰함으로써 

PS-OCT가 자궁경부 상피내종양을 진단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궁경부와 같이 외부로부터 접근이 불가능한 체내 조직의 진단을 위하여 

정면 프로브와 회전형 프로브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미꾸라지 눈

과 피부에 대한 단면 이미지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OCT에서 프로브를 사용할 

경우, 피부나 안과 질환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생체 내부조직인 자궁경부, 각종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PS-OCT, 비침습적, RSOD, 정면 프로브, 회전형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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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세계적으로 자궁경부암은 여성에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자궁경부 진

단에 있어서 암 자체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평-원주상피 접합부

(Squamo-Columnar Junction)에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전구병변들의 연속적인 

과정(CIN I, II, III ;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을 구별하는 것은 조기 발견 

시 완치가 가능한 자궁경부암 진단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

궁경부 상피내종양은 CIN I 단계에 속하는 저등급 상피내종양(Low-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s, L-SIL)과 CIN II, III, CIS(carcinoma in situ) 단

계를 포함하는 고등급 상피내종양(High-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s, 

H-SIL)으로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단계는 병리학적 검사를 

통해서만 구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자궁경부암의 진단 방법에는 자궁경부세포진도말검사(Pap-smear), 질

확대경검사(Colposcopy), 조직생검(Biopsy)이 있다. 하지만 자궁경부세포진도말검

사는 낮은 민감성(sensitivity) (≤58 %)와 특이성(specificity) (69%)를 가지며 좁

은 지역의 표면 정보만을 가지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1]. 질확대경검사는 높

은 민감성(≤96 %)를 가지지만 여전히 낮은 특이성(48%)을 가진다는 단점이 있

다. 비교적 정확한 진단방법인 조직생검은 비용이 비싸고 조직을 직접 떼어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1]. 따라서 최근에는 자궁경부의 병리학적 변화를 진단하기 위

하여 비침습적이면서 고해상도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elastic-scattering 

spectroscopy[2], near-infrared spectroscopy[3], fluorescence spectroscopy[4-6], 

confocal microscopy[7, 8], optical coherence tomography[9, 10] 등의 광학적 이미

지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높은 해상도의 단층 영상 기술은 자궁경부의 조기 진단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 중 광 결맞음 단층촬영장치(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는 생체에 무해한 빛을 사용하여 생체 조직을 비침습적 방법으로 고해상도

의 영상을 획득하는 새로운 진단 기술이다[9-11]. 이전의 연구들은 이러한 OCT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의 존재 여부를 알아냄으로써 자궁경부의 병변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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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9].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병변이 없는 정상조직에서도 

기저막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내 병변을 판단하는데 있어 기저막의 

존재여부가 명확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10]. 다른 연구에서는 OCT 신호에서 얻

은 상피층 깊이에 대한 평균 광신호 크기(intensity)를 이용하여 자궁경부의 정상

조직과 비정상조직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되었지만[11], 이러한 OCT신호

는 자궁경부조직에서 굴곡이나 움직임에 의한 대물렌즈 초점 위치(focal point)의 

이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정량적인 대체 방법이 필

요하다[12].     

  상피내종양은 단계에 따라 세포에 대한 세포핵의 비율(N/C ratio)이 커지는 동

시에 유사분열이 일어나는 세포가 많아진다[7, 20-22]. 세포핵은 산란자의 가장 중

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자궁경부 상피의 산란

특성(scattering property)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산란특성 변화는 필연적으로 

빛의 편광도(degree of polarization , DOP)에도 변화를 유도한다[23-26]. PS-OCT

는 고해상도의 단층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체 조직에서 반사된 

빛의 편광 상태 변화까지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14-19]. 이를 위한 선행연구

로서 PS-OCT를 이용하여 DOP의 변화가 단지 노이즈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

니라 산란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을 증명하였다[27]. 또한 DOP는 역 산란된 광신

호에 대한 편광의 감소 정도를 표준화하여 얻기 때문에 광신호를 이용한 측정보

다 대물렌즈의 초점의 위치에 덜 민감하며 더 정량화된 측정이 가능함을 보여주

었다[11, 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PS-OCT를 이용하여 각 부분의 단면 영상과 

자궁경부 병변에 따른 원형 편광도(degree of circular polarization, DOCP)의 값을 

측정하여 임상 진단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프리즘을 이용한 OCT와 고속 스캐닝 광 지연선(rapid scanning optical 

delay, RSOD)을 기반으로 한 OCT를 설계하고, 외부로부터 접근이 불가능한 체내 

조직의 진단을 위하여 정면 프로브와 회전형 프로브를 직접 설계, 제작하였다. 정

면 프로브는 fiber focuser를 통하여 선명한 광원을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스테인

레스 스틸로 이루어진 경성 튜브를 사용하였다. 회전형 프로브는 외부에서 모터를 

이용하여 회전시켰으며, 프로브의 끝단에 빛을 모으기 위한 그린렌즈(GRIN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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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모아진 빛을 90°로 반사시키기 위한 프리즘(Prism) 등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프로브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미꾸라지의 눈과 피부에 대한 단면이

미지를 측정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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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PS-OCT 시스템 이론 및 설계

 

2.1  PS-OCT 기본 구성

  그림 2.1은 PS-OCT의 계략도를 보여준다[14-19]. PS-OCT는 일반 OCT와 마

찬가지로 조직에서 역산란(backscattered)된 빛을 검출하기 위해 마이켈슨 간섭계

(Michelson interferometry)를 사용한다. 먼저 초발광 다이오드에서 나온 빛은 선

형 편광기(linear polarizer, LP)를 통과하여 순수한 수평 편광된 빛으로 바뀌고, 이 

빛은 광분활기 광 분할기(beam spliter, BS)에 의해 샘플단(sample arm)과 기준단

(reference arm)으로 나눠지게 된다. 기준단으로 향하는 빛은 수평에 대해 22.5°회

전된 1/4 파장판(quarter wave plate, QWP)을 통과하고, 기준 거울에 의해 반사된

다. 반사된 빛은 다시 1/4 파장판을 통과하고 45°선형 편광된 상태를 갖는다. 샘플

단의 1/4 파장판은 샘플에 원형 편광된 빛을 입사시키기 위해 수평에 대해 45°회

전시킨다. 빠른 조직의 깊이 스캔(A-mode)을 위해 회절격자와 갈바노미터

(galvanometer)로 구성된 고속 스캐닝 광 지연선((rapid scanning optical delay 

line, RSOD)을 사용하였다[28, 29]. 샘플단에서 갈바노미터와 선형선반(linear 

stage)을 사용하여 조직 표면에 대한 x-축(lateral-scanning)과 y-축

(transverse-scanning) 스캐닝을 구성하였다. 조직으로부터 역산란되어 나온 빛과 

기준단으로부터 반사된 빛은 광분할기에서 다시 결합하게 되고, 편광 광분할기

(polarization beam splitter, PBS)에 의해 수직과 수평 편광 상태로 나눠지게 된

다. 편광 광분할기에 의해 나눠진 두 빛은 각각의 광검출기(photodetector)에 의해 

검출되어지며, DAQ 보드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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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PS-OCT의 기본 구성도

