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 선주사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의 

생물학적 응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공 학 과

정    승    환



고속 선주사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의 

생물학적 응용

지도  김  법  민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8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공 학 과

정    승    환



정승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년  8월    일



감사의 글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한 석사 생활의 결과물을 내어놓으며 지난 3년간을 

생각하면 이제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분들

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 혼자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우선 김법민 교수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학문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인생의 대한 진심어린 말씀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졌습니다. 교수님의 지도와 격

려 그리고 충고, 사회에 나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부족한 논문을 읽어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김동윤 교수님, 정병조 교수님

께도 감사드립니다. 학부 4년 대학원 2년 동안 많은 가르침으로 저를 이끌어주신 

윤형로 교수님, 이윤선 교수님, 윤영로 교수님, 김영호 교수님, 신태민 교수님, 김

한성 교수님, 김경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연구실 생활을 시작 했을 때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항상 연구실의 모범이 되어

주신 상원이형, 지금은 사회에서 큰 꿈을 펼치고 계신 동수형, 석사 동기 하지만 

먼저 졸업해서 멋진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계신 재영이형, 연구실 선배지만 영원한 

동기 기윤이, 석사 연구를 같이 수행하고 많은 도움을 받은 confocal 팀 성빈이형, 

창근이, 뷰티풀한 연구와 큰 비젼을 가지고 있는 승덕이형, 미운정 들어 버린 현

우, 이제 막 연구실 생활을 시작한 달권이랑 진우에게 감사의 말 전합니다.

 대학원 생활이 힘들어도 지금까지 버티면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는 사랑하는 여자 친구 지영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꿋꿋이 생활 

했던 것 잊지 않고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의료분광 시스템 연구실에 용진이형 정말 감사합니다. 연구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사회생활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으셨

던 형과 함께 했던 시간은 제게 가장 소중했던 대학원 생활 이였습니다.

10년 동안 대학 생활과 함께 했던 축구 동아리 리베로의 선배님, 동기, 후배님에

게도 감사드립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저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 이제는 성실한 가장

의 모습으로 예쁜 딸 수진이와 제수씨의 든든한 버팀목 동생에게도 진심으로 감

사의 말을 전합니다.

2008년 6월

정승환 올림



- i -

차       례

그림 차례 ․․․․․․․․․․․․․․․․․․․․․․․․․․․․ iii

국문 요약 ․․․․․․․․․․․․․․․․․․․․․․․․․․․․ v

제 1장 서론 ․․․․․․․․․․․․․․․․․․․․․․․․․․․ 1

제 2장 공초점 현미경 ․․․․․․․․․․․․․․․․․․․․․․ 3

2.1 공초점 현미경의 배경 ․․․․․․․․․․․․․․․․․․․ 3

2.2 공초점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의 차이 ․․․․․․․․․․․․ 3

2.3 공초점 현미경 원리 ․․․․․․․․․․․․․․․․․․․․ 4

2.4 공초점 현미경의 장·단점 ․․․․․․․․․․․․․․․․․․ 6

2.4.1 공초점 현미경의 장점 ․․․․․․․․․․․․․․․․․․ 6

2.4.2 공초점 현미경의 단점 ․․․․․․․․․․․․․․․․․․ 8

2.5 도립Inverted) 현미경 ․․․․․․․․․․․․․․․․․․․ 8

2.6 공초점 점주사 현미경과 공초점 선주사 현미경 ․․․․․․․․ 10

2.7 공초점 현미경의 성능 ․․․․․․․․․․․․․․․․․․․ 11

2.7.1 횡방향 분해능(Lateral Resolution) ․․․․․․․․․․․․ 11

2.7.2 축방향 분해능(Axial Resolution) ․․․․․․․․․․․․ 13

2.7.3 점주사 방식과 선주사 방식의 분해능 비교 ․․․․․․․․ 13

제 3장 시스템의 이해, 분석 및 변경 ․․․․․․․․․․․․․․․ 17

3.1 시스템 구성 ․․․․․․․․․․․․․․․․․․․․․․․ 17

3.2 시스템 세부 구조 분석 ․․․․․․․․․․․․․․․․․․․ 18

3.2.1 광원 ․․․․․․․․․․․․․․․․․․․․․․․․․ 19

3.2.2 광선 확장기 및 공간 여과기 ․․․․․․․․․․․․․․․ 20

3.2.3 편광 광선 분배기(Polarized Beam Splitter)

