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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은 여성 암환자 중 42.1%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이지만 암 전단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조기에 치료하면 완치도 가능하다. 이러한 자궁
경부암을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세포진검사, 질확대경검사, 조직검사,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등이 시행되
고 있는데 질 확대경 검사나 자궁경부확대찰영검사는 현미경이나 사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검사부위의
표면만을 보고 진단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Polarization Sensitive - Optical Coherence Tomography(PS-OCT)는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빛
을 사용한 비 침습적 영상기술로 생체 조직의 특성 및 깊이에 대한 신호의 변화를 획득하기 때문에 단면 구조
뿐만 아니라 생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PS-OCT의 매우 높은 횡․종방향 해상도
(<15㎛)와 깊이에 따른 편광성분의 지속과 소멸에 대한 정보는 자궁경부암의 초기단계인 자궁경부 상피
(1)(2)

이형성증 진단에서부터 정밀한 상태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궁경부의 이미

지를 획득하고 병변의 진단 가능성을 도모해보고자 한다.
그림1은 Rapid Scanning Optical Delay Line(RSOD)
기법을 이용한

PS-OCT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먼저 SLD(1300nm, FWHM=40nm) 광원에서 나온 빛은
Polarization Beamsplitter(PBS)를 통과하여 수평방향으
로 편광된 빛만을 만들어 낸다. 수평 편광된 빛은 BS를
통하여 한쪽으로는 reference arm으로 흐르며, 수평에
대해 22.5°의 Quarter wave plate(QWP)를 통과한다.
QWP에 통과한 빛은 delayline에 의해서 광 경로를 만들
어주고 반사되어 다시 QWP를 통과한다. 이때 BS로 돌
아온 빛은 45° 선형편광이 된다. 다른 한쪽의 빔은
그림 1. PS-OCT 의 개략도

sample arm 으로 흐르며, 45°의 QWP를 통과하여 원형
편광의 빛이 샘플에 입사되도록 하였다. BS로 돌아온 각

BS : Beam Splitter, QWP: Quarter-wave plate
각의 빛은 PBS를 통과하여 수평 성분과 수직성분으로
PBS : Polarization Beam Splitter

나뉘어 광신호 검출기로 받게 된다. 각각의 광신호 검출
기에서 검출된 신호는 필터와 힐버트 변환을 통하여 간섭신호에 대한 크기와 위상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얻은 값들을 통해 편광성분변화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SOD 기법(종축스캐닝)과

갈바노미터(횡축스캐닝)를 사용하여 2-D 이미지를 얻는데 1초가 소요되는 고속 스캐닝 PS-OCT 시스
템을 구현하였다.
그림2는 구현한 PS-OCT 시스템으로 획득한 조직샘플의 OCT이미지와 조직학적 구조 이미지를 보여준다. 정
상조직의 샘플은 층간의 경계면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반면 암(병변) 의심조직 샘플은 층간의 경계면이 모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그림 3은 각 샘플에 대한 DOCP(Degree of Circular Polarization)기울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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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샘플 1(좌) 2(우) 에 대한

그림 3. 각 샘플에 대한 DOCP의 기울기

OCT 이미지 와 조직학적 구조 이미지

DOCP는 빛이 생체 조직을 통과할 때 조직의 특성에 따라 특정성분의 편광이 유지되고 소멸되는데 따른 신호
변화를 분석하여 얻게 되는 정보이다. 일반적으로 정상조직과 비교해 볼 때 상피이형성증은 단계에 따라 세포에
대한 세포핵의 비율이 점점 커지는 동시에 유사분열이 일어나는 세포가 더 많아진다. 이와 같이 세포핵이 커지
면 산란에 의해서 빛의 투과 깊이와 편광 성분의 손실 정도의 변화를 야기하게 되며 그림 3은 이에 따른 변화
를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샘플 1과 3은 정상조직에서의 DOCP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샘플2는 상피이
형성증으로 의심되는 샘플에서의 DOCP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다. 샘플 2의 DOCP 기울기 값이 샘플 1, 3에 비
해 큰 것으로 측정되었고 이로 인해 샘플2의 병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한 3개의 샘플에 대한 각각의
그래프들은 동일 샘플 내 다른 위치에서의 측정값을 보여주며 이는 같은 샘플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다른 병변
상태의 조직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PS-OCT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자궁조직과 병변이 의심되는 자궁조직의 이미지를 in-vitro방법
으로 획득하였다. 그 결과 구조적인 이미지에서는 경계면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기능적인 정보로써 편광손
실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궁경부암은 단계에 따라 세포의 변화가 다양하며 셀 크기의 단위
로 변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세 단위의 분석을 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밀한 범위에서 정확한 신호 분석
방법을 보완한다면 자궁경부암의 진행정도에 대한 정량적인 예측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향후 과제로는 획득한 신호의 정밀한 분석 방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자궁 경부를 비침
(4)

습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탐침자를 내시경으로 설계,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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