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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dical 광 이미징 시스템을 
위한 광섬유 소자

1. 서 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삶의 질의 향

상이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 질병의 진단에 대한 연구가 끊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초음파, 엑스

레이, 자기공명 등을 기반으로 하는 질병진단 

기법들의 개발은 이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영상기기들은 분해능의 한계로 규명하

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하여 빛을 이용하는 노력들을 해오

고 있고, 그 중에서도 빛의 가간섭현상을 이용

하여 깊이 정보를 얻을 있는 광 단층영상 기법

이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빛의 가간섭현상을 이용한 광 단층영상 기

법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 OCT)

은 1991년 MIT의 Fusimoto 교수 연구팀에 의

해서 시작되었고 바이오 샘플의 내부구조를 3

차원의 단층영상을 얻을 수 있는 기법으로 현

재까지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현재

는 안과영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

으며, 타 분야에도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

고 있다.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확하고 손쉬운 진단을 

위해 정밀성 (분해능)이 기존보다 높고 치료효

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영상

판독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OCT는 낮은결맞음간섭계 (low-coherence 

interferometry)를 기반으로 하여 샘플의 내

부영상을 수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분해능으

로 구분하여 단층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초

기 OCT 시스템은 짧은 결맞음 길이를 갖는 광

원과 움직이는 기준단의 거울을 사용하는 시

간영역의 OCT 즉, Time domain OCT (TD-

OCT)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나. 기준거울을 움

직이는 속도의 제약 때문에 시스템의 속도

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

자 Fourier domain OCT (FD-OCT)가 도입

됨에 따라서 고 분해능의 이미지를 고속으

로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이 

FD-OCT는 파장영역 OCT (Spectral Domain 

OCT:SD-OCT)와 파장가변 레이저를 기반으

로 하는 OCT (Swept source OCT:SS-OCT)로 

구분되어진다. 

기 개발된 OCT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측정 대상과 목적에 따른 적

용 가능한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SS-OCT 시스템은 속도가 빠른 Swept 

source와 Photo detector를 사용하여 최근 

300 frame/초 이상의 연구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OCT는 사용하는 광원

의 파장대역폭에 반비례하여 분해능이 향상

되기 때문에 광대역의 광원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고 분해능을 만들기 위해서 광원의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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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폭도 넓게 만드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

고 있다. 그러나 빠른 속도가 장점인 반면에 

광원의 비용과 빠른 속도에 맞는 Digitizer

의 비용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SD 

OCT 시스템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

는 Superluminescence Laser diode (SLD)

를 사용하고, CCD를 사용하여 SS-OCT시스

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성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섬유 기반으로 고 분해

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넓은 광밴드 폭

을 가지는 광섬유 부품의 사용이 필요하다 

[3,4].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 분해능을 가

지는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

의 광부품를 제안하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 및 분해능이 향상된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넓은 대역폭을 가지는 
광대역 스플리터

전 영역에서 단일모드의 특성을 가지는 광

자결정 광섬유 (Photonic Crystal Fiber : 