, λ/4 편향판(Quarter Wave Plate) ․․․․․․․․․․․ 20

3.2.4 원동형 렌즈(Cylindrical Lens) ․․․․․․․․․․․․․ 21

3.2.5 음향 광학 편향기 (Acoustic Optical Deflector) ․․․․․․ 22



- ii -

3.2.6 주사렌즈와 전달렌즈, 대물렌즈 ․․․․․․․․․․․․․․ 25

3.2.7 영상 렌즈와 슬릿, 영상 원통형렌즈 ․․․․․․․․․․․ 26

3.2.8 Line CCD 카메라와 영상 재생 장치 ․․․․․․․․․․․ 27

3.2.6 주사렌즈와 전달렌즈, 대물렌즈 ․․․․․․․․․․․․․․ 25

3.2.7 이미징 렌즈와 슬릿, 영상 원통형렌즈 ․․․․․․․․․․․ 26

3.2.8 Line CCD 카메라와 영상 재생 장치 ․․․․․․․․․․․ 27

4장 생물학적 시료의 영상 ․․․․․․․․․․․․․․․․․․․․․

4.1 시스템의 성능 ․․․․․․․․․․․․․․․․․․․․․․․ 30

4.1.1 라인 프로파일 ․․․․․․․․․․․․․․․․․․․․․ 30

4.2.2 횡축(Lateral Resolution) 방향 분해능 ․․․․․․․․․․․ 31

4.2.3 종축(Axial Lesolution) 방향 분해능 ․․․․․․․․․․․ 33

4.2.4 마이크로 구조물 측정 ․․․․․․․․․․․․․․․․․․ 34

4.2 양파 세포 ․․․․․․․․․․․․․․․․․․․․․․․․․ 35

4.3 배양을 통한 암세포 영상 ․․․․․․․․․․․․․․․․․․ 37

4.4 영상획득 속도 개선 ․․․․․․․․․․․․․․․․․․․․․ 39

4.5 생물학 다이내믹 현상 관찰 ․․․․․․․․․․․․․․․․․ 40

제 5장 결론 ․․․․․․․․․․․․․․․․․․․․․․․․․․․ 42

참고 문헌 ․․․․․․․․․․․․․․․․․․․․․․․․․․․ 43

영문 요약 ․․․․․․․․․․․․․․․․․․․․․․․․․․․ 45



- iii -

그림 차례

그림 2.1 시료면에서 발생하는 광원 비교 ․․․․․․․․․․․․․ 4

그림 2.2 공초점 현미경의 원리도 ․․․․․․․․․․․․․․․․․ 5

그림 2.3 공초점 현미경의 광학적 한계 ․․․․․․․․․․․․․․․ 6

그림 2.4 (a) 정립 현미경 (b) 도립 현미경 ․․․․․․․․․․․․․ 9

그림 2.5 (a) 점주사 방식 (b) 선주사 방식 ․․․․․․․․․․․․․ 11

그림 2.6 레일리 원판과 분해능 ․․․․․․․․․․․․․․․․․․ 12

그림 2.7 일반적인 주사 현미경의 기하도 ․․․․․․․․․․․․․․ 14

그림 2.8 공초점 점주사 현미경의 분해능과 

선주사 현미경 축에 따른 분해능 비교 ․․․․․․․․․․․ 16

그림 3.1 전체 시스템 계략도와 선주사 광학계의 측면과 표면 ․․․․ 18

그림 3.2 공간여과기의 기능과 프로파일 ․․․․․․․․․․․․․․ 20

그림 3.3 편광 광선 분배기의 광경로와 편광 성분 ․․․․․․․․․․ 20

그림 3.4 선광원 초점 광학계 개략도 ․․․․․․․․․․․․․․․ 21

그림 3.5 음향광학편향기의 광학원리 개략도 ․․․․․․․․․․․․ 23

그림 3.6 음향광학 편향기의 편향각과 음향광학 RF드라이버 ․․․․․ 24

그림 3.7 편광 성분과 음향 주파수에 따른 음향 광학 편향기 효율 ․․ 25

그림 3.8 주사렌즈와 전달렌즈의 역할 ․․․․․․․․․․․․․․․ 26

그림 3.9 시스템 동기화를 위한 개략도 ․․․․․․․․․․․․․․ 27

그림 3.10 카메라와 영상 처리 보드 간의 동기화 신호 타이밍도 ․․․ 28

그림 4.1 라인 프로파일 과정과 결과 화면 ․․․․․․․․․․․․․ 31

그림 4.2 표준 분해능 표적 ․․․․․․․․․․․․․․․․․․․․ 32

그림 4.3 (a) 공초점 축(y) 횡축해상도 (b) 비공초점 축(x) 횡축해상도 ․ 32

그림 4.4 50X 대물렌즈로 측정한 축방향 분해능 ․․․․․․․․․․ 33

그림 4.5 높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의 측정 ․․․․․․․․․ 34

그림 4.6 (a) 일반적인 공초점 현미경의 양파 세포 영상

(b),(c) 본 시스템으로 획득한 양파 세포 영상 ․․․․․․․ 35

그림 4.7 각 초점면에서의 양파 영상과 

각 초점면에서의 이미지로 구성한 3D 영상 ․․․․․․․․․ 36



- iv -

그림 4.8 도립시스템 개략도 ․․․․․․․․․․․․․․․․․․․․ 37

그림 4.9 암세포 영상의 비교 ․․․․․․․․․․․․․․․․․․․ 38

그림 4.10 시스템의 R.O.I에 따른 영상 획득 속도 증가 ․․․․․․․․․ 39

그림 4.11 오징어 신경 세포 측정을 위한 개략도 ․․․․․․․․․․․ 40

그림 4.12 오징어 신경세포벽 영상 ․․․․․․․․․․․․․․․․․ 41



- v -

국 문 요 약 

 고속 선주사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의 생물학적 응용

 현미경은 생물학을 비롯한 여러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

적인 실험 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 된 고속 선주사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 시스템을 보

완하여 최적화 시키고 임상이나 생물학 분야에서 실험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대

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경하였다. 기존의 안구 측정 시스템을 도립(inverted)로 

변경하여 생물학적 시료 중 비교적 세포의 크기가 큰 양파 세포를 영상화 하였다. 

그리고 인큐베이터에서 배양된 암세포를 실시간으로 영상화 하고 그 결과를 일반

적 광학현미경의 이미지와 비교하였다. 본 시스템의 안정적인 영상획득 속도는 

512 X 512 픽셀의 이미지에서 초당 176 프레임이다. 물론 이러한 영상 획득 속도

도 충분히 빠르지만 생물학적 다이내믹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1000 frames/s 

정도의 영상 획득 속도가 필요하다. 시스템의 영상획득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하여 

이미지의 픽셀수를 줄여 512 X 128 픽셀의 이미지에서 초당 710 프레임의 영상획

득 속도를 발현 하였다.  고속의 영상 획득은 기존에 관찰 할 수 없었던 다이내믹

한 현상을 관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징어의 신경 

세포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빠르게 일어나는 구조적인 변화를 관찰 하고자 했다. 

━━━━━━━━━━━━━━━━━━━━━━━━━━━━━━━━━━━━━

핵심되는 말 : 공초점, 현미경, 선주사, 도립 현미경, 고속 이미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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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본 논문에서는 주사 속도가 빠르면서 시스템의 가격도 저렴하고 해상도도 좋은 

선주사 공초점 현미경 시스템을 이해하고 광학계를 구성하여 기존의 시스템을 최

적화하였다. 또한 생물학적 용도에 맞게 변경 및 수정 하여 생물학적 시료 영상을 

획득하고 영상획득 속도를 더 빠르게 하여 생물학적으로 일어나는 다이내믹한 현

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현미경은 생물학을 비롯한 여러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

인 실험 기구이다.[1] 특히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CLSM)은 1961년 Minsky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후, 여러 종류의 공초

점 현미경으로 개선․발전 되어왔으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2] 특히 생

명 과학 분야에서 살아있는 시료를 대상으로 시료의 구조적인 이해 뿐 아니라, 생

리학적인 기능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3] 

  전자 현미경과 비교하여 광학 현미경의 장점은 미생물이나 조직의 변화를 살아 

있는 상태로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 현미경의 경우 고배율․고해상도로 관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료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금속 코팅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고 진공상태에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관찰 후 시료가 

손상될 수 있다.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은 기존의 광학 현미경에 비하여 약 

1.4배 정도 더 좋은 해상도를 가지며, 미생물이나 조직을 살아 있는 상태로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4] 

  일반적으로 현미경은 스테이지와 대물렌즈의 위치에 따라 도립(inverted) 현미경

과 정립(upright) 현미경으로 나눌 수 있다.[5] 정립(Upright) 현미경은 시료를 

cover slip과 cover slide로 고정시킨 후에 관찰하기 때문에 세포를 관찰하고자 할 

때 실제 환경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관찰이 이루어지며 관찰 시간에 있어서도 제한

을 받게 된다. 반면 도립(inverted) 현미경은 정립(upright) 현미경에 비하여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세포 배양이 가능한 챔버(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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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실험 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시켜 줄 수 있

다.[4] 따라서 inverted 현미경은 주로 살아있는 미생물이나 조직을 관찰자가 원하

는 환경에서 시간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생물학 분야에서의 공초점 현미경은 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초점 현미

경은 깊이 방향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침습적으로 세포 내부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6,7] 즉, 세포나 조직의 구조적인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초기 단계의 변화

나 병변을 밝히는 중요한 실험 장비이다.  최근 생명 과학 분야에서 세포나 세포 

이하의 단위에서 일어나는 다이내믹한 현상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8] 

이러한 생물학적 다이내믹 현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측정 

할 수 있는 장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들이 출시되

고 있다. 상용 제품인 Zeiss의 LSM Live 5는 이를 충족 시켜주는 제품으로써 생명 

과학 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사용 되고 있는 대표적인 장비이다[8].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초점 현미경을 분석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물학적 

용도에 맞는 시스템으로 수정 및 변경하여 실제 생물학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시료

를 영상화하였다. 또한 영상의 픽셀수를 줄임으로써 영상 획득 속도를 획기적으로 

증가 시켜 기존에 관찰 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의 현상 관찰을 시도 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공초점 현미경의 일반적인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였

고, 3장은 선주사 공초점 현미경의 동작 원리와 각각의 광학계와 광학 부품의 역할

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4장은 생물학적 용도에 맞게 도립(inverted)로 변경된 선주

사 공초점 현미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물학적 시료의 영상을 획득하고 영상 획득 

속도 개선을 통해 기존에 관찰 할 수 없었던 영역의 관찰을 시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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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공초점 현미경 (Confocal Microscope)

  공초점 현미경은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 보다 뚜렷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은 시료에서 반사되는 빛 중 초점면에서 반사되는 빛만을 획득함으로써 가능

하다. 또한 초점면에서의 이미지만을 획득함은 깊이 방향으로 광학적 절편(optical 

sectioning)을 획득 할 수 있다. 이러한 광학적 절편은 3차원 이미지 획득이 가능하

다.

