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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학회장 인사말

한국광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K-Light 독자 여러분, 한국광학회 제28대 회장으로 올해 3
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연세대학교 박승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무
엇보다 먼저 저와 임원진들이 학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학회 회원 여러분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광학회는 1989년 창립된 이후 지난 31년간 역대 회장님들과 상임이사님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의 결과로, 우리나라 광학 분야의 최대, 최고의 학회로서 성장
하였습니다. 특히 국문지인‘한국광학회지’와 영문지인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등 학술
지를 발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학잡지인‘K-Light’를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함께 발간하여
회원들 간의 소통과 우리나라 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제학술
회의도 적극 유치하여 국제적인 위상과 인지도도 최근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회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국내·외적인 급격한 정치·사회적
인 거센 도전 속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도약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광학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위기와 난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1) 학술지와 학술대회의 질적 수준 향상, 2) 산·학·연 회원들 간
의 네트워크 강화, 3) 한국광학회의 국내외 위상 강화 등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해 여러분과 함
께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광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해 두 번째로 발간되는 이번 K-Light 4월호(Vol. 3, No.2)는 OCT(Optical Coherence
Tomography) 관련 최신 기술 동향은 물론 광학 분야의 새로운 뉴스 그리고 다양한 소식 등
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광학회 회원 여러분과 K-Light 독자 여러분들의 연
구와 개발은 물론 산업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관일 편집위원장님과 편집위원님들의 수
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한국광학회 회원 여러분과 K-Light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
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광학회 회장 박승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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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해 봄이면 날씨도 포근하고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이 피어나서 여기저기 나들이 가는
시기인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설 연휴부터 지금, 4월 중순까지 뭔가 혼란스럽고 뒤숭
숭한 채로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린 느낌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이
다. 이처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건 전염병 확산을 예측하고서 빠르게 개발한 진단 키트, 드
라이브스루와 같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광범위한 검사, 발달된 정보통신 기반의 위치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정부와 의료진,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에 성공하려면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
발되어야 한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매우 어렵고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의학이
나 생명공학자들의 노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장은 쓸모가 없어
보이는 기초과학의 연구 결과들이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번 호 특집에 소개한 OCT는 광단층영상술로 생체 조직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영상기법이
다. OCT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손상된 생체 조직을 분석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
을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광의료 영상기술이 조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OCT 영상기술을 소개하다 보니 1950년대 왓슨과 크릭의 DNA의 이중나선 구조 발견 이야
기가 생각난다. 당시 DNA 구조에 관한 연구는 왓슨과 크릭, 당대 최고의 물리화학자 폴링, X
선 회절 사진을 통해 DNA를 연구하던 윌킨스와 프랭클린 등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결과
적으로는 가장 뒤떨어진다고 평가 받던 왓슨과 크릭이 윌킨스의 도움으로 프랭클린이 찍은
X선 회절사진에서 결정적 단서를 얻어내면서 <네이처> 논문을 통해 DNA의 이중 나선을
발표하였고 지금까지 생명의 비밀을 밝힌 주역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여기에는 프랭클린의
정밀한 X선 회절 사진이 나선구조를 밝힌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는데, OCT의 광단층 영상술
도 훗날 새로운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독자 여러분도 참신한 활용을 생각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끝으로,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스페인 과학자의 재미있는 말을 소개한다.
"당신들은 축구선수에겐 매달 수십억의 월급을 주면서 생물학자에겐 몇 백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주죠. 그러더니 이제 우리에게 와서 치료제를 달라고 하네요? 호날두나 메시에게 가서
치료제 좀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이처럼 평소에는 과학기술자들에게 제대로 대접도 하지 않다가 긴급상황에 처한 뒤에야 우
리 과학기술자를 찾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정책자들이 과학기술에
보다 관심을 갖고 꾸준한 투자를 하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장 이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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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살펴보기”

정부는 지난 1월 21일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과 향후 높은 부가치의

의약품안전처 등의 공동 주관으로 추진경과 및 향후 주요 일정 등을

대형산업 분야로 전망하고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발표했다.

공청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

주요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17년 9월부터 꽤 오랫동안 4개의 부처

재원조달 및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크게 4개의 주요사업

가 협력하여 1년여의 공동기획을 통하여 기술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

분야에 2020년부터 2025년 동안 국고 9,876억원 민자 2,095억원

사를 완료하였다. 약 10년간 3.4조원에서 6년간 1.2조원으로 조정된

으로 총 11,971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으로는 국내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과 비교하여 높은 부가가치율을 갖고 있으며, 고용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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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의 우수한 ICT 기술, 체계화된 의료시스템, 우수한 의료인력 및 인프라 보유 등을 관련 산업의 이미 확보된 기반 여건으로 분석하였다.

■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 가능성으로는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으며 국내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1년
4,330억 달러 규모의 예측과 연평군 6.4%의 성장률로 시장의 확대가 두드러지고 의료기기 수출증가로 무역역조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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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의료비 증가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나 국내 의료기기 기술 경쟁력은 여전히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적극적인 기
술 개발 투자를 기반으로 시장의 선점이 중요한 사업이다.

■ 국내는 R&D를 통한 기술이나 제품 개발 단계 대비 이후의 시장 진입 단계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인허가 및 임상시험
, 신기술 인증 등록 등에 지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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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로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계별 역할을 구분 중이나 연계 부족 및 중복 지원으로 효율성이 저하 됐다는 비평도 있다.

■ 주요사업 구성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에서 국민들의 정서도 참 다양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필자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참으로 우리나라 의료

1.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사업

진들과 오늘까지도 노고를 아끼지 않는 관계자들에게 많은 고마움

2. 4차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사업

과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을 느낀다.

3. 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사업
4.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늘 이러한 전염병 등은 세기적으로 인류에게 어려움을 줬으며 이겨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였으니, 이 시기에 범부처 의

■ 기존의 다부처 및 범부처 사업운영 사례들을 분석한 추진에 대한

료기기 개발사업이 더욱 기대되고 반가운 마음이다.

준비도 단점을 개선하고 최적화된 범부처 운영을 위해서 정부가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향후 글로벌 의료강국 진입을 통한 다양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나 치료제 개발의 혁명이 일어나고

한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신개념 의료기술 및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류 스스로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의료프로세스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면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일들을 금할 때 새로운 전염병 확산을 예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

방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인류가 현재처럼 먹이사슬의 소비자로의
역할에 머무르기만 하면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재앙은 그 어떤 첨단

맺음말

의료기기나 치료제로도 고치기 힘든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본다.

“춘래불사춘”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

정부, 국민, 특히 본 사업과 관련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

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달여의 코로나 시국을 돌이켜 보

여서 본 사업이 우리나라가 의료강국으로 진입하는 교두보 역할을

면, 국가마다 해결해 가는 양상이 매우 다양함을 볼 수 있으며, 그 속

하기를 기대하고 성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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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주파수 선택이 가능한
소형 테라헤르츠 가스 레이저
테라헤르츠는 적외선과 마이크로파 사이에 존재하는 전자기파로서 의류, 종이, 판지, 목재, 플라스틱, 세라믹 등 다
양한 절연체 물질들을 관통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정인이 숨긴 무기를 먼 거리에서 찾아내기 위한 보안
검색과 같은 감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엑스선과 달리 생체 조직과 DNA에 손상 없이 투과하여 이미징을 할 수
있어서 의학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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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헤르츠 연구에서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파동원이 많지 않다는 점
이다. 최근 Science誌에는 미국 Duke 대학에서 수행된 광대역 주파수 선택이 가능한 소형 테라헤르츠 가스 레
이저 연구가 발표되었다. 양자 다단계 레이저(quantum cascade laser)로 펌핑하는 회전 밀도 반전(rotational
population inversion)을 기반으로 하는 기체 분자 레이저인데, 예를 들어 아산화질소를 이용할 경우 0.251 ~
0.955 테라헤르츠의 넓은 범위에서 37개 이상의 주파수를 선택 가능한 레이저를 구현하였다.
위 그림은 바닥 상태(ground state)와 들뜬 상태(excited)에서 기체 분자의 회전 에너지 준위(rotational level)를
보여주고 있다. 붉은색 화살표는 IR 흡수 스펙트럼에 따라서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회전 전이
를 보여주고 있으며, 푸른색 화살표는 들뜬 진동 준위 또는 바닥 진동 준위에서 두 회전 상태 사이의 반전에 해당
하는 레이징 전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아산화질소 가스 레이저의 실험 셋업을 보여주고 있으며 IR 대역
에서 광범위하게 조정 가능한 양자 다단계 레이저는 회전-진동 전이를 펌핑하여 회전 밀도 반전을 생성한다. 양자
다단계 레이저에서 나온 빛은 빔스플리터에 의하여 9:1 비율로 갈라져 하나의 분기에서는 gas cell을 통과하는데
투과 빔의 세기가 가장 작아지도록 양자 다단계 레이저의 파장을 조정한다. 한편 다른 분기에서는 빛이 브루스터
각도를 이루며 ZnSe window를 투과한 후 pinhole coupler를 통하여 레이저 공진기에 결합된다. 레이징 주파수는
레이저 공진기 끝단의 거울을 이동시켜 조정이 가능하다.
(본 내용은 Science 366, 586-860 (2019)를 참조함)

011

NEWS
CLICK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화
- ‘광융합기술 개발·촉진’ 특허·업종전환·창업 컨설팅 지원

한국광산업진흥회가 광융합기술 분야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해

위한 전주기 지원 사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업종전환,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광융합산업 정책기획을 수립하고, 광융합기술 개발·국제 협력추진,
참여 기업에는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실용화 기술자문을 비롯

광융합산업 정보관리·보급, 광융합산업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집중할

해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창업 등을 지원한다.

계획이다.

국내외 특허지원은 기업 당 최대 2건씩 3000만원을 지원하고, 기

진흥회는 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융합기술진흥 전담기관에 지

술실용화 자문과 창업컨설팅 지원은 대상자 중 2건을 선정해 최대

정되면서 광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산학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광

1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융합산업 허브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전주기 지원을 위해 기술자문과 컨설팅 업무를 전담할 전문가 모집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고부가가치 광융합 관련

도 함께 진행한다.