PCF)는 단일 물질로 구성되며, 공기층이 광

섬유 방향으로 나있는 특수 광섬유이다. 이

는 단일모드 특성뿐만 아니라 [5], 특이한 분

산 특성, 비선형 현상 [6] 등을 가지고 있어 

활발히 연구되었다. 이와 같이 전 영역에서

의 단일 모드 특성을 이용하여 OCT의 핵심

소자인 광섬유 커플러를 용융-융착 방법으

로 제조하였다 [3]. 이와 같은 커플러는 넓은 

영역에서 단일 모드 특성뿐만 아니라, 일정

한 커플링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용융-융착

에 의한 방법은 광자결정 광섬유 내부의 공

기구멍 층을 파괴하여 높은 삽입손실의 원인

이 될 뿐만 아니라, 커플링 영역에서 약한 결

합적 특성으로 편광의존손실이 높아서 새로

운 형태의 광섬유 커플러가 필요하였다. 새

롭게 제안된 광섬유 커플러의 제작방식은 기

존의 Planar lightwave circuit (PLC) 스플리

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4]. PLC 소자는 재현

성이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작은 사이

즈에 낮은 삽입손실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소자와 광자결정 광섬유가 결합을 

한다면, 낮은 삽입손실을 가질 뿐만 아니라, 

넓은 영역에서 단일모드로 동작할 뿐만 아니

라, 일정한 커플링 특성을 가지는 광부품을 

제작할 수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림 1(a)과 같은 

전 영역에서 단일모드 특성을 가지는 광자결

정 광섬유(LMA-5, Crystal Fibre)를 사용하

였다. 이는 7층의 공기구멍의 배열을 가지고 

광섬유 코어 직경이 약 5 μm이고 클래딩의 

크기는 약 125 μm이다. 그림 1(a)에서 보듯

이 광자결정 광섬유를 V-grooves에 올리고 

석영플레이트를 올려서 광섬유 블록 어레이

를 제작하였다. 이는 스플리터 칩과의 결합

을 위해서 제작되었으며, 단면을 약 8도 정

도의 기울기로 연마하였다. 

파장별 평탄한 커플링 성질을 가지는 파

장에 민감하지 않는 커플러 (Wavelength-

insensitive coupler : WINC)는 전형적인 파

장에 민감하지 않는 평판도파 회로이다. 그

림 1(b)는 WINC의 스플리터 회로를 나타내

는 그림이다. 이것은 단일 단계의 마흐젠더 

그림 1.  PCF 어레이 블록의 광학현미경 이미지 
(a), 일정한 커플링 특성을 가지는 마흐젠
더 간섭계로 구성되어있는 스플리터 칩의 
구성도 (b), 스플리터 칩과 PCF어레이 블
록의 UV 에폭시를 이용한 결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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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계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두 개의 방향

성 커플러를 포함하고 있다. L1, L2, 그리고 

두개의 경로 차이인 ΔL의 적절한 선택에 의

해서 평탄한 커플링을 가는 커플러를 제작할 

수 있다 [7,8].

일반적인 수학적 계산 툴 (OlympIOs, 

Thermo scientific)을 활용하여 가시광과 근

적외선 영역에서 활용되는 광단층영상기기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파장영역에서의 평탄한 

커플링을 가지는 광 스플리터 제작을 위해 

계산 결과를 그림 2에서 나타내었다. 이때 

계산식에서 사용된 코어의 크기는 3 μm × 

3 μm 그리고 Δ (Index difference between 

core and cladding)는 0.25%였다. 계산식에 

적용된 파라미터들의 값들은 ΔL= 0.73 μm, 

L1 = 450 μm, L2 = 800 μm이었다. 그리고 

스플리터 칩 각각의 방향성 커플러의 벤딩 

반경은 140 mm이었다. 스플리터 칩은 일반

적인 스플리터 제작 방법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으며 반사광을 제거하기 위해 8도의 기

울기로 연마를 하였다. 광자결정광섬유 어레

이 블록과 스플리터는 UV경화 접착제에 의

해서 잘 정렬 및 패키징하였다. 시스템에 편

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플리터의 포트

는 광섬유 끝단에서 발생되는 4% 반사를 없

애기 위해 FC/APC 타입의 커넥터로 패키징

하였다. 

광자결정 광섬유로 제작된 스플리터는 

680, 840, 1050 nm SLD와 광스펙트럼 분

석기를 이용하여 광 전송특성을 측정하였다. 

그림 2는 광자결정 광섬유 스플리터의 광전

송 특성을 나타낸 특성 (a)~(c)와 광파워 결

합률을 (d)~(f)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640 nm에서 1,100 nm의 파장범

위에서 다소 평탄한 특성을 가졌다. 그리고 

이 광자결정 광섬유 스플리터는 630 nm에서 

단일모드 차단파장을 가졌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630 nm에서 50:50의 

결합효율을 가지는 단일모드 광섬유 커플러

의 결합효율은 그림 3과 같이 680 nm에서의 

파장에서 100 nm의 광 밴드에서 10%~90%

였다. 더욱이 840 nm에서는 광파워 결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측정되었다. 그러나 광

자결정광섬유 스플리터는 680 nm에서 다소 

평탄한 결합효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840 nm에서도 다소 평탄한 결합효율을 가

졌다. 뿐만 아니라, 편광의존 광 손실도 0.19 

dB로 일반 광섬유 스플리터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었다. 

3. 넓은 대역폭을 가지는 
광대역 스플리터를 이용한 

멀티 밴드의 SD-OCT 시스템

제작된 광대역 스플리터를 이용한 SD-

OCT 시스템의 간단한 구조를 그림 3에서 나

타내었다. 