2.1 공초점 현미경의 배경

  공초점 현미경은 1955년 Marvin Minsky에 의해 창시 되었다.[2] Minsky에 의해 

발명된 공초점의 원리는 점주사 방식의 시스템 이였으나 빛은 움직이지 않고 스테

이지가 움직이는 방식의 시스템 이였다. 이것은 광학 기구가 움직임으로써 발생하

는 수차를 피하고 민감한 alignment를 피하기 위해서였다[9]. 스캐닝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수직과 수평방향으로 솔레노이드를 각각 다른 주파수로 움직였다. 

Minsky의 시스템은 1장의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약 10초가 걸렸다.

2.2 공초점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의 차이

  공초점 현미경과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림 2.1에서 보는 

것과 같다. 광학 현미경은 그림 2.1(a)와 같이 시료의 광범위한 영역에 빛을 조사하

고 거기에서 반사된 모든 빛을 영상화 한다. 이는 초점면과 비초점면의 빛이 모두 

영상화 되기 때문에 영상이 흐려지거나 번져서 보인다. 하지만 공초점 현미경의 경

우는 그림 2.1(b)와 같이 시료에 조사 되는 빛이 초점된(focusing) 면의 한 점만을 

영상화 한다. 이는 광원 초점되는 지점을 주사(scanning)한다면 하나의 2D 영상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또한 광원이 초점되는 면만을 영상화하기 때문에 광학적 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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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시료면에서 발생하는 광원 비교 (a)일반 광학 현미경 (b)공초점 현미경

(optical sectioning)을 영상화 하는 원리가 된다. 광학적 절편을 이용하면 시료를 

물리적으로 절단(slicing)을 하지 않고 3차원의 이미지로 재구성 할 수 있다[6,7].

2.3 공초점 현미경 원리

  공초점 현미경의 원리는 그림 2.2에 나타난 원리도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광원(light source)으로 부터 나온 광선(beam)이 광선 분할기(beam splitter)에 의해 

반사되어 광선이 대물렌즈(objective lens)를 향하게 된다. 대물렌즈를 통과한 광선

은 시료에 있는 초점면(focal plane)에 맺히게 되며 초점면에 맺힌 광선은 시료의 

특성에 따라 반사, 투과 혹은 굴절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광학 현상에 의해 초점면

이 아닌 다른 위치에서도 광선이 나오게 된다. 시료상에서 반사되는 광선들은 다시 

대물렌즈를 거쳐서 광선 분할기를 통과하여 검출기(detector)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 때, 초점과 공액점(conjugate point)상에 존재한 공간 여과기(pinhole)에 의해 초

점면에서 반사된 광선만이 검출기에 도달하게 되고, 그 외 다른 곳에서 반사된 광

선들은 공간 여과기(pinhole)에 의해서 차단되어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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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공초점 현미경의 원리도

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핀홀의 위치에 해당하는 시현상의 공액점

의 정보만을 얻어 내기 때문에 공초점(confocal)이라고 한다. 

  한편 시편의 한 점에만 조명을 하고 한 점에 대한 정보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에 전체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주사(scanning)를 하거나 시편을 움직이는 것이 필

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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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초점 현미경의 장·단점

  공초점 현미경은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과 비교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

장 뚜렷한 장점은 비 초점면에서의 빛의 정보를 제거한다는 것과 3차원 정보를 획

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초점 현미경 또한 제한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

다.

2.4.1 공초점 현미경의 장점

 

(1) 분해능의 개선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 한계는 대물렌즈(objective lens)의 개구수(numerical 

aperture, NA)와 현미경 광원의 파장(wave length)에 의해서 결정된다.[4] 최고 성

능의 대물렌즈를 사용한 시스템에서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최대 분해능(resolution)

은 x-y축 방향(Lateral)으로 약 0.1∼0.2㎛이다.(그림2.3) 이러한 분해능도 최고 성능

의 현미경과 높은 개구수의 대물렌즈를 사용할 때 광학적 한계를 의미한다.

                  

“x-y” 분해능:
0.1∼0.2㎛

“z” 분해능:
0.5∼1㎛

“x-y” 분해능:
0.1∼0.2㎛

“z” 분해능:
0.5∼1㎛

그림 2.3 공초점 현미경의 광학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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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공초점 현미경은 일반 광학 현미경 보다 뛰어난 분해능을 가지고 있다.

공초점 현미경은 일반 광학현미경에는 불가능한 깊이 방향 측정이 가능하다. 하지

만 깊이(z) 방향 분해능은 수평(x-y) 방향과 비교했을 때 다소 떨어진다.

공초점 현미경에서의 깊이(z) 방향의 최대 분해능 역시 대물렌즈의 개구수와 현미

경 광원의 파장에 의해서 결정되며 최대 분해능은 0.5∼1㎛이다. 하지만 측정하고

자 하는 시료의 물리적인 절편 없이 깊이 방향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은 

공초점 현미경의 큰 장점이다.  

(2) 높은 감도

  높은 레벨의 감도(sensitivity) 없이 높은 분해능을 얻는 다는 것은 반사되어 나오

는 신호가 미약한 생물학적 샘플(biological sample)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

서 생물학적 샘플에서는 감도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공초점 현미경은 일반적

인 광학 현미경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레벨의 감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광검출

기(detector)의 감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높은 감도의 광검출기를 

가지고 있는 공초점 현미경은 다양한 스캐닝 속도와 이미지 축척 그리고 이미지 

에버레이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 3D 이미지

  어떠한 생물학적 샘플의 내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약으로 고정을 하거나 물

리적인 절편(slicing)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

하면 이러한 작업 없이 광학적 절편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획득된 연속적인 2D

는 3D 축척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3차원 구조의 이미지를 획득함으로써 어떠한 조

직의 3차원적 구조 관계를 파악 할 수 있다. 

(4) 디지털 이미지

  공초점 현미경으로 획득된 이미지는 컴퓨터를 통해서 디지털 정보로 저장된다. 

따라서 어떠한 이미지에 쉐도우 컬러 이미지를 씌우거나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부분을 라벨링함으로써 명백히 구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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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a) 정립 현미경 (b) 도립 현미경 

2.4.2 공초점 현미경의 단점

  공초점 현미경의 가장 큰 단점은 분해능이다. 비록 이론적으로 0.1㎛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분해능의 한계는 생물학 분야의 많은 세포이하 단위 구조를 

관찰 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관찰하고자 하는 샘플이 한계 분해능 크기만큼 작아진

다면 그것을 관찰하기는 어렵다. 설사 관찰이 가능하다고 해도 잘못된 정보를 획득 

할 가능성이 높다. 