2.1.1 광원

  OCT에서 사용되는 광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정도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생체 조직에서 비교적 산란이 적게 일어나고 흡수도가 낮아 깊은 투과 깊이를 얻을 수 있는 

근적외선 파장을 발생시키고, 높은 깊이 분해능을 얻기 위하여 짧은 가간섭 길이를 가져야 한

다. 그리고 광원의 스펙트럼은 가우시안(Gaussian) 분포에 가까운 스펙트럼을 가지며 생체조

직에 의한 급격한 광강도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높은 복사조도(irradiance)를 필요로 한다

[33]. 광원의 가간섭 길이는 곧 OCT의 깊이 분해능이며, 아래 수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12, 

32-33].

  l
ld
D

==
2
044.0zlc                                   (2.1)

이 때, z는 깊이 분해능이며, 는 광원의 중심파장, ∆는 광원의 반치폭(Full width 

half maximum, FWHM)을 나타낸다. 따라서 일반적인 레이저와 같은 광원은 가간섭 길이

가 매우 길기 때문에 사용될 수 없고, 주로 가간섭 길이가 짧은 초발광다이오드(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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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nescence diode, SLD)를 많이 사용한다. 펨토초 Ti:Sapphire 레이저와 비선형광섬유를 

이용한 백색광원, 매우 좁은 대역폭의 레이저 빛이 일정 대역에 걸쳐 빠르게 반복 발진되

는 파장 가변형 레이저 광원(swept laser source)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2.1.2 광지연선

 

 생체 조직의 깊이에 따른 간섭 신호를 얻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시간 영역방법은 기

준 거울을 선형적으로 움직임으로써 깊이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기준 거울로 

광경로를 조절하는 스캐닝 부분은 대개 기계적 이송이 포함되므로 실제적인 시스템 

속도를 좌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스캐닝 방식으로는 선형 이동 스테이지를 사용하

는 방법(그림2.2(a)), PZT 드럼을 이용하여 광섬유를 늘려주는 방법(그림2.2(d)), 

rotating cube를 회전시키는 방법(그림2.2(b)) 등이 있다[33]. 현재 시간 영역방법에

서의 OCT에는 푸리에(Fourier) 변환 지연 시스템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그림 

2.2(e)). 회절격자와 렌즈로 이루어진 분산 시스템과 갈바노미터(galvanometer)에 의

해 제어되는 진동거울을 이용한 이 방식은 직선운동 대신 빠른 회전운동을 하여 기

준광의 군지연(group delay)과 위상지연(phase delay)를 이룬 방식으로 현재까지 최

대 25 kHz의 반복속도를 가지고 있어, video rate OCT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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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광 경로를 만들어 주기 위한 다양한 스캐닝 방식



- 7 -

2.1.3 광검출부

시간 영역에서의 간섭신호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12, 32, 33].

 )cos(2 0 lkIIIII srrsrsp D++= g , 00 /2 lp=k              
 (2.2)  

                                              

  는 샘플과 기준 거울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의 광강도를 나타내며, 은 두 

빛의 광경로 길이, 는 복소 가간섭도를 나타낸다. 기준 거울은 정해진 거리 구

간()에 대하여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므로 주파수 변이(도플러 주파수)가 발

생하게 된다. 이때 도플러 주파수( )는

0/2 lu=Df                               (2.3)

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식(2.2)의 간섭 신호는 도플러 주파수에 의해서 변조

된다.

     )2cos(2 tfIIIII Dsrrsrsp pg++=                    (2.4)

시간 영역의 검출부는 도플러 주파수를 가지는 간섭신호를 추출하기 위해 광검

출기, 증폭기, 대역통과 필터, 그리고 복조기로 구성되어 광통신이나 기타 간섭계

의 헤테로다인 검출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그림2.3).[32, 33]

그림 2.3 시간 영역 OCT의 신호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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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역통과 필터 통과 후          (b)정류기 통과 후        (c)저역통과 필터 통과 후

그림 2.4 간섭신호의 복조과정 

고성능 OCT에 있어서 노이즈 레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광검출기의 광원의 

광강도 변동을 보상할 수 있도록 이중평형검출기(dual balanced detector)가 사용

된다. 현재 상용화되거나 연구되고 있는 시간 영역방법의 OCT 시스템은 90~120 

dB의 신호 대 잡음비(SNR)을 구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2.4는 시간 영역방법을 이용하여 얻은 간섭신호(a)를 복조과정(b)을 통하여 

얻은 깊이 정보(c)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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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S-OCT 기본 이론

2.2.1 간섭(Interference)과 해상도(Resolution)

  광지연선의 기준 거울을 움직여 샘플경로와 광지연선 경로의 시간을 지연시킨

다면 광 검출기에 의해서 얻어지는 간섭 신호의 전체 파워는 광파 진폭의 제곱을 

시간 평균한 값으로 다음과 같다.

     
  ,        

∞

∞

          (2.5)

                              (2.6)

 간섭에 관련된 부분인   는 샘플과 광 경로 지연선에서 돌아온 빛의 광 

경로 차이에 의한 식으로 아래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2.7)

 부분적으로 결맞음 성질을 갖는 광원의 자기 상관 함수는 광원의 파워 스펙트럼 

분포의 푸리에 변환이다. 그러므로 광원의 주파수 대역 분석이 가우시안이라면

  ∝   
  


                     (2.8)

가 되고 간섭으로 인해 검출되는 부분은 식(2.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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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위의 식(2.9)을 통해 결맞음길이( 내에 샘플과 광지연선의 경로차가가 있어야 

안정적인 간섭무늬가 검출기를 통해 관찰된다.

 결맞음 길이는  의 

 이므로 식(2.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신호처리 

후 종축 해상도가 된다[12, 33-37].