세 개의 SLD에서 나오는 빛은 PCF PLC 

스플리터의 입사포트에 순차적으로 입사되

고, 이 빛은 기준단 (Reference)과 샘플단으

그림 2.  광자결정광섬유 스플리터의 광전송특성 
및 결합효율 680 nm (a), (d), 840 nm 
(b), (e), 1,050 nm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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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뉘게 된다. 기준단의 거울과 샘플에서 

반사된 빛은 다시 결합되고, 서로 간섭을 일

으키게 되어서 스플리터의 한 포트를 통해서 

검출단(Detector)으로 가게 된다. 그때, 간섭 

스펙트럼은 스펙트로메타에 의해서 측정되게 

되고 컴퓨터에서 저장되게 된다. 스펙트로메

타는 그레이팅과 렌즈 그리고 센서 어레이인 

Line CCD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스펙트로

메타의 그레이팅은 들어오는 파장에 맞게 순

차적으로 교체를 하였다. 그레이팅에 의해서 

분산된 간섭 스펙트럼은 2048 Line CCD에

서 검출이 되고, 이 스펙트럼은 파수 (Wave 

number) 도메인으로 전환하여 깊이 정보

를 얻기 위해서 푸리에변환을 수행하게 된다 

[9,10]. 이 시스템에서의 깊이 방향의 분해능

은 680 nm에서는 31.3 μm, 840 nm에서는 

7.6 μm, 930 nm에서는 6.4 μm이었다 [11]. 

 

4. 멀티 밴드 
SD-OCT SYSTEM의 이미지 

제작된 PCF PLC 스플리터를 이용하여 구

성된 SD-OCT 시스템의 멀티밴드 이미징 획

득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은 손가락

과 쥐의 췌장암 및 내장의 광 단층영상 이미

지를 구현하였다. 준비된 세 개의 SLD와 파

장에 맞은 그레이팅만을 시스템의 변화 없

이 순차적으로 바꾸여 

주었다. 그림 4는 인

간의 손가락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각각의 이미지는 4 

mm (x-axis) × 1.2 

mm (y-axis) × 1.5 

mm (z-axis)의 3D 

이미지를 나타내었

다. 930 nm에서 보이

는 이미지에서 손가락

의 정맥이 680 nm에

서 얻은 이미지 보다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

것은 깊이 방향의 분해능 차이뿐만 아니라, 

빛이 들어가는 깊이도 파장에 따라 달라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시광 영역의 파장보다

는 근적외선 영역의 파장이 더 깊이 들어감

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는 쥐의 내장과 췌장암의 SD-OCT 

이미지 이다. 840 nm, 930 nm의 SLD 광원

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쥐의 내

장내의 정맥이 광단층영상 이미지로 잘 구

현됨을 알 수 있고 쥐의 췌장암 단층영상이

미지에서도, 암 부분에서의 괴사된 상태를 

그림 3. Multiband SD-OCT system의 도식도.

그림 4.  사람 새끼손가락의 SD-OCT 이미지, 
680 nm (a), 840 nm (b), 930 nm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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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OCT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

와 같이 멀티밴드 SD-OCT 시스템은 샘플의 

같은 영역에서 각기 다른 파장의 특성을 알 

수가 있어 향후에 샘플의 파장 별 특성을 조

사하는데 아주 적합한 영상기기가 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실험에서 보듯이 바이

오 샘플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서의 많은 수요가 예상될 것 같다. 

 

5. 광대역 광스플리터를 이용한 
고분해능 SD-OCT 시스템

넓은 반치폭을 가지는 광원은 OCT 시

스템의 깊이 방향의 분해능을 향상시키

는 핵심요소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upercontinnum source나 Femto-second 

laser와 같은 비교적 비용이 비싼 광원을 사

용하여 하고, 이를 이용한 고 분해능 OCT 시

스템은 벌크한 광학계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

문에 시스템이 너무 커지고, 광 프로브 제작

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광대역 광스플리터를 

이용한 고 분해능 시스템은 광섬유를 이용하

기 때문에 광 프로브를 제작할 수 있어 이동

성과 편리성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다. 우선 광원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광섬

유 WDM coupler를 제작하여 840 nm 광원

과 880 nm의 광원을 연결하여 밴드폭이 80 

nm 이상을 가지는 광원을 제작하였다. 그림 

6은 두 개의 광원을 연결하여 보다 넓은 대

역폭을 가지는 광원을 나타내었다. 