  공초점 현미경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미지의 디지털화이다. 이미

지를 디지털화로 인해 이미지를 쉽게 수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 이것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정보를 왜곡 할 수 있다는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상용 공초점 현미경은 그 가격이 $100,000~$500,000로서 매우 비싸다는 단

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동작하는데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5 도립(Inverted) 현미경 

  일반적으로 현미경은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테이지와 대물렌즈의 위치

에 따라 도립(inverted) 현미경과 정립(upright) 현미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현미경은 정립이다. 하지만 살아 있는 생물학적 시료의 측정을 위한 

현미경으로는 도립 현미경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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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립 현미경의 장점에 대한 설명에 앞서 더 좋은 분해능을 가지고 있는 전자 현

미경과 비교해서 광학 현미경의 장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고분해능의 전자 현미

경과 비교해서 광학 현미경의 뚜렷한 장점은 살아있는 유기적 조직체(living 

organism)를 관찰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서 샘

플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샘플을 금과 같은 금속 물질로 코팅을 해야 하는 전처

리 과정을 거쳐야 하고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진공 상태의 챔버(chamber)에서 측

정해야 한다[5]. 즉 전자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과 비교하여 더 좋은 분해능을 가지

고 있지만 유기적 조직체의 관찰은 불가능하며 단순히 죽어 있는 샘플(dead 

subject)의 스넵샷만을 관찰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광학 현미경으로 시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글라스(glass 

slide)에 시료를 두고 커버 슬립으로 덮어 관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슬라

이드 글라스와 커버 슬립에 의해서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게 된다. 우선 슬라이드 

글라스와 커버 슬립에 의한 압력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또한 이렇게 고정된 샘플

은 산소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생물체의 시간적 불가능하다. 즉 단순히 짧은 시

간 동안의 관찰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립 현미경(inverted microscopy)이다.  도립 현

미경의 가장 큰 장점은 세포를 배양하는 챔버에서 시간의 제약 없이 생물학적 시

료를 배양 하면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살아있는 유기적 조직체(living 

organism)가 일어나는 현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챔버 안의 환경을 실험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즉, 관찰자가 원하는 실험적 환

경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도립 현미경의 단점은 가격이다. 도립 현미경의 경우 일반적인 정립 현미경

(upright microscpy)와 비교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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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초점 점주사 현미경과 공초점 선주사 현미경

 

  공초점 현미경의 광원의 주사 방식에 따라 점주사 방식과 선주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공초점 현미경의 경우 점모양의 광원으로 x축 y축의 두 개의 

스캐너를 이용하여 대물렌즈에 의해 시료에 초점을 맺고 공액점(conjugation 

plane)의 위치에 핀홀(pinhole)을 위치시켜 한 점에서 나오는 광선만을 받아 영상

을 구성한다. 이러한 방법은 해상도는 매우 좋지만 x축과 y축을 동시에 주사해야 

하며 3차원의 영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z축 방향으로 여러 장의 2D 영상을 획득 

해야 하므로 시간적인 제약이 많다. 따라서 시료가 반도체나 고정된 세포와 같은 

경우는 영상화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료가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체라면 시

간적 분해능(temporal resolution)으로 인해 관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생긴다. 

Nipcow 디스크방식으로는 빠른 속도로 영상화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디스크와 마

이크로 렌즈가 고가의 장비여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반면에 선주사 방식의 경우 선모양의 광원이 한축을 형성 하여 단지 한축의 주

사만으로 한 장의 영상을 형성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을 구성하는 속도가 점주사 

방식과 비교해서 월등히 빠르다. 점주사 방식의 핀홀 역할을 선주사 방식은 슬릿

(slit)을 하게 된다. 따라서 슬릿에 의해 공간 여과 기능을 받지 못하는 축의 해상도

는 점주사 방식보다 떨어지게 되지만 매우 빠른 영상 획득 속도를 얻을 수가 있어

서 동잡음이 있는 생물체를 측정하거나 비디오 레이트 보다 빠른 움직임을 확인하

는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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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a) 점주사 방식 (b) 선주사 방식

2.7 공초점 현미경의 성능

2.7.1 횡방향 분해능(Lateral Resolution)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을 정의할 때 레일리 기준(Rayleigh's criterion)에 따른

다.[10] 무한히 먼 물체에서 출발한 광선이 렌즈를 통과하고 결상이 될 때 광학계

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빛의 회절에 의해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에어리 원판(Airy pattern)이 나타나게 된다. 아래 그림 2.6의 (a)~(c)는 

대물렌즈의 개구수(Numerical Aperture, NA)가 증가함에 따른 광원의 강도

(intensity) 프로파일(profile)을 보여준다. 즉 대물렌즈의 개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광원의 프로파일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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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레일리 원판과 분해능 (a)~(c). 레일리 원판의 크기와 대물렌즈의 개구수에 따른 

프로파일 (d),(e) 두개의 레일이 원판이 접근 했을 때의 프로 파일

  레일리 기준이란 두개의 밝기가 같고 비가간섭성(incoherent)인 점이 분리가 되

기 위해서는 한 개의 에어리 원판의 중심이 다른 점의 에어리무늬의 첫 번째 어두

운 부분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그림 2.6의 (d)는 두 빛을 구별할 수 최

소한의 공간적 거리를 의미한다. 반면에 그림 2.6의 (e)는 두 개의 에어리 원판이 

너무 가까이 위치해 중첩(overlap)되어 구별이 불가능함을 알 있다. 입사되는 광선

의 파장을 λ라 하고 대물렌즈의 개구수(numerical aperture)를 NA라 할 때, 에어

리 원판의 크기 rAriy는

                               
⋅


        (2.1)

가 된다. 따라서 rAriy는 횡방향 분해능(lateral resolution)의 크기가 된다. 식(2.1)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입사되는 광선의 파장  λ가 짧을수록 대물렌즈의 개구수 NA가 

커질수록 분해능은 점점 커진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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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축방향 분해능(Axial Resolution)

  대물렌즈의 굴절률을 n이라 하고, 입사되는 광선의 파장을 λ, 대물렌즈의 개구수

를 NA라 하면, 공초점 현미경의 축방향 분해능(axial resolution) zmin은

                                 
⋅
                (2.2)

로 주어진다.[12] 식(2.2)에서 알 수 있듯이 축방향 분해능의 경우NA에 제곱한 값

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횡방향 분해능보다 NA값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공초점 현미경의 축방향 정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 높은 NA값의 대물렌즈를 

선정해야 한다.

2.7.3 점주사 방식과 선주사 방식의 분해능 비교

  그림 2.7는 일반화된 주사 현미경의 기하도이다. 이 그림에서 t=1(모든 시료에 조

사된 광선은 매질에 의한 산란과 반사가 없이 전부다 투과)라고 가정하면, 일반적

인 검출기면에서 점퍼짐 함수(point spread function)는 소스의 세기와 입사 렌즈계 

세기의 콘볼루션과 검출기의 감도 D 와 투과 렌즈계 세기의 콘볼루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 2
2

2
1 wvhwvDwvhwvSwvI Ä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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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일반적인 주사 현미경의 기하도

  여기서 h1,2는 렌즈1, 2의 점퍼짐함수 진폭이다.

              ò ò
+¥

¥-

+¥

¥-
+= hzhzhz ddwvjPwvh )](exp[),(),( 2,12,1   (2.4)

  P1, 2는 렌즈1, 2의 입사동 함수(pupil function)이고, v, w는 x, y좌표를 광학 좌

표로 바꾼 것이다. 