기술 기반을 확보를 위한 광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광산업진흥회는 오는 2021년까지 광융합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의 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CIS 지역 LED 융합조명 시장개척 완착
- CIS 지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식물공장 LED 조명 등 190만불 계약, 현지 조명기업과 OEM 생산 협의
- 지난 3년간 CIS 지역 전략적 마케팅 공략, 국내기업 매출 성과로 이어져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가 국내 LED조명 관련 기업들의 우

광산업진흥회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

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CIS 지역 진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탄 등에 ㈜누리온 등 국내 엘이디 조명 9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무

수요자연계형 LED 조명 글로벌사업화 기반구축사업 마케팅 활동이

역촉진단을 파견, 비케이씨 등 2개사가 현지 기업인 KAZ LED사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과 190만불의 수출계약을 맺는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무역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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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가 업체들이 800만불의 수출상담액 성과를 거둔데 이어 누

(Interlight Moscow)공동관 운영 및 무역촉진단 파견하는 등 국내

리온 및 비케이씨社는 현지 유망기업인 KAZ LED社 등과 수출계약

LED 융합조명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해 활발한 마케팅 지원활동을

이외 MOU 체결을 맺는 등 국내 LED융합조명 기업들의 CIS 지역 완

전개해 오고 있다.

착에 획기적 역할을 했다.
특히 CIS 조명시장은 초기 LED 조명 확산시 저가의 중국산 LED 조
한국광산업진흥회는 2017년부터 3년간 러시아와 CIS 지역을 동남

명제품의 도입으로 4~5년이 지난 현재 제품 신뢰성의 문제가 대두

아 시장과 더불어 국내 광융합 솔루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되어 한국산 LED 조명제품의 진출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으로 이번

선정하여 해당 지역 대상 마케팅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유망전시회

광산업진흥회의 무역촉진단 파견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정권교체 이후 그간 불안정한 국가 체제를

지역 LED전광판 시스템과 식물공장 LED 조명시장의 진출을 이룰

문호 개방과 경제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기

수 있었다”며 “그동안 사업 참여로 구축해온 해외 네트워크와 지속

술 및 경제분야 교류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인 협의를 통해 점차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스마트 광융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조용진 상근부회장은 “현재 국내 광산업은 중

합 솔루션의 수요가 큰 지역으로 동남아 지역과 함께 국내 광융합기

국의 저가공세에 경쟁하기가 쉽지 않지만, 지난 3년간 꾸준히 CIS 지

술의 진출이 유망한 지역이다.

역에 시장개척을 추진,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점차 성과를 거두
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지의 유망 바이어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연

이번 광산업진흥회의 무역촉진단으로 참여한 대룡엠엔에프의 윤택

속성 있는 상담 및 수출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 엘

근 대표는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러시아와 CIS

이디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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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오에스랩, 美 온세미컨덕터와 라이다 공동 개발
에 나노크기 구조물을 부착해 빛을 굴절시킬 수 있는 메타 렌즈 광학
기술을 이용한 고정형 라이다 개발에 온세미컨덕터의 반도체를 사
용할 경우 라이다 시스템의 고품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품화도 앞
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 소재 온세미컨덕터는 고성능 반도체 솔루션을 제
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이번 CES 2020에서 높은 해상도와 넓은 시
야각(FoV)을 갖춘 SPAD 어레이 제품군을 선보였다.

에스오에스랩은 특허청에 의해 국내 라이다 분야에서 대기업을 제
치고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으로 꼽혔다. 세계 최초로
기존 모터 방식과 고정형 타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라이다를 개발
하는 등 라이다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 실리
콘밸리에서 열린 ‘제1회 2018년 실리콘밸리 국제발명페스티벌’에서
17개국, 172개 출품작 가운데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지난해까지
투자유치 누적 자금 200억원을 돌파했다.
스타트업 에스오에스랩, 美 온세미컨덕터와 라이다 개발 추진국내
라이다(Lidar)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센서 반도체 기업과 손잡고 자

현재 자율 주행과 무인 운반차(AGV), 산업 자동화, 보안, 로봇 등 라

동차 및 스마트공장용 라이다 개발을 추진한다.

이다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올
해 3년 연속 CES에 참석해 빅셀과 메타 렌즈기술을 이용한 근거리

지난 2016년 6월 광주과학기술원(GIST·총장 김기선) 기계공학부 박

반도체 칩 타입 라이다를 처음 공개했다.

사과정 학생 4명이 창업한 에스오에스랩 정지성 대표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 행사 기간 웨이드 애플맨 온세

이 회사는 향후 2~3년내에 헤드램프 및 범퍼에 내장이 가능한 차량

미컨덕터 부사장과 반도체 칩 타입 라이다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

용 라이다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차량 천장에 붙이는 해외 경쟁업

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체와 달리 차체에 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약으로 에스오에스랩은 온세미컨덕터의 고해상도 단일광자
검출기(SPAD) 어레이를 적용해 자율주행 및 자동화 시장을 위한 반

정지성 대표는 “라이다 제품은 품질, 생산 측면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도체 칩 타입의 라이다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매우 중요한데 최고 센서 반도체 회사와의 협력할 수 있게 돼 기
쁘다”면서 “자율주행용 라이다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반도체 칩

이 회사는 고출력 수직표면광방출레이저(VCSEL) 광원 및 평면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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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타스반도체, 자체 개발한 8K UHD급
영상전송을 위한 광통신 칩셋 선보여

광통신 전문업체인 퀄리타스반도체는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지원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지난 3년간 미주 지역 광융합시장을 전략적으

을 받아 미국 최대 광융합산업 전시회 중 하나인 ‘포토닉스 웨스트

로 공략하고 마케팅 지원활동을 강화한 바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Photonics West) 2020(샌프란시스코)’에 참가해 한국관(KAPID

참여기업별 독립된 전시 영역과 바이어 수출 상담 공간을 제공했으

PAVILION) 공동관을 구성하고 올해 전시회에서 자체 개발한 신제

며 엄격한 선정평가를 거쳐 선발된 참여기업에는 90%의 전시 부

품 8K UHD급 영상전송을 위한 광통신 칩셋(Optical Interconnect

스 비용과 전시회 참가비 등 제반 비용은 물론, 원활한 수출상담 지

Chipset for 8K Display)을 선보여 ICT업계 관계자들에게 많은 호

원을 위한 전문 통역사까지 지원했다.

응과 관심을 얻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미국 현지에서 발굴된 유망 바이어를 국내에서
퀄리타스반도체는 주요 학회 인사, 바이어들에게 매년 국내 참여기

개최될 2020 국제 광융합비즈니스페어(8월)와 광융합 산업 로드

업의 제품과 신기술을 소개해 사전 문의가 쇄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쇼 (11월)에 초청해 성과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는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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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시스, 데이터 경제’개화로 IDC 시장 급성장 …
광모듈 3兆 시장 선점
- 국내 유일 IDC용 100G급 근거리 광통신 원천기술 보유
- 데이터3법 통과로 데이터 경제 시대 본격개막…핵심인프라 IDC 수혜 예상
- 전세계 LED 가로등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 기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

옵티시스는 이를 통해 25Gbps 이상의 고속 광소자, 고속 전송이 가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경제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

능한 광전엔진, 100G 전송용 액티브 광케이블(AOC) 및 트랜시버,

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우선·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인터

100G용 네트워크 스위치 등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국내의 경

넷데이터센터(IDC)에 투자가 몰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내 유일의

우 100G급 근거리 고속광통신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제작·판매하는

IDC용 100G급 광모듈 원천기술을 보유한 옵티시스의 수혜가 예상

회사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된다.
특히 옵티시스의 주력제품인 광링크의 원천기술인 수직 표면 발광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과 같은 데

레이저(VCSEL)는 광모듈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터 경제 핵심산업군에서는 데이터 폭증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VCSEL 광모듈은 기존 제품 대비 전력 소모량이 적은 이점이 있어
미국의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스코에 따르면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전력소비량이 큰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적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

트래픽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46% 증가할 전망

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VCSEL을 이용하는 광모듈 시장의 경우

이다.

2021년까지 연평균 40% 성장해 총 3조6000억원 시장에 달할 것
으로 예측된다.

데이터양이 늘어나면서 이를 저장·처리하기 위한 인프라인 IDC에 대
한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테크나비오는 글

아울러 IDC에 대한 정부와 대기업의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이 2018년 1830억달러(약 215조원) 규모에서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예

연평균 19%씩 성장해 2023년 4370억달러(약 513조원) 규모에 달

고하며 ‘데이터 경제’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선언했으며 글로

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벌 IDC 리츠 1·2위 기업인 에퀴닉스와 디지털리어티도 지난해 이미
한국에 진출해 IDC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옵티시스가 데이터 경제 시대 개화에 따른 수혜
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옵티시스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광기술원 등과 국책과제를 통해 데이터 센터 내 근거리용(SR)
100G급 고속 광통신 모듈과 이더넷 기반의 네트워크 스위치를 개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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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초정밀, 다기능성
펄스비행시간(TOF) 센서 개발
KAIST 기계공학과 김정원 교수 연구팀이 펄스 레이저와 전광 샘플

이미징 기술을 시연했고, 미세한 변형을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링 기법을 이용해 거리 측정에 활용할 수 있는 초고속, 초정밀의 펄

고정밀 변형률 센서도 구현했다. 또한, 초고속 측정에서도 높은 분

스비행시간(time-of-flight, TOF) 센서 기술을 개발했다. 이 새로운

해능을 갖는다는 장점을 이용해 100MHz 이상의 속도로 변화하는

펄스비행시간 센서 기술을 이용하면 수소 원자 2개의 크기보다도 작

물체의 위치도 나노미터 분해능으로 실시간 측정 가능함을 선보였

은 180 피코미터 정도의 위치 차이도 200분의 1초 만에 정확하게

다. 연구팀은 특히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수 지점의 펄스비행시간

측정할 수 있다. 기존 고성능 거리 측정 기술의 성능을 뛰어넘는 새

을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특징을 활용하면 스마트팩토리

로운 원천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와 같은 환경에서 하나의 레이저와 광섬유 링크들을 이용해 다지점,

레이저를 이용한 거리 측정 기술은 현재 보안,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

다기능성 복합센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는 라이다(LiDAR)나 반도체 공정 등 각종 산업 분야뿐 아니라, 지진

“이 기술을 이용해 기존에는 관측하지 못했던 마이크로 소자 내에서

감지, 중력파 검출 등 자연 현상 탐지까지 다양한 분야의 핵심 기술

의 비선형적인 움직임과 같은 복잡하고 빠른 동적 현상들을 실시간

로 활용된다. 거리 측정의 분해능, 속도 및 범위 성능이 개선되면 기

으로 측정하고 규명하는 것이 다음 연구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존 응용기술들의 성능 개선뿐 아니라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물리 현상들의 측정도 가능하게 한다. 기존의 고성능 거리 측정 기술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결과는

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기존의 펄스비행시간 기술은 미

“Ultrafast, sub-nanometre-precision and multifunctional time-

터 이상의 긴 측정 거리를 갖지만 그만큼 분해능 성능이 떨어지는 문

of-flight detection”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네이처 포토닉스

제가 있다. 반면 간섭계 기술은 나노미터 수준의 좋은 분해능을 갖지

(Nature Photonics)’ 2월 10일 자에 게재됐다.