 











≈ 



                 (2.10)

 만약 샘플과 광지연선의 광 분산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속도로 인한 지연

(group delay)과 위상 지연(phase delay)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검출기에서 

획득하는 간섭무늬의 중심 주파수는 위상 지연의 스캐닝 속도 와 관련이 있으

므로 도플러 중심 주파수 는 아래 식(2.11)과 같이 표현된다[34].

                             


 


                         (2.11)

  

Low NA

ll0l0-Dl/2 l0+Dl/2

Dl

z

( )cl z= D

Axial resolution Transverse resolution

2
02ln 2z l

p l
D =

D

Low NA

ll0l0-Dl/2 l0+Dl/2

Dl

z

( )cl z= D

Axial resolution Transverse resolution

2
02ln 2z l

p l
D =

D

그림 2.5 파장의 대역폭과 결맞음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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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편광(Polarization)

  편광의 종류에는 선편광, 원편광, 그리고 보다 일반적인 타원편광이 있다. 먼저 

선편광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전기장의 벡터 성분은 

 ≡  
                               (2.12)

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는 복소수이므로 

  


  
 

                 (2.13)

라고 놓을 수 있다. 여기서    는 전기장 성분의 크기를 나타내고    는 전

기장 성분의 위상을 나타낸다. 

  첫 번째 특별한 경우로 선편광된 빛에 관해서 알아보면 선편광된 빛은 전기장

의 위상차가  ≡       일 때의 빛의 편광을 나타낸다. 여기서  은 정수

이다. 따라서 전기장 성분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2.14)

 

  즉, 선편광된 빛은 시간 및 공간에 관계없이 전기장 벡터가 일정한 방향을 나타

내게 된다(그림2.6).

x

y

Ex

Ey E0

x

y

Ex

Ey E0

그림 2.6 선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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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특이한 경우는     ,  즉 전기장 성분이 같은 크기를 갖고 위상

차가    인 경우 


   와       인 경우에 


   가 되는 경우

를 들 수 있다. 먼저      인 경우  


   인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편

의상 빛의 진행방향이 z 축이고    인 경우를 생각하면 식(2.1)의 전기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os                     (2.15)

실제의 전기장은 위식에서 실수부분을 택하면 

          sin                (2.16)

가 된다.    일 때 전기장은 

       sin                    (2.17)

가 되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7과 같다. 즉 오른나사방향의 나선 형태

로 전기장 벡터가 회전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인 위치에서 시간에 

대해서 전기장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sin                    (2.18)

  즉, 그림 2.7 벡터가 각각의 위치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상태를 우원

편광(right circular polarization)된 빛이라고 부르며, 이와 반대방향인 빛을 좌원편

광된 빛이라고 부른다. 편광된 빛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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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이 때   


     이다. 즉 편광은 두 개의 변수    로 규정이 가능

하다.  이고   가 에서 까지 변할 때 원편광, 선편광, 타원편광 등 여러 

형태의 편광 상태를 얻을 수 있다. 또 가 변함에 따라서 다양한 타원편광의 빛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빛의 편광 특성은 스톡스 변수(Stoles parameters)나 존스 

벡터(Jones Vector)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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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우원편광과 좌원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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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스톡스 변수와 DOCP

  (Stokes Parameter & Degree Of Circular Polarization)

스톡스 변수(Stokes parameters)란 편광된 광에 대한 표현 중에서 전자기파의 

관측 가능량의 함수로 네 개의 양으로 표현한 값을 말하며, 이들의 양은 각각 S0, 

S1, S2, S3으로 표시한다. 이 때 S0은 입사 복사조도를 나타내며, S1, S2, S3은 편광

상태를 기술한다.

이때 S1>0이면 S1은 편광이 수평상태를 나타내며, S1<0 경우 편광이 수직상태 

임을 반영한다. S2>0 일 때 +45°선형 편광, S2<0 일 때 -45°선형 편광, S2=0 일 

때 전혀 다른 방향의 선형편광을 나타내며, S3>0 이면 우원편광, S3<0 경우 좌원

편광, 그리고 S3=0 일 때는 둘 다 아닌 경향을 나타낸다. 광검출기에 입사되는 광

강도(total light irradiance)를 I t 라고 했을 때, 이를 수식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

다.

tIS =0

oo 9001 IIS -=

oo 45450 -+
-= IIS

lcrc IIS -=0                                (2.20)

빛을 전자기장에서 Ex를 수평성분, Ey를 수직성분이라 할 때 각 성분을

)]()cos[()()(
~~

0

~~
ttzktEitE xxx ew +-=

)]()cos[()()(
~~

0

~~
ttzktEitE yyy ew +-=             (2.21)    

                   

로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위의 식(2.20)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스톡스 변수를 다

시 표현할 수 있다[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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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sin     ,                         (2.22)  

     

이 때 스톡스 변수는 샘플에서 역산란한 빛에 대한 편광성분이 아니라, 샘플에

서 역산란한 빛이 다시 45°회전한 QWP를 통과 후의 편광성분에 대한 스톡스 변

수이다. 따라서 샘플에 대한 순수한 스톡스 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S0→S0, S1→

S3, S2→S2, S3→-S1으로 바꿔주어야 한다[14-16].

                

2 2

0
2 2

3

2

1

2 cos

2 sin

ox oy

ox oy
d

ox oy

ox oy

E ES
E ES

S
S E E
S E E

e

e

é ù< > + < >é ù ê úê ú < > - < >ê úê ú= = ê úê ú < >ê úê ú ê úë û < >ë û
                      (2.23)

이러한 스톡스 변수들을 이용하여 빛의 편광정도(degree of polarization, DOP)

와 원형 편광된 빛의 편광의 정도를 나타내는 원형 편광도(degree of circular 

polarization, DOCP)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16]. 

2 2 2
1 2 3

0

S S S
DOP

S
+ +

=
  ,    

2
3

0

S
DOCP

S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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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PS-OCT 시스템 구성

 

3.1 광원

  광원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체에 대한 무해성과 투과 깊이이다. 

보통 빛의 파장에 따라 물과 피의 흡수 스펙트럼이 달라지며 파장이 약 700～

1500㎚인 근적외선 영역의 경우 다른 파장에 비해 물과 혈액 등 인체에 관련된 

매질에 대한 흡수계수가 낮게 나타난다. 생체 조직이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있으므

로 이 영역의 파장을 사용한다면 생체 조직 깊은 곳까지 빛이 투과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3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광원의 중심파장 이 1296㎚인 근적외선 영역의 파장

으로 반치폭△이 40㎚ 인 초발광다이오드(Super Luminescence Diode , SLD)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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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속 스캐닝 광 지연선 구성(reference arm)

 회절격자를 사용한 광지연선은 광 결맞음 단층촬영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회절격자와 렌즈, 거울로 구성된다. 회절격자에 의해 분광된 빛을 주파수 영역에서 

보았을 때 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사 함수로 만들어주기 위해 렌즈의 초점 거

리 양단에 회절격자와 거울을 놓아 광 지연을 만든다(그림3.2). 