  수차가 없는 대물렌즈를 사용하고 점광원과 광역 검출기를 사용한 광학계의 광

선의 세기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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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
ý
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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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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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vJwvI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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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대물렌즈와 같은 렌즈를 사용하여 공초점 현미경을 꾸몄으면,

                         

4

22

2/122
1 ])[(2),(

þ
ý
ü

î
í
ì

+
+

=
wv
wvJwvI

         (2.6)

와 같은 값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검출기를 바꿔서 선모양의 검출기로 측정을 하게 

되면

                     
2

1

2

22

2/122
1

8
)2(3])[(2),(

w
wH

wv
wvJwvI p

þ
ý
ü

î
í
ì

+
+

=
        (2.7) 

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림 2.7은 위의 식 (2.6)과 (2.7)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공초점 점주사 현미경

의 분해능(‥‥)과 공초점 선주사 현미경의 분해능(――, - -) 비교해 보면 슬릿에 

의해 공간 여과가 이루어지는 축(vertical direction, - -)은 일반 공초점 현미경과 

분해능이 비슷하다. 하지만 그와 수직인 축(horizontal direction, ――)은 일반 광학 

현미경과 분해능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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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공초점 점주사 현미경의 분해능과 선주사 현미경 축에 따른 분해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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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시스템의 이해, 분석 및 변경

  이 장은 기존에 연구 개발된 본 연구실의 공초점 현미경의 이해 및 분석을 통해 

생물학적 용도에 맞는 시스템으로 변경 해 보았다.

3.1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He-Ne laser를 광원으로 하여 광선 확장기(beam 

expender)를 사용하여 광원의 크기를 음향 광학 편향기의 개구에 맞게 확대하였다. 

편광 광선 분배기(polarization beam splitter)와 λ/4 편광판(λ/4 wave plate)을 사

용하여 광선의 편광 성분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음향광학 편향기의 효율 역

시 최대화 시켰다. 원통형렌즈(cylindrical lens)를 사용하여 광원의 모양을 x축 방

향으로 선 모양이 되도록 했으며 원통형렌즈의 초점면에 음향광학 편광기를 놓아 

광원을 y축 방향으로 주사하였다. 주사렌즈(scan lens, L3)와 전달렌즈(transfer lens, 

L4) 그리고 수직으로 45° 를 꺾는 거울(tilt mirror) 이용해서 도립 현미경 방식의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거울에서 반사된 광선은 대물렌즈 뒤개구(back aperture)에 

전달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시료에 맞고 반사된 광선은 입사된 광경로를 따라 대물

렌즈를 통과하고 편광 광선 분배기에 의해서 경로가 바뀌게 된다. 편광 광선 분배

기를 통과한 광선은 검출단의 원통형렌즈(cylindrical lens, CL3)에 의해서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후 검출단의 또 다른 원통형렌즈(CL3)에 의해 공간 여과기인 슬릿(S)으

로 보내어진다. 슬릿은 초점에서 반사된 광선만 통과하게 되고 영상 원통형렌즈에 

의해서 line CCD에 광선을 초점(focusing)하며 line CCD는 컴퓨터와 영상 재생 처

리 보드(frame grabber) 그리고 음향 광학 편향기의 스캔 주파수 동기화를 통한 영

상 구현 소프트웨어에 해서 반사된 광선을 영상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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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 볼록 렌즈 (convex lens)

PBS : 편광 빔 분배기(polarizing beam splitter)

WP : 사분의 일 파장판(quarter-wave plate)

CL’s : 원통형 렌즈(cylindrical lens)

AOD : 음향 광학 편향기(acousto-optic deflector)

O/L : 현미경 대물렌즈(objective lens)

S : 슬릿(slit)

 CCD : 선주사 카메라(line scan CCD )

그림 3.1 전체 시스템 계략도와 선주사 광학계의 측면과 표면

3.2 시스템 세부 구조 분석

  아래의 그림은 기존에 r개발된 시스템의 전체적인 모습과 원통형 렌즈를 통과한 

광선의 모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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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광원

  최근 상용화된 공초점 현미경의 광원은 여러 가지 파장의 광원을 선택적으로 사

용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형광 신호를 영상화 하기 위해서는 488nm 

또는 532nm등의 단파장의 광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위의 광원 같은 경우 가스 

레이저로써 가격이 비싸고 광원을 구성하는 모듈 자체가 크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광원 모듈의 크기가 간결한 TEM00모드인 He-Ne laser(λ=632.8

㎚ Pmax=7㎽)를 사용하였다.

3.2.2 광선 확장기 및 공간 여과기

  광선 확장기(beam expender L1, L2)는 광원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지름을 키우

는 두개의 볼록렌즈로 구성하거나 오목렌즈와 볼록렌즈로 구성된 광학계이다. 오목

렌즈와 볼록렌즈 조합을 사용하면 두개의 볼록렌즈를 사용할 때 보다 초점 거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광원의 모양(shape)이 좋지 않을 때 사용하는 공간 여

과기와 같은 필터를 설치할 수가 없다.[3]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볼록 렌즈 2매

(f=35mm, f=200mm)를 사용하여 음향 광학 편향기의 개구 0.8mm 크기로 확장하

였다. 광선 확장기로 입사되는 레이저의 지름은 r1이라고 하고 광선 확장기를 통과

하여 나오는 레이저의 지름을 r2라고 할때 r1과 r2는 기하 광학적으로 아래의 수식

과 같은 관계를 만족하게 된다.[11]

                                  
⋅


               (3.1)

  또한 아래의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오목 렌즈 사이에 100um의 핀홀을 두어 공간 

여과기(SF)를 구성하였다. 공간 여과기를 통과한 광원은 깨끗한 가우시안 모드의 

광원으로 필터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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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공간여과기의 기능과 프로파일

그림 3.3 편광 광선 분배기의 광경로와 편광 성분

3.2.3 편광 광선 분배기(Polarized Beam Splitter), λ/4 편향판

(Quarter Wave Plate)

 

  광선 확장기와 공간 여과기를 통해 필터링 된 광원은 편광 광선분배기(PBS)에서 

선형 편광을 만들어 줌으로써 광원의 편광성분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광원의 

편광을 조절하여 편광 광선 분배기에서 투과하는 방향으로 맞춰 놓으면 입사된 광

선이 시료에 맞고 반사되어 돌아올 때 편광 광선 분배기에 반사하는 편광 성분을 

가진 광선으로 바뀌게 된다. 즉 광원의 편광 성분을 이용하여 광원을 샘플 단으로 

보내고 샘플에서 반사된 신호를 검출 단으로 보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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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선광원 초점 광학계 개략도

  편광 광선 분배기에서 선형 편광 된 광원은 λ/4 편향판(quarter wave plate)에 

의해서 원형 편광을 만들어 주는데 이는 음향광학 편향기의 효율을 최대화 하는 

역할을 한다.[13]

3.2.4  원동형 렌즈(Cylindrical Lens)

  원동형 렌즈(CL1)은 원 모양(shape)의 광원을 x축으로 포커싱 시켜 선 모양

(shape)의 광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선으로 초점되는 초점면에 음향 광학 

편향기의 후개구(back aperture)가 위치하며 선으로 한 번 변형된 광원은 볼록 렌

즈를 통과 할 때마다 초점 축이 바뀌게 된다. 즉 선광원이 구면 렌즈를 통과 시 한

쪽 축은 초점을 맺고 직교한 축은 그대로 통과하는데 이로 인하여 두 개의 초점을 

맺게 된다. 이를 이중초점이라 한다. [14]

D : 입사빔의 직경
fCL : 원통형 렌즈의 초점 길이

      fSL : 구면 렌즈의 초점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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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 입사된 레이저 빔을 근사하면 구면렌즈로부터 형성된 이차 상의 거리는 구

면렌즈의 초점 길이와 같다. 위의 그림에서 보면, 이 이차 상의 길이 L은 다음 식

(3.2)에 의해 주어진다[15].