만,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좁은 측정 범위를 갖는다. 또한, 두 기술 모
두 측정 속도가 느리다는 공통적인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들과는 완전
히 다른 방식의 펄스비행시간 센서를 제안했다. 펄스 레이저에서 발
생한 빛 펄스와 광다이오드로 생성한 전류 펄스 사이의 시간 차이를
전광 샘플링 기법을 이용해 측정했다. 이때 빛 펄스와 전류 펄스 간
의 시간 오차가 100아토초 정도로 매우 적어, 빠른 속도로 나노미터
이하의 거리 차이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전류 펄스의 길
이가 수십 피코초 이상으로 길어 밀리미터 이상의 측정 범위가 동시
에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펄스비행시간 기술이 갖는 낮은 분해능
과 간섭계 기술이 가지는 좁은 측정 범위의 한계를 동시에 뛰어넘을
수 있었다.

연구팀은 새로운 펄스비행시간 기술을 이용해 고분해능 3차원 형상

그림. 광전류 펄스를 이
용한 TOF 측정 기술의
개념도. 거리를 측정하
고자 하는 대상체에 반
사되어 돌아오는 광 펄
스와 광전류 펄스 간의
상대적인 시간 차이를
전광 샘플링을 사용하
여 측정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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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를 네비게이션으로 사용하는 광학현미경 개발

그림. 초음파와 빛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공간 게이팅 현미경 기술. (a) 산란 매질 내 빛의 전파 원리와 공간 게이팅 기술의 산란 차폐 메커니즘. (b) 공간 게이팅 현미경을 이용한 제브라피시 내부
영상화. (c) 단면화, 염색화 과정 없이 비침습적, 비표지적으로 취득한 제브라피시 내부의 미세 근육 조직.

빛이 생체 조직을 투과할 때 직진광(그림 a의 녹색 실선)과 산란광

음파의 초점을 통과하는 빛만을 선택적으로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

(그림 a의 청색 실선, 점선)이라는 두 종류의 빛이 생겨난다. 광학 현

하고, 이 기술을 공간 게이팅(space-gating)이라 명명했다. 초음파는

미경은 생체 조직 깊은 곳을 관찰할 때 직진광에 비해 산란광이 강해

생체 내부의 ‘빛 거름망’ 역할을 하며 무작위로 산란되던 빛을 차폐

져 이미지 정보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한다. 공간 게이팅 기술을 통해 연구진은 산란광을 100배 이상 감쇄

기초과학연구원 분자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최원식 부연구단장

(그림 a의 청색 점선 성분 차폐)시키며 생체 조직 내에서 광학 이미

연구팀과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및뇌공학과 장무석 교수팀은 광학

지가 흐려지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현미경과 초음파 영상의 장점을 결합하여, 생체 내부 깊은 곳을 높은

연구진은 개발한 현미경을 이용해 별도의 형광 표지 없이 부화한지

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는 초음파 결합 광학 현미경을 개발했다 (그림

30일 된 성체 제브라피시의 척추 안쪽 근육 조직 이미지를 얻는데

b). 초음파 결합 현미경은 생체 조직 내부를 잘 침투하는 초음파를

성공했다 (그림 c). 기존 기술은 제브라피시의 장기, 척추 등 내부 구

집속시킨 후, 초음파의 초점을 지나는 빛만 측정하는 방식으로 산란

조에서 산란 현상이 일어나 절단을 통해서만 내부 근육 결을 관찰할

광의 세기를 크게 감쇄시킬 수 있다. 초음파가 광학현미경에게 관찰

수 있었다. 이와 달리 개발된 현미경은 자연 상태 그대로 살아있는

경로를 알려주는 일종의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제브라피쉬 내부 조직을 꿰뚫어볼 수 있다. 연구결과는 2020년 2월

초음파는 생체 조직을 응축, 팽창시켜 굴절률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Nature Communications 지에 게재됐다.

빛의 진행에 영향을 준다. 연구진은 이런 초음파의 특성을 응용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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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반응성 기반의 인공 시냅스에 강유전체 도입해
시냅스 가소성 특성 제어

그림. (a) 광 시냅스 소자 구조의 모식도와 광 반응성, (b) 생물학적 시냅스의 구조와 시냅스 가소성 특성 모식도, (c) 광 시냅스 소자의 광 반응성 특성 변화, (d) 시냅스 가중치 변화 특성.

뉴로모픽 칩은 뉴런과 시냅스로 이뤄진 뇌 구조와 시냅스의 가소성

성된 전자가 빛이 사라지면 서로 재결합하는 방식으로 전류의 세기

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인간 두뇌의 동작방식을 모사한 차세대 컴퓨

를 바꾸면서 정보를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분극되어 전류의 흐름을

터 칩이다. 기존 컴퓨팅 방식은 0과 1이라는 디지털 신호 기반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강유전체를 활용, 산화물 반도체에서 전자 재결합을

메모리와 연산이 다른 소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소자 간 정보전송

제어, 소자의 신호전달 세기를 제어한 것이 이번 성과의 핵심이다.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생기지만, 인간 두뇌는 기억과 연산을 동시에

그 결과 신경세포 간 연결강도, 즉 뇌의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는 신

수행하는 병렬처리 방식을 통해 적은 에너지로 효율적인 정보처리

호전달능력인 시냅스 가중치 변화를 분극 방향에 따라 20배 이상 조

를 할 수 있게 된다. 뉴로모픽 칩 가운데 광 자극에 따라 전류 흐름이

절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산화물 반도

제어되는 광 시냅스 소자는 전자형 시냅스 소자보다 동작속도가 빠

체의 광 반응성 특성을 이용하여 시냅스 가소성 특성을 모사했을 뿐

르고 소비전력이 낮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외부 자극에 대응해 지

만 아니라 강유전체 층의 분극 특성을 통해 시냅스 가중치 변화 조절

속적으로 다음 신경세포로의 신호전달 세기를 바꾸는 시냅스 가소

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존 산화물 반도체 기반 광 시냅스 소자의 한

성을 모사하기 어려웠다.

계를 극복했다. 연구진은 광 반응성 뉴로모픽 소자가 얼굴 인식, 자

포항공과대학교 이장식 교수 연구팀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디스플

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 활

레이에 쓰이는 광반응성 산화물 반도체와 강유전체 물질을 이용해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올 2월 Advanced

빛으로 동작하는 인공 시냅스를 제작하였다. 강유전체는 인가 전압

Materials 지에 게재되었으며,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한국연구

없이도 자발적으로 분극이 유지되는 물질로 외부 전압에 의해 분극

재단 중견연구 및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번에 구현된 광 시냅스 소자는 빛에 의해 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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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외선의 진폭과 위상을 독립적으로 제어 가능한
능동 메타 표면 제안

광변조기술은 홀로그래피, 고해상도 이미징, 광통신 등 차세대 광학

어 문제를 해결하여 중적외선 파면을 보다 정확히 고해상도로 변조

소자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기술이다. 기존 광변조기술에는 액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연구진은 두 개의 독립적으로 제어 가

이용한 방식과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을 이용한 방식이 있었

능한 메타원자를 조합하여 메타분자라는 새로운 단위체를 구성함으

으나, 두 방식 모두 단위 픽셀의 크기가 회절 한계보다 크고, 구동 속

로써 기존 능동 메타표면의 제한적 변조 범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

도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메타표면은 자연계의 물질이 가

였다. 제안된 메타표면은 중적외선의 세기와 위상을 독립적으로 회

질 수 없는 광학적 특성을 가지며, 회절 한계를 극복한 고해상도의

절 한계 이하의 해상도로 조절할 수 있어 광 파면의 완전한 제어가

상을 맺는 등 전통적인 광학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에 차

가능하다. 연구팀은 제안된 능동 메타표면의 성능과 이러한 설계 방

세대 광변조기술의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특히, 능동 메타표면은 전

식을 응용한 파면 제어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복

기 신호로 그 광학적 특성을 실시간 제어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넓

잡한 전자기 시뮬레이션이 아닌 해석적 방법으로 메타표면의 광학

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연구되던 능동 메타표면

적 특성을 근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기법을 개발하여, 보다

은 빛의 세기 조절과 위상 조절 간의 불가피한 상관관계 문제를 겪고

직관적이며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메타표면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있었다.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장민석 교수와 위스콘신 대학교

제시하였다. 본 연구팀의 기술은 기존 파면 제어 기술 대비 월등히

Victor Brar 교수 공동 연구팀은 중적외선의 세기와 위상을 독립적으

높은 공간 해상도로 정확한 파면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향

로 제어할 수 있으면서, 전기 신호로 그 광학적 특성을 조절할 수 있

후 적외선 홀로그래피, LiDAR에 적용 가능한 고속 빔 조향 장치, 초

는 그래핀 기반 메타표면을 이론적으로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점 가변 적외선 렌즈 등의 능동 광학 시스템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존 능동 메타표면 분야의 난제였던 빛의 세기와 위상의 독립적 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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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쉽게 씻어 내는 소금 렌즈 개발

그림.(a) 탄소나노튜브에 선택적으로 형성된 소금 렌즈 모식도 (b) 이온이동을 이용한 대면적의 소금 렌즈 형성 기술 (c) 소금 렌즈에 의한 탄소나노튜브 라만 신호(G-mode) 증폭

물로 쉽게 씻어 낼 수 있는 ‘소금 렌즈’를 이용해 상온·상압에서 나노

시키기 위해 이온이동현상을 이용했다. 전기장 내에서 소금이온이

재료를 손상 없이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마이크로 및 나노미터

탄소나노튜브 외부표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마이크로 및 나노미터

크기의 초소형 렌즈는 회절한계를 뛰어넘는 광학현미경, 고성능 태

크기의 소금 결정을 형성하는 것이다.

양전지 및 광학신호 증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어 왔다. 하지

이렇게 탄소나노튜브 위에 형성된 소금 결정은 탄소나노튜브의 라

만, 이러한 렌즈는 대부분 고체상태(고분자, 금속 등)이기 때문에 그

만신호를 수백 배까지 증폭시킬 수 있는 렌즈 역할을 할 뿐만 아니

제거과정에서 시료의 손상이 불가피하다. 한편, 수증기 혹은 물을 이

라, 광학현미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탄소나노튜브의 위치를 시각

용한 액체상태의 렌즈는 시료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하지만 상

화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진다. 이창영 교수는 “일반적인 온도와

온·상압에서 쉽게 증발하기 때문에 장시간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한

압력에서 나노 재료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물성을 측정

계점을 가지고 있다.