 스캐닝 거울의 각도는 위상 경로 차와 군속도로 인한 경로 차에 모두 관여하며, 

거울의 offset(x)은 위상 경로에만 관여한다. 군속도 지연으로 인한 경로 차를 만

드는 경우, 거울의 작은 각도 조절로 큰 광 경로차를 만들 수 있으며, 원하는 중심 

주파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절격자를 사용한 광지연선의 중심 

주파수는 스캐닝 거울이 움직이는 각속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4, 39, 40].

 



  
  

                           (3.1)

그림 3.2 회절격자를 이용한 고속 광지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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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샘플 경로 구성(sample arm)

  샘플의 2D 단면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종축 스캐닝(A-scan)이외에 횡축 스캐닝

(B-scan)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횡축 스캐닝을 위해 샘플을 직접 움직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빛이 샘플로 들어오기 바로 전 단계에서 갈바노미터 거울

을 이용하여 빛을 흔들어 줌으로써 횡축 스캐닝 하였다. 또한 샘플과 스캐닝 거울 

사이에 대물렌즈(objective lens)를 이용하여 빛을 집속시켰다. 갈바노미터 거울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 샘플에 입사되는 빛은 약 2.6㎜범위를 가진다. 사용된 대물렌

즈의 초점거리는 11㎜이다. 

  횡축 해상도(lateral resolution)는 광원의 중심 파장과 대물렌즈의 개구수

(Numerical aperture)에 의해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계산 값을 가진다[12].

4 20fx m
d

l m
p

æ öD = × »ç ÷
è 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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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횡축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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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미지 구현을 위한 신호 동기화

  정확한 범위의 3D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호 동기화가 필수이다. 광지

연선에 위치한 스캐닝 거울(A-scan)을 안정적이고 선형적으로 움직이기 위하여 

100Hz의 삼각(triangle)파형을 사용하였으며, 실제적으로 한 번의 종축 스캐닝은 

200Hz의 속도로 5000개의 데이터를 획득하도록 구성하였다. 2D 이미지의 횡축 스

캐닝(B-scan)을 만들어 주기 위한 스캐닝 거울은 1Hz의 톱니파로 구동하였으며, 

하나의 2D 이미지가 만들어질 때마다 샘플단(sample arm)에 설치한 선형미세이동

판과 동작 제어기(motion controller)를 이용하여 여러 장의 2D이미지 데이터를 받

아들임으로써 3D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구성하였다(그림3.4). 

  기준단(reference arm)의 종축 스캐닝을 수행하는 갈바노미터 스캐닝 거울

(A-scan)을 구동하기 위하여 PCI-6115 analog output에 의해 100Hz의 삼각파가 

발생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시작과 동시에 PCI-6115의 output으로 TTL신호가 발

생하도록 하였다. 이 TTL신호는 함수 발생기(function generator)의 트리거

(Trigger)입력으로 들어가며, 샘플단(sample arm)의 횡축 스캐닝을 수행하는 갈바

노미터 스캐닝 거울(B-scan)을 구동하기 위하여 1Hz의 톱니파형을 발생 시킨다. 

동기화된 횡축 스캐닝과 종축 스캐닝에 의한 2차원 데이터를 PCI-6115의 두 개 

채널에서 받아 저장한 후, 선형미세이동판을  씩 이동하면서 반복적으로 위 

과정을 수행하였다.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2D 영상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초이다. 

Time

PCI-6115 analog output

PCI-6115 digital output

Function Generator output 

Linear Actuator

Time

PCI-6115 analog output

PCI-6115 digital output

Function Generator output 

Linear Actuator

그림 3.4 정확한 이미지 구현을 위한 신호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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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플러 주파수 및 종축 해상도

    (Doppler frequency and Axial resolution) 

  아래 그림 3.5는  측정된 도플러 주파수를 보여준다. 중심주파수는 약 75㎑이며, 

복조과정에서 대역통과 필터의 범위는 ±20㎑로 설정해 주었다. 획득한 간섭신호

(그림3.6)는 복조과정을 거쳐 종축해상도를 구할 수 있다(그림3.7). 이 과정을 통하

여 구한 실제 시스템의 종축해상도는 약 16.7㎛ 이다. 이론적으로 계산한 종축 해

상도 와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공기 중과 거울의 굴절률 차이 때문에 생

긴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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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측정한 도플러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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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시스템에서 획득한 간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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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종축해상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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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신호대 잡음비 (SNR)

  본 시스템에서 PS-OCT의 신호 대 잡음비(SNR)는 샘플단(sample arm)에 거울

을 놓고 대물렌즈와 거울 사이에 약 60dB의 신호를 감쇄시키는 여광기(Neutral 

Density filter)를 설치하여 측정하였다(그림3.8). 측정한 신호 대 잡음비는 약 

47dB이고 여광기에 의해 약 60dB가 감쇄되었으므로 실제 신호대 잡음비는 약 

107dB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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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시스템의 SNR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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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PS-OCT 시스템을 이용한

자궁경부상피내종양의 광학적 진단

4.1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4.1.1 자궁경부암의 발생과 검진

  자궁경부암이 집단 검진에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이다. 첫째, 검

진을 받지 않은 집단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한다. 자궁경부세포진도말검사를 자궁

경부 검진체계에 이용한 지역에서는 자궁경부암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둘째,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명적인 질환이다. 

셋째,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준 임상기를 가지는 임상적 특성이 있다. 넷째, 암전

구병변 및 초기 암종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궁경부암은 상피이형성증, 상피내암종, 미세침습암종, 그리고 침습암종의 순서

로 진행된다. 암전구병변인 상피이형성증과 상피내암,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총체적

으로 단일한 질병으로서 각각은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스펙트럼상의 한 부분이다. 

이러한 과정은 1년 내지 20년 정도의 상당한 기간(평균 10년)에 걸쳐 진행된다. 