                                

SL

CL

fL D
f

=
                 (3.2)

3.2.5 음향 광학 편향기 (Acoustic Optical Deflector)

 

  일반적으로 사용 공초점 현미경의 경우 광원의 주사를 위해 갈바노 미러

(galvano mirror)를 사용한다. 하지만 갈바노 미러의 경우 스캔 속도가 최고 2Khz

로 제한되어 있고 광원의 주사 시 기계적 진동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

는 음향 파동들(acoustic waves)의 광탄성 효과(the photoelastic effect)를 이용한 

음향 광학 편향기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16]

  음향 파동은 음속으로 이동하여 TeO2 크리스탈 내에서 광 위상(optical phase)의 

변화를 일으켜 회절 격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압전 소자(piezo-transducer)에 음향 

주파를 인가하여 광학물질로 된 투명한 TeO2 크리스털 안을 투과 시 음파가 발생

되고 이 음파들은 압축(compression)과 희박(rarefaction)한 지역으로 구성되어 투과

형 회절 격자(transmission diffraction grating)의 역할을 한다.

  아래의 그림 3.5을 보며 설명하면, 광 주파수(optical frequency)와 광파장(optical 

wavelength)의 레이저 빔이 좌측에서 입사 시, 음향 파장(acoustic wavelength), 음

향 주파수(acoustic frequency)의 음파가 진행하는 투명한 등방 크리스털(isotropic 

crystal)이 길이가 L인 지연선(delay line)내에서 매질의 굴절률(refractive index) 차

이가 발생하면, 광파장 (optical wavelength)의 위상이 변하여 회절 격자(diffraction 

grating)와 같이 빛을 회절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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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음향광학편향기의 광학원리 개략도 

 

  음향 광학 편향기에 음향주파수를 인가하게 되면 입사되는 광선이 0차 광선, 1차 

광선, 2차광선 등으로 나누되는데 0차 광선은 입사된 광선과 같은 축의 광선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1차 광선은 인가되는 주파수에 의해서 회절

각과 속도가 결정 되므로 1차 광선을 이용하여 광학 편향기를 구성하였다. 이 때 1

차 광선의 최대 강도는 브레그 상태(Bragg condition)에서 최대 효율이 발생한

다.[16] 브레그 상태에서의 입사 광원을 라고 할 때, 수식은 아래와 같다.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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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음향광학 편향기의 편향각과 음향광학 RF드라이버

  음향광학 편향기의 최대 효율은 브레크 상태 뿐 아니라 음향 주파수를 맞춰 주

어야 한다. 아래 그래프는 음향 주파수에 따른 효율을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보면 

음향 광학 편향기로 입사되는 광원의 편광 성분에 따라 효율이 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음향 광학 편향기의 최대 효율을 발생 시키기 위해 브레

그 상태에서 λ/4 편향판을 사용하여 음향 광학 편향기에 원형 편광의 광원을 입사

하였으며 최적의 음향 주파수를 인가하여 최대 효율 80.72%를 발생시켰다.[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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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편광 성분과 음향 주파수에 따른 음향 광학 편향기 효율

3.2.6 주사렌즈와 전달렌즈, 대물렌즈

  주사렌즈(L3)와 전달렌즈(L4)의 역할은 그림 4.5처럼 음향광학 편광기에 의해 편

행된 대물렌즈에 전달하고 수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쓰인다. 일반적인 현미경에서

의 경통과 같은 역할이지만 본 시스템에서는 두 렌즈의 초점 거리에 따라서 광선 

확장기와 같은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대물렌즈는 현미경의 분해능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써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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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물렌즈의 개구수(numerical apeture, NA)가 클수록, 배율이 높을수록 분해

능이 향상되나 측정영역(field of view)이 작아지는 단점이 있다.[1]  대물렌즈 실험

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렌즈가 있으며 측정하려는 시료의 특징과 측

정하려는 범위에 따라서 대물렌즈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림 3.8 주사렌즈와 전달렌즈의 역할

3.2.7 영상 렌즈와 슬릿, 영상 원통형렌즈

  검출단의 원통형렌즈(CL2) 이미징 렌즈는 샘플단의 원통형렌즈(CL1)과 쌍을 이루

어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때 형성한 이미지는 일반적인 현미경의 이미지와 같으며 

공초점 신호와 노이즈 신호가 섞여 있는 상태이다. 원통형렌즈(CL3)에 이 신호를 

통과 시키고 원통형렌즈(CL3)의 초점면에 슬릿을 두어 공액면(conjugation plane)을 

형성한다. 슬릿은 공간 여과기로 초점에서 반사된 광선 이외의 광선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1,18,19,20]

  영상 원통형렌즈(CL4)는 슬릿을 통과해서 나오는 퍼지는 공초점 신호를 line 

CCD의 CCD 어레이(array)의 크기에 맞게 결상이 되도록 광선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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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시스템 동기화를 위한 개략도 

3.2.8 Line CCD 카메라와 영상제생 장치

  본 시스템은 특징은 선(line)주사 후 Line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호를 검출

하는 것이다. 음향 광학 편향기의 주사 속도는 샘플링 주파수에 비례하므로 Line 

CCD 카메라의 신호 획득 속도(acquisition rate)에 따라 2D 이미지 구성 속도

(frame rate)가 결정된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512 픽셀에서 98Khz의 Line rate

이 가능한 ATMEL사의 AViiVA
TM 

SM2 Line CCD 카메라를 사용하여 512 X 512 

픽셀의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이론적으로 본 카메라를 이용하여 512 X 512 픽셀의 

이미지를 획득 속도는 191.4 frames/s이지만 영상의 안정적인 획득을 위해서 176 

frames/s로 구성하였다.

  본 시스템의 장점 중 하나는 실시간으로 고속 영상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때, 고속 실시간 영상 획득 시 스캐너와 검출기인 카메라와 신호들 간의 동기화

(Synchronization)가 필요하며, 동시에 고속 실시간 영상 재생 시 카메라와 영상 처

리 보드(frame grabber board) 사이의 영상 재생 코드 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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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림에서 함수 발생기(Function generator)는 기본적인 동기화 신호를 음향 

광학 편향기 구동 소자(AOD RF driver)와 영상 처리 보드(frame grabber board)에 

동시에 보내게 된다. 영상 처리 보드에서는 이 신호를 다시 line CCD 카메라로 보

냄으로써 카메라와 음향 광학 편향기의 동기화가 이루어진다. 이 때 함수 발생기에

서는 톱니파(saw tooth) 구동 신호를 제공하는데 톱니파의 한주기는 음향 광학 편

향기가 한번 주사 것을 의미하며 1장의 2D 이미지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이때 함

수 발생기는 톱니파가 시작되는 동 시점에 외부로 TTL 동기 신호를 출력한다. 이 

TTL 신호를 영상 처리 보드에 입력시켜주면 영상 처리 보드는 하나의 프레임이 

시작되는 시점을 인식하고 이때부터 512 픽셀에 대한 내부 라인 트리거(internal 

line trigger)를 카메라에 입력시킨다. CCD(Charge Couped Detector)카메라는 특성

상 Intergration time이 필요하며 카메라는 설정에 의해서 내부 라인트리거의 반만

큼 Intergration을 하고 나머지는 노출 시간에 해당되는 동안만 Line CCD 센서에 

전자 셔터를 이용하여 노출을 한다.       