가능하다는 게 이 기술의 핵심”이라며 “나노 재료와 나노 현상 연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UNIST 이창영 교수와 가천대 한재희

에 널리 응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나노 분야의 세계

교수 공동 연구팀은 소금 렌즈를 이용했다. 소금은 물에 잘 녹기 때

적인 권위지인 ‘나노 레터스(Nano Letters)’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돼

문에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흡습성(공기 중의 습기를 빨아들이는

2월 출판되었다.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주변 습도에 따라서 액체 또는 고체 상태로
장시간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연구팀은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해서 렌즈를 형성 했다. 먼저 1차원으
로 정렬된 대면적의 탄소나노튜브에 선택적으로 소금 렌즈를 형성

021

NEWSBREAKS
In K-LIGHT

빛으로 전령 RNA를 조절하다

KAIST 생명과학과 허원도 교수 연구팀이 전령 RNA 번역과정을 빛

세포 이동에서 뚜렷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으로 억제하도록 만드는 RNA 광유전학 기술을 개발하였다. 번역

허원도 교수는 “이번 연구로 개발한 광유전학기술은 빛으로 특정 전

은 유전자 정보를 전령 RNA에서 단백질로 해독하는 과정이다. 전령

령 RNA의 번역 및 국소화와 다양한 세포 기능 및 질병 사이의 인과

RNA번역의 공간적 및 시간적 조절은 많은 생물학적 과정에 관여하

관계를 연구하는데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는 세포 구조 및 기능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전령 RNA 기능의
시공간 동역학은 단일 분자 수준에서 전령 RNA를 시각화 하는 기술
에 의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령 RNA 역학과 세포 이동
사이의 기능적 연결은 불분명하게 남아있다.
살아있는 세포에서 특정 분자의 공간 및 시간 분해 제어를 달성 할
수 있는 광유전학적인 접근법은 이러한 결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특정 전령 RNA의 국소화 및 번역을 직
접 억제시킬 수 있는 광유전학적 기술인 mRNA-LARIAT을 제시했
다. mRNA-LARIAT은 기존 광유전학 기술인 LARIAT 시스템을 전령
RNA를 시각화 할 수 있는 모듈과 결합하여 빛을 사용하여 큰 단백질
클러스터에서 특정 전령 RNA를 빠르고 가역적으로 격리한다. 전령
RNA의 이러한 격리는 리보솜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고 번역 효율
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내인성 베타액틴의 전
령 RNA를 격리함으로써 새로 합성 된 베타액틴 단백질이 효율적인

그림 1. mRNA의 이동과 단백질 번역을 빛으로 제어함. 청색광을 비추면 이동하던 mRNA
가 멈추고, 단백질합성이 저해됨. 빛을 끄면 세포내에서 mRNA의 이동이 다시 시작되고,
단백질번역도 재개됨. 따라서, 세포내 특정위치에서의 mRNA으로부터 단백질합성의 중요
성을 연구할 수 있음.

그림 2. mRNA-LARIAT을 통한 내인성 메신저 RNA 번역의 저해함. a.. 내인성 메신저 RNA 표적을 위한 유전자 가위 (RCas9) 기반의 mRNA-LARIAT 모식도 b. 유전자 가위 (Cas9) 기반의
mRNA-LARIAT을 통한 메신저 RNA 번역의 저해 c. 청색광에 의해 형성된 단백질-메신저 RNA 복합체 유도 및 내인성 액틴(b-actin) 전령 RNA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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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홀로그래피기술로 표적 나노의약품
실시간 효능 분석기술 개발
세포 내 물질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존 방법은 세포 내에 침투하

(Supplementary Journal Cover)로 선정됐다.

는 염색약을 이용하는 것으로, 화학물질인 염색약이 세포에 미치는

인공지능과 3D 홀로그래피 기술은 향후 퇴행성 질환에 대한 이해와

각종 영향과 유해성이 분석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슈가

치료제 개발 등 관련분야에서의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된다.

중앙대 박경순 교수팀과 KBSI 이성수 박사팀은 3차원 홀로그래피
(분석시료에서 빛의 진폭, 위상(phase), 간섭 등의 정보를 모아 컴
퓨터 연산을 통해 영상의 형태로 재구성·재현해 내는 기술) 기술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현미경 기술로, 염색하지 않은 단일 세포 수준
에서 대식세포가 과도하게 쌓인 지방에 의해 거품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을 24시간 동안 관찰하면서 빛에 대한 굴절률, 부피, 세포 내
지질방울 개수 등의 양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거품세포에 대한 표적 나노약물의 치료효능이 유효하다는 것을 검
증하였다.
이번 공동연구는 나노분야 국제학술지 ‘ACS Nano’(IF=13.903, 논문
명 : Label-Free Tomographic Imaging of Lipid Droplets in Foam
Cells for Machine-Learning-Assisted Therapeutic Evaluation
of Targeted Nanodrugs)에 2월 25일에 게재됐으며, 속표지

그림 1. 굴절률 분석을 통한 대식세포 및 거품세포의 2차원, 3차원 구조

그림 2. 거품세포 및 살아있는 세포(대조군)에 대한 약물 처리 후 지질방울의 24시간 정량적 변화를 통한 약물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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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한계 극복할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제작 기술 개발

그림. 수평 배열 마이크로 LED 와 수직 배열 마이크로 LED의 이론적 해상도. 그림 2. 색 간섭 해결을 위한 필터층을 이용해 수직 적층 된 적색 LED와 청색 LED의 TEM 이미지. 그림 3. 반도체
공정을 통해 구현한 sub-micro 급 마이크로 LED 소자의 SEM 이미지와 발광 사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시대가 다가오면서, 눈 가까이에서 디

될 수 있는 색의 간섭 문제를 97%까지 감소시키고, 표면 처리를 통

스플레이가 위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 선명한 고화

한 초소형 픽셀의 효율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질 영상을 구현하고, 픽셀 보임 현상에서 비롯되는 어지럼증을 해소

김상현 교수는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 초고해상도의 픽셀 제작 가능

하기 위해서는 초고해상도 (~2000 PPI 급) 디스플레이가 필요하지

성을 최초로 입증한 연구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 협력의 중요

만, 현재 기술로는 실현이 어렵다.

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이다”라며 “후속 연구를 통해 초고해상도

기존의 무기물 LED를 픽셀로 사용할 때 수백만 개의 개별 LED를 이

미래 디스플레이의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송헤드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기판에 정렬하여 전사하게 되는데,
이 때 전사과정에서 수율 저하 문제 수평 배열로 인한 픽셀 미세화

금대명 박사가 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이

문제등 기술적 난제가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이스트 전

공분야 기초연구사업 기본연구,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등의 지

기 및 전자공학부 김상현 교수 연구팀은 반도체 공정기술을 활용해

원을 받아 수행되고, 국제학술지 ‘나노스케일’에 지난달 28일자 표지

기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6만 PPI

논문으로 게재됐다.

급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ED 활성층을 3차원으로 적층한 후 반도체
패터닝 공정을 이용해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 대응
할 수 있는 소자 제작 방법을 제안함과 동시에 수직 적층 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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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한 방울로 우울증·조울증 호르몬을 파악하는
광학 압타센서 개발
우울증 및 조울증 등 기분 증상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
으며, 이러한 문제들로 자살률이 높아지
는 현상은 한국 사회의 꼭 해결해야할 문
제 중 하나이다. 익히 알려진 기분 증상 검
사 방법은 정신상태 검사(mental status
examination, MSE)를 실시하는 것이다. 다
만 위 방법은 환자 개개인의 판단 차이나
질의응답 태도 등으로 인해 부정확한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심리적인 이유로
단순한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인지, 아니
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실제 우울증인지
판별하기 어렵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전자기계융합공학
과 박진성, 홍정화 교수 공동연구팀은 우울
증과 조증 그리고 조울증 등의 기분 증상과
밀접한 관련 있으며, 하루에 일정한 주기를
가져 체내에서 높아지거나 낮아짐을 반복
하는 코티졸(cortisol)을 빠른 시간에 단 한
방울의 침으로도 검출할 수 있는 센서를 개
발했다. 국소 표면 플라즈몬 공명* 기법을
이용한 본 압타센서**는 금 나노입자 크기,

그림. a) LSPR 압타센서를 사용하여 타액 코티졸의 샘플링 및 검출 순서도. b) LSPR 압타센서의각 단계별 구조와 그 신호.

입자 간 거리, 입자 농도 등을 조정하여 광
학 압타센서를 최적화하여 제작되었다. 이

반인의 침에서 코티졸을 측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측정 방법인 효소면역

를 이용하여 타액 내 코티졸을 검출하면 실

측정법과 비교하여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는 2020년 1월 Sensors

제 타액 내 코티졸이 존재하는 수치보다 수

and Actuators B: Chemical지에 게재되었다.

백 배 넓은 검출 범위 (0.1-1000 nM)와 높
은 민감도를 가진다. 또한, 이 센서 기술은
10분 내로 분석이 가능하고 소형화 가능성
도 크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일

*국소 표면 플라즈몬 공명(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
금속으로 이루어진 나노구조체는 외부에서 입사되는 빛에 의해 나노구조체 전도대에 있는 전자들의 집단적 진동이
유발되어 특정 파장의 빛을 강하게 산란 및 흡수하게 되는데, 이를 국소 표면 플라즈몬 공명이라 한다.
** 압타센서 (aptasensor)
압타센서는 압타머를 이용한 바이오 센서를 뜻한다. 압타머 (aptamer)는 특정 표적 분자에 결합하는 올리고 뉴클레
오타이드 (oligonucleotide)로서 항체와 더불어 표적 분자와 특이적 결합을 유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압타센서를 통하여 다양한 질병 관련 바이오마커를 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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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그 시작과 성공의 이야기
빛은 입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파동이기에 빛을 제대로 이해한다

려야 한다. 즉 두 빛이 만나 서로 상쇄되어 마술처럼 없어지기도 하

는 것은 원론적으로 어렵다. 빛의 알갱이가 총알과 같이 한 점에서

고 의기투합하여 그 세기가 하나의 두 배가 아니고 네 배가 되기도

다른 한 점으로 직진만 할 수 있고 가는 중간에 방해물을 만나면 반

한다는 이상한 셈법도 당연한 듯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이상한 빛을

사를 하거나 그냥 투과를 한다는 입자론적인 생각은 우리의 상식에

받아들인다면 우린 빛으로 단층영상기를 만들 수 있다. 피부 속을 그

도 잘 맞고 빛의 알갱이 즉 포톤 (Photon, 광자)이라는 이름을 적용

깊이 별로 현미경과 같은 해상도를 가지고 들여다 볼 수 있다.