자궁경부암의 전단계인 상피이형성증은 주로 25~35세의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고 

상피내암은 30대 후반의 여성, 그리고 침습성 자궁경부암은 40대 후반의 여성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 

  자궁경부암의 진단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자궁경부세포진도말검

사이고(Pap smear), 둘째는 세포진 검사에서 발견된 비정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질확대경검사(Colposcopy)이며, 셋째는 질확대경으로 확인된 병변의 조직생검

(Biopsy)이다. 자궁경부암의 검진에는 주로 자궁경부세포진도말검사가 이용되고 

있으나 높은 위음성률과 낮은 예민성이 문제가 된다. 질확대경검사는 장비가 비싸

며 이동이 어렵고, 검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함으로써 객관성이 결여되고, 숙련

된 검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상당 기간의 교육과 경험이 필요하며, 검사에 많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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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생검은 병변의 일부만 확인하는 것으로서 항상 가

장 나쁜 장소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1].    

4.1.2 자궁경부 상피내종양의 등급과 조직학적 특성

  자궁경부 상피내종양(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m, CIN)은 자궁경부 상피에

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전구 병변들의 연속적인 과정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기 위

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상피층의 깊이는 표피에서부터 약 300㎛이며, 일반적으로 

병변 단계 진행 정도에 따라 CIN I, II, III 세등급으로 나뉜다. 병변은 저등급 상

피내 종양(CIN I)에서 시작하여 고등급 상피내 종양(CIN II, III)으로 진행한다. 일

반적으로 편평-원주상피의 접합부(squamo-columnar juncition)는 내경관의 원주

상피와 외경부의 편평상피가 만나는 곳으로 상피내종양과 암이 발생하는 장소로

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이다. 자궁경부 상피내종양은 고등급 병변

일수록 미분화 세포층이 두껍고 표면에 성숙, 분화된 세포층이 얇게 되거나 사라

지게 된다. 또한 과염색성(hyperchromasia), 핵의 다형성(nuclear pleomorphism)을 

보이며, 특히 핵-세포질의 비율이 증가하며 유사분열의 수가 많아지는 특성을 보

인다.

그림 4.1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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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론 및 작용

 

  편광된 빛의 상태는 물질의 산란계수에 영향을 받는다. 일정하게 편광된 빛이 

생체조직과 같은 산란계수가 높은 매질을 통과하게 되면 산란을 일으키는 물질의 

입자크기와 분산정도, 밀도 등의 요소에 의해 편광성분이 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편광의 변화는 입사된 빛의 파장과 매질의 크기와 상관관계가 있다. 산란자의 크

기가 파장의 범위보다 크면 선형편광의 성질이 원형편광보다 길게 유지되며 파장

의 범위가 산란자보다 크면 원형 편광된 빛이 선형 편광된 빛보다 더 오래 편광 

성분을 유지하게 된다. 원형 편광된 빛이 산란 계수가 높은 물질에 입사하게 되면 

다중산란이 일어나며 편광소멸이 빠르게 나타나지만, 반대로 산란계수가 낮은 물

질에서는 편광 소멸이 느리게 나타나게 된다. 

  상피내종양은 단계에 따라 세포에 대한 세포핵의 비율(N/C ratio)이 커지는 동

시에 유사분열이 일어나는 세포가 많아진다. 이로 인해 입사된 빛에 대한 산란계

수가 증가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빛의 편광도(degree of polarization, DOP)와 편광

의 소멸(depolarization)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3-26]. 

  PS-OCT는 고해상도의 단층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반

사된 빛의 편광 상태 변화까지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14-19]. 이를 위한 선

행연구로서 빛의 편광도(DOP) 변화가 단지 노이즈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란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을 증명하였으며[27], 또한 빛의 편광도(DOP)는 역 산

란된 광신호에 대한 편광의 감소 정도를 표준화하여 얻기 때문에 광신호를 이용

한 측정보다 대물렌즈의 초점 위치에 덜 민감하며 더 정량화된 측정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11, 12].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PS-OCT를 이용하여 자궁경

부 병변에 따른 각 부분의 단면 영상뿐만 아니라 원형 편광된 빛이 생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편광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원형 편광도(degree of circular 

polarization, DOCP)를 측정 하였으며, 임상진단 결과와 실험진단 결과를 비교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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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궁경부 샘플 선정

 

  임상 실험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원주 카톨릭 병원의 IRB(Institution Review 

Board)지침을 따랐다. 생체조직 절편은 PS-OCT실험 기기를 설치한 후, 환자의 

수술직후, 조직검사를 하기 전에 제공받았다. 제공받은 생체조직의 절편을 제작한 

샘플 받침대에 올려놓고 PS-OCT를 이용하여 비침습적으로 영상 정보를 획득하

였다. 본 과정에서 제공된 생체 조직은 병변 조직, 병변으로 의심되는 조직, 그리

고 정상조직이며, 이들 조직들에 대해 약품처리나 손상 등의 과정은 없었다. 

  총 18명의 환자로부터 자궁경부 영상 정보를 측정하였으며, 각 샘플 당 약 2~4

부분을 측정하여 총 71개의 데이터를 획득하였다(표 1). 그림 4.2는 생체조직 절편

의 측정 지역을 보여준다. 이들은 별도의 약품처리나 절개 없이 병변진단을 위하

여 병리과로 바로 전달되었고, 최종적으로 그곳에서 병리학사에 의해 판독된 병리

학적 진단결과(pathological diagnosis)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PS-OCT로 얻은 

상피이형성증의 진행 정도에 따른 depolarization 정도를 진단 알고리즘으로 사용

하여 병리학적 진단결과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림 4.2 자궁경부 생체조직의 측정 지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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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group 20~29 30~39 40~49 50~59 60~69

Number of patients 3 6 6 0 3

표 1. 연령별 환자 수 [43]

4.4 측정 결과 및 고찰

4.4.1 자궁경부 이미지 획득 및 분석

  먼저 자궁경부 조직의 광강도 이미지(S0)와 원형편광 이미지(S3/S0)를 관찰하였

다. 그림 4.3은 다양한 조건에서 자궁경부 조직들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각 이미지의 크기는 약 2㎜(depth)×2㎜(width)이다. 그림 4.3의 (a),(b),(c)는 광강

도 이미지이며, 그에 상응하는 편광 이미지는 그림 4.3의 (d),(e),(f)이다. 