 

pixel clock

external frame trigger

exposure time

acquired line 
video signal

AOD scan period

internal line trigger

line integration period

Dt
T

frame integration period

그림 3.10 카메라와 영상 처리 보드 간의 동기화 신호 타이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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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림은 카메라와 영상 재생기 간의 동기화 신호를 설정한 타이밍도이다. 동

기화의 마스터 신호는 음향 광학 편향기의 구동 신호를 따르며 이 신호는 톱니파

로 진폭의 크기에 따라 광원을 주사하는 특성을 가진다. 톱니파의 한 주기가 한 프

레임의 영상을 생성하므로 Line CCD 카메라와 동기화를 해야한다. 검출기인 Line 

CCD 카메라는 내부 픽셀 신호(pixcel clock)을 자체적으로 발생 시키며 픽셀 수와 

픽셀 속도는 512 픽셀 수에 98Khz의 픽셀 속도로 사용하였다.

  한 라인 픽셀 주기(line intergration period)는 내부 라인 트리거(internal line 

trigger)의 폴링 에지 후에 시작하여 내부 라인 트리거(internal line trigger)의 라이

징 에지 후에 끝난다. 이렇게 획득된 데이터 신호는 영상 처리 보드를 통해서 실시

간 영상 획득이 된다. 최종 프레임 생성 주기(frame integration period)는 동기화 

마스터 신호인 톱니파의 폴링 에지에서 시작하여 영상 처리 보드에 작성된 코드에 

의해서 라인수로 생성하며 이론적으로 512 X 512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초당 191.4

프레임을 얻을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안정적인 영상획득을 위해서 176 프레임

의 영상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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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생물학적 시료의 영상

  이번 장에서는 변경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생물학적 시료를 영상화하고 영상획득 

속도 개선에 대해 설명한다.

4.1 시스템의 성능

  생물학적 시료를 측정하기 전에 우선 표준 구조물 측정을 통하여 시스템의 성능

을 평가 하였다. 

4.1.1 라인 프로파일 

  시스템의 분해능(resolution)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획득한 영상의 라인 프로파일

을 획득하여 분석하였다. 라인 프로파일을 획득하기 위해서 영상 처리 보드에서 제

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각 픽셀에서의 반사광의 크기(intensity)에 따른 

프로파일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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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라인 프로파일 과정과 결과 화면

  위의 그림 4.1에서 이미지의 라인 상으로 각 픽셀에 따른 신호의 강도의 값과 그 

값을 프로파일링 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각 픽셀에 대한 반사광을 표준 타

켓에서 측정하여 변화하는 신호 강도의 변화율을 계산하고 계산된 변화율의 반치

폭을 확인하여 분해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픽셀의 사이즈는 카메라의 픽셀 사이

즈와 일치하므로 픽셀 수와 카메라 픽셀 사이즈의 곱으로 알고자 하는 위치의 거

리도 계산이 가능하다.

4.2.2 횡축(Lateral Resolution) 방향 분해능

  아래 그림 4.2은 표준 분해능 표적(Target USAF 3″X 3″POS, Edmund optics. 

36275)의 영상이다. 본 시스템의 특성상 X축과 Y축의 해상도가 서로 다르다.[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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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표준 분해능 표적

그림 4.3 (a) 공초점 축(y) 횡축해상도 (b) 비공초점 축(x) 횡축해상도

  그림 4.3(a)와 (b)에서 보다시피 Y축 방향의 반치폭 0.6um 로 X축 방향의 측정된 

반치폭인 1.07um 보다 작아 해상도가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편에 입사

하는 빔에 평행한 Y축 방향은 공초점 영상(confocal image)이고, X축 영상은 비 공

초점 영상(non confocal image)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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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50X 대물렌즈로 측정한 축방향 분해능

4.2.3 종축(Axial Resolution) 방향 분해능

  일반적인 광절편(optocal sectioning)[9]이나 깊이 판별력(depth discrimination 

property)[23]를 측정 방법은 시편에 전반사 거울(perfect reflector)을 시편의 종축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전반사 거울에서 반사된 광량의 분포를 측정하여 그 신호의 

반치폭(Full-Width-Half-Maximum, FWHM)을 구한다.

 

  위의 그림에서 X축의 값은 시편의 이동거리를 나타내며 Y축의 값은 시편의 이

동에 따른 광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50X의 대물렌즈와 10㎛의 슬릿을 사용한 시스

템의 반치폭(Full-Width-Half-Maximum,FWHM)은 3.3㎛로 계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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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높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의 측정

4.2.4 마이크로 구조물 측정 

  시스템의 성능 평가 후 영상 확인을 위하여 시료의 정보를 알고 있는 구조물을 

측정하였다. 공초점 현미경의 특성상 종축 해상도의 범위 안에서 초점면의 영상이 

가장 밖에 나온다. 아래 그림 4.5에서 볼 수 있듯이 종축 해상도인 3.3㎛ 이내에서

는 마이크로 구조물의 영상이 희미하게 확인이 되고 깊이 방향으로 들어가면 갈수

록 밝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위의 그림의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상에서 세로 모양의 줄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레이져에서 일어난 speckle이 아니라 라인 CCD의 각 픽셀의 경계에

서 일어나는 산란이다. 이러한 세로 줄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교한 alignment가 관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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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양파 세포 

  기존 시스템의 특성에 맞춰 공초점 영상 획득을 위해 양파 세포의 구조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안정적으로 영상 획득을 위해 영상 획득 속도를 176 frame/s로 하

여 초점면에서 2D 영상을 획득하였다. 그림 2.(a)는 일반 상용 공초점 현미경으로 

획득한 양파세포의 영상이다. 본 시스템에서 획득한 양파세포의 영상(그림2.(b)(c))

이 더 선명한 영상을 획득함을 볼 수 있다. sample이 된 양파 세포는 아무런 염색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파 세포의 핵은 관찰 할 수 없었고, 단지 양파 세포

의 구조를 결정짓는 세포벽을 확연히 구별 할 수 있었다. 

그림 4.6 (a) 일반적인 공초점 현미경의 양파 세포 영상

        (b),(c) 본 시스템으로 획득한 양파 세포 영상

 

  공초점 현미경의 특성인 광학적 절편을 확인하기 위하여 1㎛단위로 Z축 방향으

로 초점을 이동하면서 2D 영상을 획득하였다. linear stage를 이용하여 20㎛를 1㎛

씩 시료를 움직이면서 각각의 초점면에서의 구조를 확인 하였다. 그림 4.8의 위쪽 

영상은 각각의 초점에서 획득한 2D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공초점 현미경의 특징

인 3D 영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1㎛씩 시편을 이동하여 100㎛ 두께의 양파 세포 

2D 이미지 100장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3차원으로 재구성을 하였다. 그림 4.8

의 아래쪽 영상은 100㎛ 두께의 양파 세포를 3차원 구조로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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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각 초점면에서의 양파 영상과 각 초점면에서의 

이미지로 구성한 3D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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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스템은 초당 176 프레임의 고속 영상 획득 속도로 100장의 2D 이미지를 3

차원 영상으로 구성하는데 이론적으로 0.7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3 배양을 통한 암세포 영상

  양파 세포의 구조적 영상 획득과 동시에 시스템을 생물학적 응용으로 하기 위하

여 도립 시스템(Inverted system)으로 구조 변경을 하여 생물학적 sample을 측정하

였다. 기존의 시스템에서 그림 4와 같이 대물렌즈의 위치를 수직방향으로 꺾어 

sample을 담은 dish를 올려놓은 상태에 영상 획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시료는 인큐베이터에서 세포 배양이 이루어지는데 세포가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 dish를 밀봉하여 외부와 차단한다. 배양된 세포를 오염에 의한 손상 없

이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도립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도립 시스템의 장점은 세

포 챔버(cell chamber)만 갖춰져 있다면 관찰자가 원하는 조건하에서 시간적인 제

약 없이 시료를 측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Inverted system의 변경을 위해서 대물렌즈를 수직으로 세우고 대물렌즈 앞단에 

틸팅 미러를 두었다. 이와 동시에 linear stage를 수직으로 세워 시편을 이동시켰

다.