하기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빛은 모퉁이를 휘돌아서 나아갈 수도 있

현미경이란 물체의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한 점에서 사방으로 산란

고 동시에 두 곳을 지날 수도 있다. 즉 연못에 작은 돌멩이를 던져 만

되어 나온 빛을 볼록렌즈를 이용하여 다른 한 점으로 모을 수 있다는

든 물결은 사방으로 퍼져나가 건너편에 앉아 나물을 씻는 누나의 두

원리에 기반하여 아주 가까이 위치한 두 점을 분리하여 볼 수 있게

손등을 동시에 간지럽힐 수 있다. 이처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단

하는 광학기기인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미경은 좌우

한 알맹이이면서도 동시에 물결처럼 사방으로 널리 퍼지는 빛을 제

만 잘 구별하지 그 높고 낮음은 잘 구별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보고

대로 이해하지 못해 우리는 포톤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빛의 이중성

자 하는 피사체가 상하로 놓인 두 겹의 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현

(Duality)이라는 말로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있다.

미경은 이를 구별 못하고 상하 두 그림을 합쳐 놓은 이상한 형상을

어떤 사람이 ‘앞에서와 뒤에서’가 다른 이중 인격을 가졌다고 하면,

이미지(image)라고 내어 준다. 그래서 생체 시료인 경우 일반적으로

혹은 ‘너도 옳고 나도 옳아 양쪽이 다 옳다’라는 양시론을 주창한다

얇게 포를 떠서 슬라이드글라스 (Slide Glass)라는 유리판 위에 편평

면 ‘생각이 흐리멍텅하다’ 또는 ‘학문적 자질이 부족하다’ 등의 비난

하게 핀 후 관찰을 한다.

을 퍼부을 거면서 빛이 입자이면서도 동시에 파동이라는 이중성은

그러나 빛의 파동성에 기인한 간섭을 이용한다면 일반 현미경과는

불만없이 아주 잘 받아드리고 있다. 굳이 이해 하자면 좀 억지스럽지

달리 상하로 놓인 두 겹의 층 구조를 가진 피사체를 ‘상이면 상, 하

만 ‘빛은 미리 파동처럼 퍼져 나가서 어디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

면 하’ 원하는 대로 골라서 선택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광영

느 쪽 길이 더 좋은지를 판단하고, 이 판단에 근거하여 미리 결정한

상 기법을 광단층영상술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Optical Coherence

후 그 곳으로 총알처럼 주저 없이 직진으로 간다’라고 생각 할 수 있

Tomography (OCT)라고 한다. 직역하면 ‘빛의 가간섭성을 이용한

다. 따라서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 에서처럼 그 때 선택하지 않

단층기법’ 정도라 하겠다. 또한 광단층영상술을 이용하여 만든 장비

아 가지 못했던 길을 평생을 두고 후회할 필요가 없다, 적어도 빛에

는 광단층영상기라 칭하는데 통상 같은 OCT라 불린다. 그러나 이런

겐....! 물론 그 다음 광자는 앞서 간 광자와 다른 판단을 내려 다른 길

OCT의 동작을 이해하려면 빛의 간섭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해

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세월이 흘러 아주 많은 광자가 그 숲을 지나가

야 한다. 빛은 파장을 가지며 빛의 간섭은 그 빛의 파장에 영향을 받

면 각각의 광자가 어떤 판단을 내렸건 전체적으로는 빛이 파동이라

는다. 따라서 ‘하나의 빛 다발이 서로 다른 파장을 갖는 여러 빛으로

면 택했을 분배 비율과 일치하게 숲에 난 왼쪽 길을 택한 광자의 수

이루어져 있다면 그 간섭은 어떻게 될까’라는 좀 더 고차원적인 고민

와 오른쪽 길을 선택한 광자의 수가 정확히 갈리게 된다.

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린 다분히 철학적인 성격을 가진 빛 자체를 연구하는 이들

우선 빛이 단 하나의 파장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해를

이 아니고 단지 빛을 이용하는 자들이라 빛의 이중성을 그대로 받아

돕기 위하여 해운대 백사장을 향하여 밀려오는 그러나 잔잔한 파도

드리고자 한다. 빛의 이중 성질 중 하나인 파동성을 인정하면 연못의

를 사진으로 찍었다고 가정해 보자. 사진에 파도는 물결의 여러 이랑

물결처럼 두 개의 빛이 만나면 서로 간섭을 일으킨다는 점을 받아드

이 연이어 규칙적으로 배열된 것으로 보일텐데 이 때 물결의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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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랑과 이에 바로 인접한 이랑과의 최단 거리를 말한다. 수학의

이를 비팅 (beating)이라고 하는데 파장 λ1과 파장 λ2의 차이가 작을

힘을 빌어 파장 λ1 최고 높이 A를 갖는 물결의 높이, 즉 파고를 거리 z

수록 비팅이 일어나는 간격이 멀어져 기타 줄을 맞출 때 이 현상을

의 함수로 나타내면

사용한다. 좀 더 멋진 수학표현으로 비팅 간격 Δz는 λ1과 λ2의 최소
(1)

공배수가 된다, λ1과 λ2이 정수라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파장이 정수
일 필요는 없으므로 식 (3)을 다시 정리해 쓰면

와 같은데 거리 z가 파장 λ1 만큼 움직일 때 마다 최대 파고 A를 반복
(4)

하여 갖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파장 λ2를 갖는 물결의 파고는

이 되는데 비팅이 거리 간격 Δz 마다 규칙적으로 계속해 일어남을
(2)

알 수 있다.

로 주어지게 된다. 편의상 각 물결의 최대 파고는 파장과 무관하게 A라
(5)

가정하였다. 그럼 이 두 파도가 만나 같이 z방향으로 동시에 진행 한다
면 우리가 보는 합 파고는 각각의 파고를 단순히 더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파도를 구성하고 있는 물결에 또 하나의 파장
을 갖는 성분이 있다면 합 파고는 어떻게 될까? 계산은 간단하게 식
(3)
(2)에 파장 λ3에 의한 파고 성분을 더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다. 이 셈에 별 특이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재미있게도

식 (5)에서 구한 비팅 간격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λ1과 λ2의 최

그림 1과 같이 거리 z가 파장 λ1과 파장 λ2의 공배수가 될 때마다 합

소 공배수로 만들어진 비팅 간격이 λ1과 λ3의 비팅 간격과 일치할 수

파고가 최대가 된다.

는 없다. 그림 2에 나타낸 것처럼 세 파장 성분의 합은 그리 규칙적이
지 못하다.

그림 1. 두 물결을 합하였을 때 거리에 따른 합 파고 (a)와 이의 확대 이미지 (b) λ_1=1500 nm, λ_2=1600 nm

그림 2. 세 물결을 합하였을 때 거리에 따른 합 파고 (a)와 이의 확대 이미지 (b) λ_1=1500 nm, λ_2=1530 nm, λ_3=16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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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심파장 λ0=1550 nm에서 1 nm간격으로 같은 세기의 파장 성분을 30개 (a), 100개 (b), 200개 (c) 갖는 물결의 합 파고.

그렇다면 더 많은 파장성분 λ4, λ5, ...을 더하여 나간다면 어떻게 될

파장 성분을 더하는데 z=0 인 점에서는 결맞음 합이 일어나고 다른

까? 처음 λ1과 λ2가 만든 비팅 간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다! λ1과

점에서는 무작위 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OCT 이름에서 가운데 알파

λ2가 만든 주기적 비팅이 다른 파장 성분에 의하여 파괴되어 그저 밋

벳 C가 coherent를 지칭한다. 통상 Coherent란 결맞음이라고 번역

밋한 특이점이 없는 결과를 줄 것이다. 즉 +1부터 -1을 갖는 여러 코

이 되는데 빛의 파동성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지를 말하는 전문용

사인 함수의 값들이 무작위로 더하여 져서 평균 값이 점점 0에 근접

어이다.

해 갈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 중심 파장 1550 nm에

그림 3에서 중앙에 메인 피크만 있는 게 아니고 작기는 하지만 좌우

서 1 nm 간격으로 같은 세기를 갖는 파장 성분을 30개 (a), 100개

로 작은 피크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림 3을 그릴

(b), 그리고 200개 (c) 더하여 만든 물결의 파고를 그림 3에 나타내

때 빛의 모든 파장 성분이 같은 세기를 갖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보았다.

그렇지 않고 파장에 따라 세기의 분포가 부드럽게 변하는 Gaussian

그림에서 가운데 멋진 피크를 시작으로 양 옆으로 갈수록 파고가 급

형태의 파장 분포를 가정한다면 그림 4와 같이 가운데 피크만 존재

격히 줄어듦을 볼 수 있는데 파장 성분이 많아질수록 가운데 피크는

하는 아주 부드러운 간섭패턴을 얻을 수 있다.

점점 날씬해 진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여러 파장 성분을 더하여도 중앙

그럼, 식 (1)이나 식 (2)와 같이 여러 이랑이 가지런히 놓인 광파

피크 정점의 높이는 줄지 않고 주변 파고만 줄어든다는 것이다. 즉

(Optical wave)의 사진을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 잘 아는 바와 같이

z=0 인 점에서는 모든 파장 성분이 +1로 더하여져 더하면 더할 수

빛은 빛의 속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하기 때문에 빛을 바로 찍을

록 파고가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이런 덧셈을 결맞음 합(coherent

수 있는 극강의 빠른 카메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빛을 찍기

sum)이라 칭하는데 OCT가 빛을 발하는 대목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

위해 빛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광자 자체는 세울 수가 없어 빛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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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심파장 λ_0=1550 nm에서 1 nm간격으로 가우시안 분포의 세기로 파장 성분을 30개 (a), 100개 (b), 200개 (c) 갖는 물결의 합 파고.

섭에 기반한 정현파(standing wave)를 만들어 이용하게 된다.

빛의 세기 I0 (≡A2) 에서 0까지 변하게 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z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광파는 시간과 공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이 0이거나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I0가 된다. 그러나 파장이 여러 개

데 파장 λ와 주파수 f를 갖고 달리는 평면파(plane wave)는 다음과

일 때 ∆z이 모든 파장의 정수배가 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같이 기술된다.