  그림 4.3(a)와 (b)는 정상조직의 이미지이다. 그림 4.3(a)에서는 상피층

(epithelium, e)과 기저막(basement membrane, b) 그리고 기질(stroma, s)이 포함

되어 있는 자궁경부의 층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림 4.3(b)의 

경우 정상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자궁경부의 층 구조는 관찰할 수 없었다. 그림 

4.3(c)는 고등급 상피내종양(H-SIL)의 광강도 이미지이며, 이 역시 층 구조를 관

찰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자궁경부 상피이형성증이 암으로 진행될수록 표면에 

성숙, 분화된 세포층이 얇게 되어 상피층과 기저층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병변이 없는 정상조직에서도 기저막이 없는 경우

가 있고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기저막의 존재여부가 자

궁경부내 병변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림 4.3에서 정상조직의 광강도 이미지(b)와 H-SIL의 광강도 이미지(c)를 비교

해 보면, 정상조직의 경우 500㎛이상의 깊이까지 신호를 획득할 수 있으나 고등급 

상피내종양(H-SIL)의 이미지에서는 정상조직에 비해 투과되는 빛의 깊이가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피내종양의 단계에 따라 세포에 대한 세포핵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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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ratio)이 커지는 동시에 유사분열이 일어나는 세포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

로 인해 입사된 빛에 대한 산란계수가 증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빛의 편광도

(degree of polarization , DOP)와 편광의 소멸(depolarization)에 영향을 미치게 됨

을 알 수 있다. 그림 4.3(g)와 (h)는 각각 정상조직과 H-SIL의 조직학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림 4.4는 자궁경부 정상조직의 3-D 이미지이다. 총 200개의 2-D 광강

도 이미지로 구성하였으며, 스캔 범위는 2㎜(depth)×2㎜(lateral)×4㎜(transversal)

이다. 각 측정 장소에 대한 DOCP 변화율을 구할 때는 그림 4.4에서 보여주는 

3-D 전체 부분(volume)이 아닌 3~9개의 세부적 부분(sub-volume)으로 나누어 평

균값으로 정량화 하였다. 

그림 4.3 자궁경부의 정상 조직과 비정상 조직의 PS-OCT 이미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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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자궁경부의 정상조직의 3-D 이미지 [43]

4.4.2 자궁경부 DOCP 획득 및 분석

  DOCP의 변화는 복굴절에 의한 위상지연(phase retardation), 산란(scattering) 

그리고 노이즈(noise)에 영향을 받는다[1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피세포의 광

강도에 대한 SNR이 일반적으로 20dB보다 높았기 때문에 DOCP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노이즈의 가능성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비록 기저막에는 콜라겐 IV, 기질

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주요 구성요소이지만[8, 31], 자궁경부 상피에는 콜라겐 

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굴절의 영향도 배제하였다[30].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자궁경부상피에서 이루어지는 DOCP의 변화가 오직 산란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모든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림 4.5(a)는 그림 4.3(b)에서 보이는 샘플의 한 깊이에 대한 DOCP 감소를 나

타낸다. 이는 입사된 원형편광의 빛이 깊이 방향으로 진행될수록 얼마나 빨리 편

광 성분이 소멸되는지를 보여준다. 상피이형성증은 상피층(~약 300㎛)에서만 발생

하기 때문에 DOCP의 기울기 값은 표피에서의 신호를 제외한 80㎛에서 25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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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호를 선택 하였으며, 다음으로 그림 4.5(c)에서 보듯이 최소 제곱 1차 선형 

함수(least-square linear fit method)를 사용하여 그 기울기를 구하였다. 그림 

4.5(c)에서 DOCP 신호의 계산된 기울기 값은 0.762㎜-1이다.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의 병변은 그림 4.3(g)와 (h)의 조직학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포단위로 

조직의 변화가 발생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각 기울기 값들을 세부적 부분

(sub-volume)으로 나누어 그 평균값으로 정량화 하였다. 

 

(a) 그림(a)의 광강도 SNR 그래프

              (b) 그림 (b)의 DOCP               (c) DOCP의 liner fitting

그림 4.5 광강도와 DOCP 신호 분석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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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자궁경부의 병리학적 진단결과와 비교 분석

  그림 4.7은 자궁경부의 병리학적 진단과 PS-OCT에 의한 진단을 비교해놓은 그

림이다. 두 명의 병리학사는 각 샘플을 1시에서 12시 방향을 따라 12부분에 있는 

조직을 잘라 관찰하였으며, 각 부분에 대한 진단을 그림 4.6과 같이 지도(회색 부

분)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막대는 

PS-OCT에 의한 진단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샘플 조직의 경우, 병리학적 진

단결과와 PS-OCT에 의한 진단결과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직학적 진단지역과 PS-OCT로 측정한 진단지역이 완

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방향에 대한 PS-OCT 진단 결과에서 

만약 하나의 세부 부분(sub-volume)이라도 H-SIL가 있다면 그 방향에 있는 부분

(volume)은 하나의 H-SIL지역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두 71개 지역

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L-SIL과 H-SIL 사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기준 값(threshold value)을 정의

하기 위하여 선행 실험에서 완전한 정상조직과 H-SIL 조직에서 평균화된 DOCP 

변화율을 구하였다(그림4.8). 실험 결과, 정상조직의 경우 평균화된 DOCP변화율은 

0.92㎜
-1

이었으며, H-SIL의 경우 1.71㎜
-1

이었다[10, 28].         

  본 연구에서는 선행실험을 바탕으로 L-SIL과 H-SIL을 구분하기 위한 가장 적

합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DOCP 변화율에서 서로 다른 threshold value를 정

하여 민감성(sensitivity)과 특이성(specificity)을 판단해 보았으며(표 2), 그중에서 

민감성과 특이성이 각각 94.7%, 71.2%를 보이는 1.8㎜-1이란 값을 찾아내었다. 실

험결과에서 하나의 false-negative가 발견되었는데(그림4.7(c)) 이는 실험 당시 하

나의 샘플에서 굳어버린 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7에서 각 샘플의 왼

쪽부분에 있는 것은 실제 자궁경부 절편조직의 사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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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자궁경부의 병리학적 진단 [43]

그림 4.7 DOCP 변화율(threshold value :1.8㎜
–1

)에 따른 진단과 병리학적 진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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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ology

PS-OCT
L-SIL H-SIL

L-SIL 37 1

H-SIL 15 18

       Thresholds
1.6 ㎜-1 1.7 ㎜-1 1.8 ㎜-1 1.9 ㎜-1 2.0 ㎜-1

Sensitivity (%) 94.7 94.7 94.7 84.2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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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정상조직과 H-SIL의 DOCP 평균값 비교 [28] 

 

표 2. Thresholds value에 따른 민감성(Sensitivity)과 특이성(Specificity) [43]

표 3. PS-OCT를 이용한 진단과 병리학적 진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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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인체 삽입용 프로브 설계 및 제작

5.1 소개

  

  사춘기 시작 후 자궁경부는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크기와 모양이 변하는데 

자궁경관내의 원주상피 부분이 외자궁부 밖으로 하향하여 상피내종양과 암이 발

생하는 주요 장소인 편평-원주상피 접합부(squamo-columnar juncition)가 외경부

로 노출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편평-원주상피 접합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진단 시 육안으로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불가능한 체내 조직의 진단을 위하여 정면 

프로브와 회전형 프로브를 직접 설계, 제작함으로써 자궁경부 진단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자 한다.  