두 개의 광원의 결합한 광원과 광대역 광

스플리터를 이용한 시스템의 그림이 그림 7

에서 나타내었다. 결합된 광원으로부터 나오

는 광원 광대역 광스플리터의 각각의 기준단

과 샘플단으로 조사되고 반사된 간섭광이 디

텍터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그림 3의 시스템과 비슷하지만 광원 부분이 

고 분해능을 얻기 위해 넓은 대역폭을 가지

는 광원이 입사된 것이 다르다. 이 시스템의 

축 방향의 분해능은 5μm 이하였다. 

광대역 광스플리터 및 결합광원을 이용한 

고분해능 SD-OCT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해서 고무나무 잎과 쥐의 분을 스캔해

서 OCT 이미지를 얻었다. 준비된 결합 SLD

광원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얻었다. 

그림 8(a),(b)는 고무나무 잎의 2차원 이

미지이다. 이것은 860 nm의 중심파장을 가

지고 80 nm 이상의 광 밴드 폭을 가지는 결

합광원을 이용하여 획득한 이미지 (a)와 930 

nm 단일 SLD광원을 이용하여 획득한 그

림을 비교하였다. 각각의 이미지는 4 mm 

(x-axis) × 1.2 mm (z-axis)의 크기를 가지

고 있다. 860 nm의 결합광원을 이용한 이미

지의 경계 부분이 930 nm의 단일 SLD 광원

을 이용하여 획득한 이미지보다 선명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8(c)는 결합광원을 이용하여 

얻은 고무나무 잎의 3차원 이미지를 나타내

었다.

그림 9은 광대역폭을 가지는 광스플리

터 및 결합광원을 이용하여 제작된 고분해

능 SD-OCT 시스템의 바이오 분야의 적용

을 위해 획득한 balb/c 마우스의 이차원 3

차원 이미지이다. 3차원 이미지의 크기는 4 

mm (x-axis) × 4 mm (y-axis) × 1.5 mm 

(z-axis)이었다. 

그림 5.  쥐의 내장 및 췌장암의 광단층영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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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광학단층 영상 이미징 시스템 (OCT)은 안

과분야의 의료영상 획득을 위해서 개발되어

져 왔다. 최근에는 빠른 속도와 정확한 영상

을 위한 고 분해능을 얻기 위한 OCT의 기술

진화는 물론 치과, 소화기, 심혈관, 피부과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의료영상기기로 발전하

고 있다. 이는 광학과 의료 분야가 결합된 미

래 융합기술의 핵심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본문에서 소개된 광섬유 기반의 멀티 밴드 

및 고 분해능 광학단층 영상 이미징 시스템

은 광섬유 기반으로 광프로브의 제작이 가능

하여, 의료분야에서 시술자가 수술 또는 시

술 시에 직접 실시간 단층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의료분야에 적용이 될 것

으로 예상되며, 저렴한 비용으로 구성되는 

고 분해능 영상 시스템은 현재 외국에 의존

하고 있는 OCT 시스템의 국산화는 물론 경

쟁력도 확보가 예상된다. 의료영상뿐만 아

니라 깊이 방향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센

서, 반도체 측정 분야에도 고 분해능 영상기

기가 그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

만 아니라 광음향 (Photo-acoustic), 형광 

(Fluorescence)분야와 결합하여 유방암 진단

과 같은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판회로 기반의 스플리터

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원칩 형태

의 스펙트로메타 [12], 광프로브 [13] 및 OCT 

그림 6.  WDM coupler를 이용한 두 개의 SLD를 
결합한 80 nm의 대역폭을 가지는 광원
의 스펙트럼. 

그림 7.  광대역 광스플리터를 이용한 고 분해능 
SD-OCT 시스템 및 축방향의 분해능.

그림 8.  고무나무 잎의 2차원 이미지 결합광
원 (a), 930 nm SLD (b). 고무나무 잎
의 3차원 이미지 (c), 고무나무 잎의 
사진 (d).

그림 9.  Balb/c 마우스의 눈 2차원 이미지 (a) 
및 3차원 이미지 (b) ; c: cornea, d: 
pupil, e: iris, f: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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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개발이 전망이 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 가능한 의료기기의 제품화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광학

단층영상기기는 많은 타 분야와의 접목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의료, 공학 

등의 많은 분야의 연구교류가 이루어질 것으

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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