능하다. 그러나 ∆z=0 일 때는 파장에 상관없이 모든 파고가 최고의
세기를 갖을 수 있다. 요약하면 여러 파장을 갖는 광원으로 간섭계를
(6)

만들면 경로차가 0일 때만 최대의 값을 갖고 다른 경로 차에서는 결

이 때 두 빛을 둘로 갈라 서도 다른 길로 진행하게 한 후 다시 합쳐 주

맞음 합이 되어 반값 만을 갖게 된다. 이것이 결맞음 합의 기본 원리

면 파고는

인데 OCT는 이를 이용한다. 즉 가능한 한 다파장을 갖는 광원을 사
용하여 간섭계를 만들어 주고 기준단의 길이를 선형으로 변화시켜
(7)

주면 기준단의 길이에 해당하는 깊이에 위치한 샘플에서만 강한 간

가 된다. 그러나 빛을 측정하는 디텍터는 광파의 파고가 아니라 파고

섭신호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통상의 현미경이 할 수 없었던 깊이

의 제곱에 반응을 하고 응답 속도도 느려 시간 평균적인 양만을 감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림 5는 카버글라스 (cover glass) 두 장으

하므로 측정 세기는

로 만들어진 샘플에서 발생한 OCT 신호를 실험으로 측정한 것인데
각 글라스 표면에서 가우시안 형태의 포락선(envelop)을 갖는 간섭
(8)

신호가 나오며 포락선의 중심에 표면이 위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로 식 (1)과 같이 시간에 무관한 함수가 된다. 갈라진 두 빛이 다시 만
날 때까지 겪어온 경로의 차이 ∆z≡z1-z2 에 따라 빛의 세기가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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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over glass 두 장을 약간의 air gap을 갖도록 겹쳐 놓은 시료에 대해 실험으로 측정한 A-scan OCT 신호. 각 포락선의 중심은 시료의 각 표면 위치와 일치함.

그림에서 기준단의 길이를 한번 변화 시켜 줄 때 간섭신호를 한 줄

라진다. 다시 말하면 ∆z이 큰 깊은 위치에서 나온 신호는 빠른 주기

얻게 되는데 이는 샘플의 횡방향 한점에 대한 깊이 신호로 통상

의 간섭신호를 준다. 따라서 간섭 신호의 주기별로 신호를 구분하면

A-scan 이미지라 한다. 시료에 대한 2차원 단층 이미지를 얻기 위해

샘플에서 발생한 신호를 깊이별로 재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신호변환

서는 이런 A-scan을 횡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여러번 해주어야 하는

과정은 푸리에변환 (fourier Transform)을 통하여 수학적으로 이루

데 이를 B-scan이라 한다. 물론 체적(volume) 이미지를 얻기 위해

어진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OCT가 Fourier-domain에서 구현되고

서는 나머지 횡축도 움직여 가며 B-scan을 하여야 하는데 빠른 스

있는데 분광계 기반의 Spectral-domain OCT 그리고 파장변환 레이

캔을 위하여 통상 갈바노미터(Galvano meter)라고 하는 스캐너를

저 기반의 Swept-source OCT로 구분된다.

사용한다.

하나 더, 지금까지 설명한 OCT는 점을 스캔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

통상 A-scan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기준단의 반사경을 선형 이동 스

데 CCD나 CMOS 카메라를 사용하여 점이 아닌 면단위로 데이터를

테이지로 움직여 준다. 이런 방식을 Time-domain 방식이라 하는데

얻는 전역 (Full-Field) OCT도 연구되고 있다. 백색광원과 디지털 홀

시간에 따라 기준단의 길이가 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직관적이

로그램 기법을 이용하여 현미경 같은 해상도로 단층 이미지를 제공

고 간단하지만 스캔 속도가 느리고 이미지 감도도 좋지 못하다. 그래

하고 있다. 최근에는 파장변환 광원을 이용한 FF-OCT도 연구되고

서 나온 방식이 Frequency-domain 방식으로 기준단은 그대로 두고

있는데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하드웨어의

사용하는 광원의 파장을 스캔해 준다.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극복하는 Computational Imaging의 한 분야

Frequency-domain OCT의 이해는 Time-domain에 비하여 어렵긴

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도출한 식(8)을 이용한다면 비교적 쉽게 접근할

OCT는 1991년 D. Huang의 Science 논문에서 출발되어 요즘은 가

수 있다. 식(8)에서 ∆z을 고정하고 파장 (또는 그에 역수인 k)을 변

장 핫한 의료영상장비 중 하나가 되었다. OCT의 근간인 백색광 간섭

화시켜 준다면 코사인의 모습으로 변하는 간섭신호를 파장의 함수

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이에 점스캔 방식을 적용하

로 얻을 수 있다. 이 때 간섭신호의 반복 주기는 ∆z이 커질수록 빨

여 처음부터 망막 이미징을 시도한 것이 주 성공 요인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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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 원리 자체로 크게 혁신적인 것은 없었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된 것은 CarlZeiss사의 세번째 TD-OCT 제품

혀 볼 수 없었던 망막 내부의 이미지를 현미경과 같은 해상도로 제공

인 Stratus 모델이다. 500 Ascan/sec, 10 μm 해상도로 512x1024

할 수 있게 한 것이 주효했고 현재는 거의 모든 안과에서 OCT를 기

points의 망막 영상을 구현하게 되면서 안과에서 임상적 효용성이

본 장비로 채택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OCT의 대표적 기술인 time-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domain OCT, Spectral-domain OCT, Swept-source OCT의 개발
결과가 바로 안과분야에 적용이 되면서 제품화가 기술의 발전이 거
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빠르게 현장에 적
용되었는지 실례를 들어보겠다.
1. TD-OCT (time-domain OCT) 기술은 가장 먼저 상용화가 이루
어진 기술이다. MIT 그룹에서 최초의 사람 망막을 촬영한(1993년)
결과(In vivo retinal imaging by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November 1993, Optics Letters 18(21):1864-6)가 발표된 후

그림 8. 초기 OCT 안과 의료 장비의 개발. Humphrey (Zeiss)는 1996년 처음으로 OCT 장
비를 소개하였고, 2006년 Stratus OCT를 시작으로 OCT는 안과학의 표준이 되었음.

CarlZeiss 사가 최초의 startup 회사를 인수하고 OCT1 모델을 제품
화 시키면서 가장 먼저 시장에 진출(1996년)했다.

2. SD-OCT (spectral-domain OCT) 기술은 현재 가장 많이 망막 진
단에 사용되는 OCT 기술로 중심 파장이 800 nm 부근의 광대역 광
원 (super luminescence laser diode, SLED)과 Line-CCD기반의 고
분해능 분광계(spectrometer)에 기반하고 있다. 빛의 파장에 따른
생체 조직에서의 흡수 특성을 고려하면 800 nm 파장 대역이 최선
의 선택은 아니지만, 광원과 광학 부품의 기술적/가격적 한계 때문에
대부분의 상용 OCT가 800 nm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초기의 TDOCT에 비해서 속도와 해상도가 비약적으로 좋아져서 망막을 구성
하는 여러 층을 구분하고 각 망막 층의 구조적 조직 변화를 진단하기

그림 6. 1993년 MIT Lincoln Laboratory에서 개발한 최초의 OCT 망막 이미징 프로토타입 장비.

가 용이해졌다. 그림 9에서처럼 망막 OCT 영상의 층을 박리하여 시
각화 할 수 있는 영상 처리 기술이 병행 개발되어 실제 시스템에 적
용이 될 수 있었다.

그림 7. OCT를 이용한 최초의 사람 정상 망막에 대한 단층 이미지. 이미지는 840 nm 파장
에서 약 15 μm의 축상 분해능 (axial resolution)으로 촬영됨.

그림 6은 그 당시 제품의 모습인데 100 Ascan/sec, 20 μm 해상도

그림 9. SD-OCT를 이용한 망막의 이미지와 그 구조에 대한 해석

로 100x500 points의 망막 영상을 구현할 수 있었다. 실제로 전

031

TECHNOLOGY / OCT 그 시작과 성공의 이야기
/ 글 이병하, 엄태중, 윤태일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망막의 정적 구조 (망막층, 망막 박

이 있었는데 국립대학의 스타트업 기업인 이큐메드 사에서 연구용

리, 부종 등)뿐만 아니라, 망막에 분포하고 있는 혈류를 시각화하는

망막 영상 SD-OCT 제품이 처음 출시되었고, 2018년에는 국내의 휴

OCT 기술 연구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크게 혈류로 인한

비츠 사가 연구용이 아닌 일반 중소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Doppler 신호를 영상화하는 Doppler OCT(ODT)와 혈관 속을 지나

을 성공적으로 상용화 하였다. 이는 OCT 영상 품질 뿐만 아니라 사

는 적혈구의 시간적 변화를 OCT 산란 영상의 시간적 변화로 계산하

용자 편이성 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이 인정이 되고 있으며, 주요 부품

여 혈관을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OCT angiography(OCTA)로 나누어

의 국산화를 통한 시장 가격 경쟁력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볼 수 있다. 두 기술 모두 망막 혹은 맥락막에 분포하는 혈관의 구조

있어서 국내의 광의료 영상기기의 성공적 개발 사례로 보인다.

와 혈류 정보를 시각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ODT는 혈류 속도
를 시각화 할 수 있고 OCTA는 혈관의 구조 정보(분포, 굵기 등)을 보
다 세밀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다. OCT를 이용한 혈관
조영 기술에 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SD-OCT 기술은 많은 기업들이 상용화에 성공하고 다양한 상품들을
시장에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안과용 OCT 시장이 성장과 발전을 이
끌어왔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독일의 CarlZeiss사로 2007년
에 HD-Cirrus 모델을 출시하였는데 당시의 Ascan 속도가 27 kHz,
5 μm 해상도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미국의 Optovue사, 일본의
Topcon사 등 여러 기업들이 안과 OCT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그림 11. 국내 기업이 상용화한 망막 영상용 SD-OCT 시스템의 모습

3. SS-OCT (Swept-source OCT)의 연구-개발은 SD-OCT의 성공
으로 안과영상기기 시장이 열리고 망막뿐만 아니라 전안부까지도
OCT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의료계에 보고 되면서 보다 빠르
고 더 깊은 곳까지 보고자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망막에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1000 nm 중심 파장의 OCT 시스템을 개발하
여야 하는데, 1000 nm 파장대역에서는 SD-OCT에 필요한 LineCCD 카메라가 마땅치 않았다. Silicon 재료로 만든 경우에는 빛에
그림 10. OCT 기기 업체의 비약적인 증가 (The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and
Impact of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July 2016Investigative ophthalmology &
visual science 57(9):OCT1)

대한 감도가 매우 약한 단점이 있었고, 광감도가 높은 InGaAs 재료
를 사용한 CCD 카메라는 가격이 너무 비쌀 뿐더러 픽셀 수에 제약
이 있어 분광계의 분해능을 충분히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

흥미로운 사실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자 Line CCD의 고속화와

서 1000 nm 파장 대역의 파장 가변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SS-OCT

광대역 광원(SLD)의 성능이 향상되었고, 이러한 광부품의 성능 향상

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최근에 보고되는 SS-OCT

은 곧바로 OCT 시스템의 성능을 배가시키는 선순환 구조까지 만들

용 파장 가변 레이저는 기존에 있었던 레이저 출력 파장의 시간적

어 내었다. 국내에서도 SD-OCT 상용화를 위하여 다양한 국책사업

불안정성 문제를 극복하고 있으며, 레이저 공진기의 길이를 줄이면

을 통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여러 기업체에서도 각고의 노력

서 OCT가 측정할 수 있는 깊이 범위 또한 개선되고 있다 (Re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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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ly tunable electrically pumped 1050nm MEMS-VCSELs with

및 예후를 모니터링 하는데 많은 임상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amplifier in single butterfly co-package, Proceedings Volume

여겨지고 있어서 활발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레이저

11228,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d Coherence Domain

광원의 속도가 계속 개선되면서 다른 망막 영상 기기인 SLO, fundus

Optical Methods in Biomedicine XXIV; 1122809 (2020)). SS-OCT

camera 등과 SLO, fundus 카메라의 부가적이 설명 필요..