체부

경부

내자궁구

외자궁구

질내돌출부

편평-원주 상피 접합부

측정부위

체부

경부

내자궁구

외자궁구

질내돌출부

편평-원주 상피 접합부

측정부위

그림 5.1 자궁경부의 해부학적 구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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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프로브를 위한 OCT 설계, 제작

  광 결맞음 단층 촬영기(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의 기본이론은 마이켈슨 

간섭계(Michelson Interferometer)를 따른다. 하나의 광원(SLD)에서 나온 1300㎚빛

이 광분배기(BS)를 통과하게 되면 한쪽은 기준단(reference delay arm)으로 다른 한

쪽은 샘플단(sample arm)으로 나뉘어 진행하게 된다. 기준단에서는 거울을 움직이

는 대신 고속 스캐닝 광 지연선(rapid scanning optical delay line, RSOD)으로 구성

하였다. 기준단으로 들어간 빛은 다시 반사되어 나오게 되며, 샘플단으로 간 빛은 샘

플로 입사된 뒤 다시 반사되거나 역산란 되어 나온다. 이렇게 각각 반사되어 나온 빛

들은 BS를 지나면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때 고속스캐닝 광지연선에 의해서 두 빛

의 경로차가 같아지면 간섭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발생된 광 신호는 광 검출

기로 데이터를 받는다. 그림 5.2는 OCT의 기본 구성도이다. 검출기(detector)에서 검

출된 신호는 전압으로 변환, 증폭 시킨다. 그리고 DAQ와 Labview를 이용하여 A/D

변환과 복조(demodulation)과정을 거친 후,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한다.  

Grating

Galvan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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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

Photodiode BS

Source

RSOD
Grating

Galvan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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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

Photodiode BS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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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Probe

G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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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

Photodiode BS

Source

RS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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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z

Mirror

Photodiode BS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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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OCT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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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정면 프로브 

5.3.1 정면 프로브 설계 및 제작

  정면프로브에 사용된 선형미세이동판은 Linear Motor가 장착된 Actuator로서 

크기는 약 7㎝(가로)×7㎝(세로)×1㎝(높이)이며, 좌우 이동 거리는 40㎜까지 가능하

다(그림5.3). 정면 프로브에 사용된 focusor는 pigtail style이며, fiber길이는 약 1m

이고, working distance 5㎜에서 약 35㎛의 spot size를 가진다. 선형미세 이동판

은 Labview상에서 다양한 포지션, 속도, 토크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정확

한 범위의 3D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광지연선에 위치한 스캐닝거울(A-scan)

과 샘플단에 위치한 정면 프로브의 선형미세이동판(B-scan) 그리고 샘플을 위 아

래로 움직여 주는 선형미세이동판(C-scan)의 신호를 동기화 시켰다. A-scan을 위

한 스캐닝 거울을 움직이기 위하여 100Hz의 삼각(triangle)파형을 사용하였으며, 

실제적으로 한 번의 종축 스캐닝은 200Hz의 속도로 5000개의 데이터를 획득하도

록 구성하였다.

145㎜
70㎜

70㎜

5㎜

38㎜

24㎜

7㎜

18㎜

37㎜

30㎜

145㎜
70㎜

70㎜

5㎜

38㎜

24㎜

7㎜

18㎜

37㎜

30㎜

그림 5.3 정면 프로브 구성도

그림 5.4 실제 제작한 정면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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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측정 결과 및 고찰

  그림 5.5의 (a)는 정면 프로브를 이용해 측정한 손톱 이미지이며, (b)는 미꾸라

지의 눈, (c)는 미꾸라지 등에 있는 비늘 모습을 보여준다. 각 이미지 크기는 약 

10㎜(가로)×2㎜(세로)이다. 그림 5.6은 휴대폰 카메라의 3D 이미지이다. 휴대폰 카

메라 모듈의 지름은 약 5㎜이며, 3개의 렌즈로 구성되어 있다. 3D 이미지를 만들

기 위하여 약 100장의 2D이미지 데이터를 수집, 저장한 뒤, 아미라(Amira)를 이용

하여 3D 영상으로 구현하였다.  

(a) 

(b)              

(c) 

      그림 5.5 정면 프로브로 측정한 샘플 이미지 

      (a)손톱, (b)미꾸라지 눈, (c)미꾸라지 등

                  

그림 5.6 휴대폰 카메라 3D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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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극좌표로 재배치 방법 

 

5.4 회전형 프로브

5.4.1 회전형 프로브 영상구현 알고리즘 

  

  일반적으로 OCT를 이용하여 샘플에서 얻은 단면 이미지는 모두 직사각형 모양

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회전형 내시경 OCT의 경우, 회전을 하면서 관(tube)형

태의 단면 내측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원형형태의 이미지로 나타내어야 효율적이

다. 따라서 극 좌표방법을 이용하여 행과 열(m×n행렬)로 이루어진 직사각형모양 

이미지를 원형모양 이미지로 재구성하였다. 이때, 원의 중심부터 이미지가 나타나

기 시작하는 위치 사이의 거리(s)를 결정해야만 처음 시작하는 이미지의 열이 겹

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원형 이미지는 360°이므로 각각의 열을 배치할 때는 =2π/m의 간격을 두

고 배치한다. 예를 들어 직각좌표에 있는 P[i, j]를 원형좌표에 배치한다고 하면 첫 

번째 열이 0°일 때부터 배치되므로 열의 각도는 (i-1)가 되며, 원형이미지 중심에

서부터 샘플이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리는 s가 되므로 각 행의 거리는 s+j-1이 된

다(그림5.7). 즉, 직각 좌표가 극좌표로 재배치되었을 때의 위치를 정리해보면 다

음과 같다. 