그림 4.8 도립 시스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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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암세포 영상의 비교

  도립 시스템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측정하기 위해서 3일 동안 마우스 흑색종

(mouse melanoma tumor, B16BL6))과 사람의 유방암(human breast tumor, BT-20) 

세포를 인큐베이터에서 배양을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세포군을 일반 세포 생물학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일반 광학 현미경으로 측정하였다. 아래 그림 4.9의 왼쪽 왼

상은 일반 광학 현미경으로 측정한 것이고 오른쪽 영상은 본 시스템의 도립 시스

템 모드에서 찍은 영상이다. 일반 적인 광학 현미경의 경우 대물렌즈와 접안 렌즈

의 배율을 곱으로 본 시스템으로 같은 세포의 영상을 획득 하여 비교 해보았을 때 

암세포의 구조적 일치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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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시스템의 R.O.I에 따른 영상 획득 속도 증가

4.4 영상획득 속도 개선 

  본 시스템은 512 X 512 픽셀의 2D 영상 획득 시 176 frames/s의 영상 획득 속

도를 가진다. 하지만 시스템의 ROI(Region Of Interest)를 줄임으로써 영상 획득 

속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line CCD의 픽셀이 512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

에 영상의 한쪽 축은 512 픽셀로 정해진다. 그리고 음향 광학 편향기의 편향 각을 

128 픽셀에 맞춰 줄여 줌으로써 영상 한 장을 얻는 데이터 량을 줄이는 대신에 영

상 획득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즉 이미지 픽셀의 사이즈가 줄어듦에 따라 그

에 비례하여 영상 획득 속도 증가 한다. 

 

 

  이미지 사이즈 조절을 위해여 영상 재생 장치의 코드를 변경하여 내부 라인 트

리거 신호(internal line trigger)를 128픽셀에서 한 장의 이미지가 획득 되도록 하

였다. 그리고 음향 광학 편향기의 톱니파의 진폭의 크기를 조절하여 주사각을 줄였

다. 그 결과 시스템의 영상 획득 속도가 710 frames/s로 개선되었다. 물론 그림과 

같이 시스템의 ROI가 1/3로 줄어들었지만 176 frames/s의 영상 획득 속도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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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오징어 신경 세포 측정을 위한 개략도

할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는 다이내믹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장

점을 가지게 된다.

4.5 생물학 다이내믹 현상 관찰

 생물학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는 다이내믹한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신경 세포에 전

기적 자극을 주었을 때 신경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다이내믹한 현상을 관찰 하였다. 

신경 세포에 전기적 자극을 주었을 때 세포의 막에서 활동전위가 일어나면서 광학

적 계수가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 일어나는 현상은 1ms의 빠른 현상으로써 최소 

1000 frames/s의 영상 획득 속도가 되었을 때 측정이 가능하다. 이점을 착안하여 

본 시스템의 710 frames/s의 영상 획득 속도에서 측정 가능한 현상을 실험 해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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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오징어 신경세포벽 영상

  실험을 위해서 비교적 신경세포 크기가 큰 오징어를 해부하여 이용하였다. 채취

된 오징어 신경 세포의 전기적 신호를 주기 위해 스티뮬레이터(stimulator)를 이용

하여 2초에 한 번씩 총 3번의 전기적 자극을 주었고 710 frames/s의 영상 획득 속

도로 6초간 측정을 하였다. 이렇게 획득된 영상은 총 4800장의 2D 이미지이고 실

시간의 영상 재생 16 프레임으로 재생 했을 때 약 5분 정도의 재생 시간이 된다.

  측정된 동영상을 통해서 볼 때 1.4ms의 시간동안 세포벽에서의 미세한 진동이 

일어나는 현상은 관찰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일어나는 진동의 

현상인지 아니면 전기적 자극에 의한 현상인지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향

후 이미지의 픽셀 위치를 고정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각 픽셀에서의 변위 차를 구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좀 더 정량적으로 현상을 관찰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실험은 단순히 710 frames/s의 영상 획득 속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생물학적 다이내믹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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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안구 측정을 목적으로 고안된 선주사 공초점 현미경을 이해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물학적으로 응용이 가능한 도립(Inverted) 현미경으로 변경

하고 생물학적 시료를 이미징 하였다. 또한 이미지의 픽셀수를 줄이는 것만으로 영

상 획득 속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킴으로 기존에는 관찰 할 수 없었던 다이내믹한 

현상을 관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본 연구실의 선주사 방식의 공초점 현미경은 일반적인 공초점이 두 개의 갈바노 

미러를 사용하여 점주사 방식으로 영상을 획득하는 것과는 달리 음향 광학 편향기

와 선주사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획기적인 영상획득 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시스템은 안구 측정을 목적으로 고안된 현미경이다 보니 생물

학적 시료를 측정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시스

템을 도립(Inverted)으로 변경하였다. 도립 현미경은 세포 배양을 통해 배양된 세포

를 시간적인 제약을 덜 받으며 실시간으로 관찰이 가능하며 같은 시료를 손상이나 

변형 없이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생물학적 시료의 관찰을 하여 우선 양파 세포를 관찰 하였다. 양파 세포를 이미

징 하여 기존이 양파 세포 이미지와 비교를 하고 1um 단위로 100um를 이미징하

여 3차원 영상을 획득하였다. 이론적인 3차원 영상 획득 속도는 0.7초이다. 다음으

로 3일 동안 배양된 암세포를 관찰 하였다. 똑같은 세포를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과 

본 시스템으로 획득한 이미지를 비교하여 형태적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이미지 R.O.I를 줄임으로써 영상 획득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시켰다. 

초당 710 frames/s 영상 획득 속도를 이용하여 오징어 신경세포에 전기적 자극이 

주어 졌을 때 일어나는 다이내믹한 현상의 관찰을 시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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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ication of high-speed slit scanning confocal laser 

microscope in biology

Jung Seung-Hwan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 constructed a high-speed laser line-scanning confocal microscope (LSCM) using 

He-Ne laser (633 nm), a line CCD camera and an acousto-optic deflector (AOD). 

The line scanner consists of an AOD and a cylindrical lens, which creates a line 

focus sweeping over the sample. It generates two-dimensional confocal images 

(512 X 512 pixel image) up to 176 frame/s without any mechanically-moving 

parts. Our system is configured as an inverted microscope for imaging biological 

samples. We obtained images of various biological samples including onion cells, 

mouse melanoma tumor cells (B16BL6) and human breast tumor cells (BT-20). 

Also, the frame rate can be further improved up to over 710 frame/s when the 

image size is reduced (512 X 128 pixel image). This system may be useful for 

analyzing fast phenomena during biological and chemical interactions and for 

rapid imaging of 3D structures.

━━━━━━━━━━━━━━━━━━━━━━━━━━━━━━━━━━━━━

Key words : line-scanning confocal microscope, acousto-optic deflector 

(AOD), high speed conf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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