용 레이저 광원의 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따르는 기고문에서

SLO결합이 가능해 지고 있으며 해상도 향상을 위해서 적응광학계를

다루고자 한다.

포함한 다양한 기술과 접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의료기기의 상용
화가 의료보험 수가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능
뿐만 아니라 가격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직 고가인 레이저 광
원과 고속 디지타이저 등 주요 핵심 부품에 대한 가격적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막 이미징에서 출발한 OCT는 시력교정술
이나 백내장 수술에도 사용되고 있다. 전안부의 대표적인 질환인 백
내장 수술과 시력 교정을 위하여 많이 이루어지는 LASIK 등의 시술
분야에서 각막 절개의 정확성과 재현성 향상을 위해서, 펨토초 레이
저(femto second laser)를 이용하여 정밀 절개하는 수술법이 도입되
고 있다. 최근에는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3차원 정밀 절개 기술이
그림 12. 파장에 따른 생체의 빛 흡수 정도

적용되고 있는데, 백내장 수술과정에서 각막 절개창 제작, 수정체 전
낭의 원형 절개, 그리고 혼탁한 수정체를 적당한 크기로 미리 자르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Topcon 사와 Heidelberg 사 그리고 CarlZeiss

데 이용된다. 따라서 OCT 기술로 수술 전에 각막 및 수정체의 3차원

사가 100 kHz가 넘는 Ascan rate의 레이저 광원과 고속 디지타이저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레이저 출력 및 조사 위치의 정밀한 제어와 및

를 사용하여서 SS-OCT를 상용화 시켰고 고성능의 혈관조영기술을

레이저 조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수술 과정에 피드백 하

접목하면서 대학병원 급에서 매출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여 레이저 수술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일부 기술은 임
상연구를 거쳐서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펨토초 레이저 기반의 백내장 수술을 위한 OCT는 몇 가지 기술적
고려사항이 있다. 3차원 형상을 가지는 각막, 수정체 등에 대한 정
밀 절개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들을 보여줄 수 있는 3차원 OCT 영
상 가이드가 필요하다. OCT의 깊이 방향 영상 범위가 각막에서 수정
체 전낭을 지나 수정체 후면부까지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
정체 전낭 절개를 위해서 수정체 전낭막을 수정체 구조체와 구분할

그림 13. 9x9 mm 영역의 망막 혈관 조영이 가능한 SS-OCT 영상과 이에 상응하는 안저 카
메라 영상

수 있는 깊이 방향 분해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임상에서는
coherence length가 길고 파장 가변 반복률이 수백 kHz에 이르는
레이저와 실시간 다차원 OCT 데이터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3차원

망막의 혈관은 여러 가지 질환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혈관정

영상을 통한 펨토초 레이저 시술을 가이드 할 수 있다.

보를 얻을 수 있는 OCT 기술은 망막 질환의 진단과 치료 시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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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의 활용은 안과뿐만 아니라 내시경과 결합하여 동맥경화 진단
이나 스텐트 시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암의 전이 부위를 확인하
는데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의료장비를 넘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의 검사장비로도 OCT가 연구되고 있는데 폴리싱패드
의 상태 점검이나 디스플레이 패널의 이물질 검사, 또는 핸드폰 패널
보호용 강화유리의 가공 정도를 3차원으로 확인하는 쪽에서도 수요
가 제기되고 있으며, 국내의 여러 기업들이 상용화를 마치고 응용분
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레이저 용접 과정의 실시
간 모니터링을 배터리 산업 쪽에서 크게 요구하고 있으며 식물의 씨
그림 14. 펨토초 레이저 이용 백내장 수술과정: (가,나)각막 절개창, (다)수정체 전낭 원형절
개, (라) 일정한 크기로 수정체 절개.

앗에 대한 감염 여부나 건강상태를 파종 전에 검사하는 분야에도 연
구되고 있다. 혼탁(Turbid)한 medium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생체 조
직 내부를 깊이까지 환하게 볼 수 있게 하는 Deep tissue imaging 분
야에서도 OCT의 coherence gating 개념과 결합되면서 연구가 이어
지고 있다. 요즘 창궐하는 코비드 (COVID)19를 일거에 타파할 수 있
는 의료기술이나 그 타파 과정을 도울 수 있는 광의료영상 기술의 개
발이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젊은 과학자들의 창의적이고 패기 넘치
는 도전으로 조만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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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기반의 산업용 검사기술
1. 서론

초기 OCT 검사기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일억원 이상이고 빠른 검

광 단층 결맞음 단층영상(OCT,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기

사가 가능한 기기인 경우 수억원이었다. 2010년도에 들어서며

술은 광을 이용하여 물체의 단층 영상을 비접촉적으로 획득하는 3

Graphic Unit Processor와 같은 최근 고성능 프로세서와 고속 광학

차원 비파괴 영상화 기술이다. 이 기술은 1990년대에 개발되어 저가

스캐너가 등장하면서 OCT 기술의 성능은 혁신적으로 진보하였으며

간섭성 광이 물체에 투과되면서 반사되는 역산란광을 수집하고 기

OCT 시장의 성장으로 주요 핵심 부품의 단가가 감소하여 가격이 수

준광과 간섭현상을 발생시켜 시료 내부 구조를 측정할 수 있다. 검사

천만원대의 OCT 검사기 제품이 출시되었다. 검사기 가격이 떨어지

에 사용되는 광의 파장 대역은 일반적으로 근적외선 대역이며 물체

면서 활용도가 높아져 산업용 검사 분야에서 OCT 검사 기술의 적용

에 조사되는 광의 세기도 수 mW 이하이므로 피검체에 손상이나 파

사례가 증가하였다. 그림 1에 PubMed에서 제공한 그래프에서도 대

괴가 적은 장점이 있다. 그리고 샘플의 외부와 내부의 구조의 분해

부분 논문의 주제가 의료용 검사기술에 관련되어 있으나, 2012년부

능은 10 마이크로 이하로 현미경 해상도로 피검체를 3차원 영상화

터는 비파괴 검사(NDE/NDT, non-destructive examination/non-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징으로 OCT 기술은 안과의 망막 검사로서 의

destructive testing)의 주제로 게재되는 논문의 수가 증가하는 것

료용 검사기기 기술로 처음 소개되었으며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

을 확인할 수 있다. 비파괴 검사는 피검체에 물리적인 변화없이 품질

고 있다. 의료용 검사기기로 인정받은 이후 안과뿐만 아니라 심혈관,

을 유지하며 검사하는 기술로 산업 및 제조 현장에서 제조 공정의 감

이비인후과 치과 등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와 기술 개

시와 결과물의 품질 평가에 중요하다. 대표적인 광을 사용한 비파괴

발 투자가 이루어졌다. PubMED에 OCT 기술 주제로 게재되는 논문

검사로서 비전 검사는 2차원 영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2차원

의 수는 처음 OCT 기술 논문이 게재된 이후로 급증하여 2015년에는

영상이 갖고 있는 평면성과 반사광에 의존한다는 본질적 한계를 가

20,000편을 초과하였다.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와 NSF

지고 있어 검사 가능 범위가 제한적이다. 또한 3차원 검사 요구에 대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 OCT 기술 연구 개발에 허가된

해서 공초점 기술 (confocal), 구조 조명광(pattern illumination) 등

누적 투자금이 2015년도에 600M달러에 넘어섰으며, TechNavio의

다양한 광학적 기법들이 도입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검사의 민감성

2016년 보고서에 의하면 OCT 시장 규모는 2021년에 북미에 731M

과 정확성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OCT 기술은 비전 검

달러, EMEA (Europe, the Middle East and Africa)에서 518.8M 달

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

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술적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며 산업용 검사기술의
연구 개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최근 주목 받고있는
OCT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용 검사 기술 및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광 단층 결맞음 단층영상
OCT 기술은 일반적으로 마이켈슨 간섭계(Michelson
interferometer)나 마하젠더 간섭계(Mach-Zehnder
interferometer)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그림 2는 마이켈슨 간섭계로
그림 1. 연간 PubMed에서 출판된 OCT 주제의 논문의 수[2]

구성된 OCT 기술의 광학 구조를 나타낸다. 연속된 파장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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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이켈슨 간섭계를 이용한 OCT 검사의 개념도

광대역 광원에서 출력된 광은 광분할기(beam splitter)를 통해 2방

이 검증된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향으로 분리된다. 각각의 광은 피검체로 전달되는 검사광(혹은 샘플
광)과 기준단으로 전달되는 기준광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각각 부분

1) 디스플레이 패널 불량 검사

을 샘플단과 기준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피검체가 광 투과가 가능한 재질로 이루어졌다면 내부를 투과하며
반사광과 역산란광이 발생한다. 이때 반사광과 역산란광의 세기는
연속된 두 매질의 굴절율 차이에 비례한다. 기준단으로 전달된 기준
광을 기준 거울에 이용하여 빔 스플리터로 회귀시키면 검사단의 역
산란광과 간섭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피검체 내부에서 발
생한 반사 위치와 기준 거울 위치가 빔 스플리터를 기준으로 동일할
때 간섭 현상이 발생하므로 기준 거울의 위치를 물리적으로 조정하
면 피검체 내부의 반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준 거울
의 위치와 간섭 신호의 크기를 이용하면 피검체의 깊이 구조를 영상

그림 3. 디스플레이 패널의 종류와 기존 검사 방법

화 할 수 있다. OCT 기술은 피검체를 물리적인 변형시키거나 파괴하
지 않고 광투과가 가능한 범위에서 구조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피