  

      P[a+(S+j-1)*cos((i-1)),b+(S+j-1)*sin((i-1))]          (5.1)             

  

  직사각형 행렬을 원형으로 재배치하면 전체적인 행렬의 크기는 증가하게 되므

로 데이터 없이 비는 공간이 존재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data 값을 0으로 

채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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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열과 열 사이 거리가 벌어지면서 이미지 사이

사이 공백이 생긴다(그림5.8(a),(b)). 이러한 부분은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average, 

copy, mask응용 방식 등 세 가지 보상 방법을 사용하였다. 

  여러 보상 방법 중 average 방법은 인접한 두 행렬 값의 평균을 그 두 열 사이

에 배치시키는 것이고, copy 방법은 첫 번째 행렬을 복사한 것을 두 번째 행렬에 

배치시키고 두 번째 행렬에 있던 행렬을 다음 열에 배치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2번, 4번, 8번 반복하면 2배, 4배, 8배로 데이터 정보를 늘릴 수는 있지

만, 정보가 많아질수록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하게 되므로 중앙에 빈공간

이 점점 커진다는 단점이 생긴다. 따라서 여러 개의 영상 획득을 통해 가장 적절

한 배율(×4)을 찾은 뒤, 수정된 3×3 평균 mask 방식을 사용하여 보다 나은 이미

지를 획득하고자 하였다(그림5.8(c),(d)). 

  그림 5.8에서 (c)와 (d)를 비교해 보면 copy방식보다 average방식에 mask를 적

용한 영상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average방식

에 mask를 적용한 2D 자궁경부 OCT이미지를 200개 얻은 뒤, 이를 3D영상으로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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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다양한 보상을 적용한 영상

(a) average 보상방법(×4)을 적용, (b) copy 보상방법(×4), 

(c) average 방식에 mask 방식 적용(×4), (d) copy 방식에 mask 방식 적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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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회전형 프로브 설계 및 제작

  프로브를 회전시키기 위하여 외부에서 중공축형 5상 스테핑 모터를 이용하였다. 

중공축형 스텝핑 모터는 축 부분이 없는 대신 그 부분을 파이버 통과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전형 프로브에 알맞다. 중공축형 스텝핑 모터의 크기는 

약 42㎜(가로)×42㎜(세로)×42㎜(높이)이며, 이는 중공축형 스템핑 모터 중에 최소

형에 속한다. 

  프로브의 끝단에 빛을 모아서 90°로 반사시키기 위하여 파이버한쪽 끝에 그린렌

즈(GRIN lens)와 프리즘(Prism)등을 사용하였으며, 반대쪽 끝은 모터가 회전할 때 

광파이버 꼬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Grin lens로 연결함(그림5.10)으로써 기준단의 

파이버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였다[41, 42]. 그린렌즈의 지름은 약 2㎜로 자궁

경부 측정을 위하여 프로브 자체 지름을 5㎜이하로 제작하였다. 또한 약할 수 있

는 파이버부분과 프로브 자체 안전성을 위하여 그 위에 경성튜브를 씌었으며, 그

린렌즈와 프리즘 부분도 투명 플라스틱으로 감싸 주었다.    

그림 5.9 그린렌즈와 그린렌즈-프리즘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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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회전형 프로브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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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산란(scattering)때문에 생기는 편광소멸(depolarization)은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영상신호를 방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편광소멸 효과를 역이용하여 자궁경부 상피내암에 대한 새로운 진단방

법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자궁경부 병변을 위한 진단방법으로서 일반적인 OCT를 

포함한 여러 가지 광학적 영상기법이 연구되어왔다. 하지만 일반적인 OCT신호의 

광강도 감소율은 자궁경부조직에서 굴곡이나 움직임에 의한 대물렌즈 초점 위치

(focal point)의 이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진단을 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편광소멸신호는 광강도 신호에 대한 편광의 감소정도를 

표준화하였기 때문에 자궁경부 진단에서 편광소멸을 이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진

단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94.7%의 민감성(sensitivity)과 71.2%의 특이성(specificity)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총 71개의 샘플에서 오직 하나의 false-negative를 발견하였

다. PS-OCT 시스템을 이용한 자궁경부 진단은 다른 진단방법에 비하여 굉장히 

정확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PS-OCT를 이용한 자궁경부 진단은 자궁경부 전체

를 스캐닝 할 수 있는 프로브를 이용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 사료된다. 

  현재 자궁경부 표면만을 진단하는 다양한 광학 기술들은 자궁경부의 표면만이 

아니라 표피 아래에서 발생하는 상피내암을 진단할 필요가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

를 만족시키는 PS-OCT 시스템은 다른 진단 장비에 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단분야에서 PS-OCT의 응용을 제한시키는 문제 중 하나는 광섬유를 기본으

로(fiber-based system) PS-OCT를 제작할 경우 다소 다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러 개의 입력 편광들은 세포로부터 반사되는 빛의 편광상태를 결정

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공되어야만 하는데 그것은 긴 데이터 획득 시간이 필요 하

다. 또한 fiber probe 움직임에 따라 편광이 임의대로 변화하기 때문에 샘플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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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편광 상태는 항상 분리되어 있는 편광 분석기에 의해 꼭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한다. 이러한 PS-OCT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향후 자궁경부 진단에 있어서 

PS-OCT는 보다 좋은 의료진단 시스템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최근의 OCT 관련 연구는 시스템 하드웨어 개선을 통한 해상도 및 영상획

득 속도 증진 방법과 기존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새로운 생명과학 및 임상의

학 분야에 접목시키는 연구 등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특히 MEMS 기술을 이용

한 내시경용 OCT기술은 혈관, 후두, 위 등의 진단분야에 큰 변혁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어 차세대 의학영상 분야로 크게 각광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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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cal diagnosis of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m(CIN) using polarization-sensitiv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 present a polarization-sensitiv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PS-OCT) 

technique that can quantify the polarization changes (the degrees of circular 

polarization, DOCP) caused by the scattering changes induced by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CIN). 

  The axial and lateral resolutions of PS-OCT system are 13㎛ and 15㎛, 

respectively. Uterine cervical conization tissue samples from 18 patients were 

examined, and 71 areas were imaged for in vitro studies; about 2–4 areas per 

sample were imaged and processed for diagnosis. The scanned areas had a 

size of 2㎜(axial) × 2㎜(lateral) × 4㎜(transversal). 

  I quantified the slope of the axial decay of the DOCP signal near the 

cervical epithelium by a linear fitting procedure. The excised samples were 

then investigated by two pathologists, and their histological findings were later 

compared with the PS-OCT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are 94.7 % and 71.2 %, 

respectively.

                            


Key words : PS-OCT, DOCP, 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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