모바일 디스플레이 패널은 사용자의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상호 작

검체와 광원 사이에 특별한 보정 물질이 필요없이 공기중에서 비접

용이 가장 많은 주요 부품으로 2010년도에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격

촉으로 측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

히 상승하면서 핵심 부품인 모바일 디스플레이 패널의 생산도 급격
하게 증가함에 따라 생산 수율과 품질에 대한 요구가 상승하였으며

3. 산업용 검사 기술 적용 사례

제조 공정 중 불량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대체 검사

본 글에서는 OCT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하여 그 효용성

기술 요구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패널은 영상 패널,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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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OCT 검사의 예

그림 5.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에 대한 OCT 검사

패널, 강화 유리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 부품들이 적층되어 있기 때

상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가시화한 것이다.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문에 제품의 품질 검사는 대체적으로 목시 검사와 비전 검사에 의존

불량이 발생하였으며 OCT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강화 유리와 패널

한 검사로서는 외관등에 대한 부분적 검사만 가능하고 화면 내부의

에서 문제가 없고 붉은 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에 불량이 확인이 되어

적층부 사이 혹은 디스플레이 내부에 발생한 불량에 대해서는 정확

액상인 OCR에 결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측 영상은 디

한 검사가 불가하여 파괴 검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OCT 검사 기술

스플레이 패널의 보호를 위해 부착된 보호 필름을 제거하지 않고 내

의 발전으로 비파괴적으로 디스플레이 패널 내부를 3차원으로 구조

부 경계면 이물질 불량 가시화 한 것이다. 디스플레이 패널 보호 필

화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불량에 대한 정확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름은 휴대폰 제조 공정에서 제품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되었다.

디스플레이 패널 내부에 불량이 공정이 진행되며 보호 필름 긁힘과

그림 4는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OCT 검사의 예를 보여주고 있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육안상 제품 불량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것을

는데 좌측 영상은 디스플레이 패널과 강화 유리를 결합하는 OCR

OCT 기술로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optically clear resin)에 불량이 발생한 검사 결과를 2차원 단층 영

그림 5는 디스플레이 패널 주요 적층 부품인 인쇄 필름, 편광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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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인쇄 회로 기판의 솔더볼과 via hole의 OCT 3차원 영상

그림 7. 인쇄 회로 기판에 도포된 투명 방수제의 OCT 3차원 영상

강화 유리 등 부품 단위에 적용한 OCT 검사 결과 영상으로 좌측 영

로 깊이가 195 마이크로미터인 via hole이 위치하고 있다. via hole

상은 접착 면 중심에 이물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측 영

의 폭이 수십 마이크로미터로 좁고 솔더볼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

상은 강화 유리 하부 BM 상부에 발생한 인쇄 불량을 나타내고 있다.

을 OCT 3차원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솔더볼의 형태를 단

이러한 검사 결과는 OCT의 3차원 영상화 기술이 모바일 디스플레이

층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솔더볼의 유무와 높이를 측정할 수

패널 검사의 구조적 결함 및 불량에 대해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분

있었다. 실제 인쇄 회로 기판의 표면 지형을 정량적 측정하는 것은

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자의 유무 판단 등에 효과적이다. 특히 회로 방수를 위해 방수제가
회로에 도포 되었을 때 도포위치 하부에 유무와 도포 높이는 그림 7

2) 인쇄 회로 기판의 3차원 검사

에 나타낸 것과 같이 OCT 3차원 영상화 기술로 정량화 할 수 있다.

OCT 기술은 인쇄 회로 기판에서 표면의 3차원 지형 검사에 적용이

OCT 이미지에서 반도체 소자보다 도포제의 높이가 200 마이크로

가능하다. 다음 그림 6은 인쇄 회로 기판에 솔더볼을 도포하고 Via

미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포제 하부에 소자 부품이 정확하

홀 처리한 형상을 OCT 기술을 이용하여 3차원 영상화 한 결과이다.

게 존재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피검체인 인쇄 회로 기판은 솔더볼이 도포되어 있으며 특정 간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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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레이저 투과 용접부의 단층영상

3) 레이저 투과 용접부의 검사

있고 소비자의 요구를 토대로 대학과 검사기기 제조 업체에서 수행

레이저 투과 용접은 자동차와 플라스틱 접합에 주로 사용되는 용접

하는 개발 프로젝트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모바일 디스

기술로서 광투과성 재질인 투과층과 광흡수성 재질인 흡수층을 이

플레이 패널의 인라인 제조 공정에 직접 적용 가능한 자동 검사기기

용한다. 용접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투과층이

(AOI, automatic of inspection)가 출시되었다. 이를 통해 OCT 기반

불투명할 경우 용접 부분에 대한 검사가 직접적 검사가 불가하고 피

검사 기술의 저변이 혁신적으로 확대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그로

검체를 샘플링하여 접합 강도를 측정하거나 단면을 외부로 노출시

인해 의료용 OCT 검사기 시장과 같이 산업용 OCT 검사 기기 시장이

키는 간접 검사만 가능하였다. 하지만 OCT에 사용되는 광대역 광원

새롭게 개척되고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용접에 사용하는 광원과 파장길이가 유사하기 때문에 광투과층
에 대한 투과가 가능하다. 그림 8은 레이저 투과 용접부에 대한 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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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을 통해 OCT 기반의 산업용 검사 기술과 적용 사례를 간략하

저자 약력

김지현 교수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게 소개하였다. OCT 기술은 처음 소개되고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

Univ. of Texas at Austin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북

구하고 여전히 의료용 검사 분야에서만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에 있으며 (주) 이큐메드를 설립하

다양한 산업용 분야에 검사한 사례가 발표되면서 기술에 대한 인지

여 OCT의 상용화를 추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산업용 OCT개

도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내외 여러 기업에

발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분야 개척에 힘쓰고 있다.(jeehk@knu.
ac.kr)

서 제조 생산 공정에 OCT 기반 산업용 검사 기술의 도입을 시도하고

039

TECHNOLOGY / 고속OCT용 레이저 광원기술
/ 글 김창석, 김경훈

고속OCT용 레이저 광원기술
1. 서론

했던 이유가 바로 파장훑음 레이저의 발명과 그 기술적 발전에 있다

약 30년 전 최초로 보고된 의료용 OCT (Optical Coherence

고 말할 수 있다. 본 기고에서는 이러한 파장훑음 레이저의 발전 과

Tomography) 시스템은 하나의 깊이 방향 정보를 얻기 위해서 1초에

정과 현재 상황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적 발전 끝에
지금은 1초에 수백만 개의 깊이 방향 정보를 얻는, 즉 MHz 급 고속

2. 파장훑음 레이저의 개요

OCT가 개발되고 있다.

파장훑음 레이저는 특정 선폭을 가진 발진 파장이 파장 가변폭 내에

초창기 1세대 OCT는 기계적인 광경로 차이 스캐닝을 통해 광간섭신

서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어 훑으며 출력되는 레이저를 의미한다. 발

호를 획득하는 원리로 Time-domain OCT (TD-OCT)라고 부른다.

진 되는 파장의 조절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에 널리 알려진 파장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측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기

조절 레이저 (Wavelength Tunable Laser)와 비슷하지만, 일반적으

계적 움직임의 한계로 인해 더 이상의 측정 속도 증가가 어려웠다.

로 파장훑음 레이저는 100 kHz 이상의 반복률 ([Hz], 주기의 역수),

그 이후 파장(혹은 파수)에 따른 간섭무늬를 통해서 샘플의 깊이 정

100 nm 이상의 연속적인 가변폭 그리고 100 pm 이하의 선폭 등,

보를 획득하는 Frequency-domain OCT (FD-OCT)가 개발되었다.

OCT에 사용되기 위한 ‘특별한’ 성능 치를 목표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FD-OCT는 깊이 정보 획득을 위한 간섭계의 기계적인 움직임이 필

차이가 있다.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TD-OCT에 비해 빠른 영상획득이 가능하였
다. FD-OCT 내에서도 Spectrometer 기반 분광계를 이용한 2세대
Spectral domain OCT (SD-OCT) 거쳐서 현재의 파장훑음 광원을

표 1. 파장훑음 레이저의 핵심 성능 지표와 OCT 영상과의 관계

레이저 성능 지표

OCT 영상 관계

반복시간

짧을수록 영상 획득 시간이 짧아짐

가변폭

넓을수록 영상의 종축 해상도가 좋아짐

선폭

좁을수록 영상 획득 가능 깊이가 깊어짐

파장대역

낮은 광손실의 파장 대역일수록 영상 획득 가능 깊이가
깊어짐

이용하는 3세대 Swept-source OCT (SS-OCT)로 패러다임이 이동
하게 되었다.
특히 SS-OCT에 이르러서 OCT 시스템의 성능은 곧 파장훑음 레이저
(Wavelength Swept Laser)의 성능이 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의 첨단 OCT 시스템으로 오기까지 비약적인 측정 속도 증가가 가능

그림 1. 단방향 파장훑음 레이저의 기본 정의 (a) 파장 영역 (b) 시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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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훑음 레이저의 몇 가지 핵심 특성은 SS-OCT 시스템의 성능에

측정 속도는 ‘초당 깊이 방향 반복 획득 수’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먼저 파장훑음 레이저의 파장 스

‘A-scans/s’로 표기한다. 파장훑음 레이저를 이용한 SS-OCT의 경우

펙트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파장훑음이 일어나는 파장대역, 가변

에는 레이저의 반복률이 OCT의 측정 속도와 동일하거나 또는 비례

폭 그리고 선폭이 있다. 파장훑음이 일어나는 시작 파장과 끝 파장까

한다.

지의 차이를 가변폭으로 정의하며 그 중간값은 파장대역이라고 부

파장훑음 레이저에서 발진 파장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방향

른다. 파장훑음 레이저에서 가변폭은 매우 중요한 성능 지표로 OCT

훑음 또는 양방향 훑음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특정 파장선택 소자를

시스템에서 종축 해상도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이론적으로 상

이용하는 경우 기계적 원리의 한계로 인해 파장 훑음이 끝난 후 다

호 반비례 관계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파장훑음 레이저의 가변폭이

시 시작지점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짧은 파장

넓을수록 높은 종축 해상도를 가진 OCT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에서 긴 파장으로의 훑음을 ‘정방향’ 그리고 그 반대를 ‘역방향’이라

빛의 파장에 따라서 산란 및 흡수 등의 광손실 특성이 다르기 때문

부르고, 일반적인 OCT 시스템의 경우에 특정 한 방향의 훑음만 선

에, OCT 시스템을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맞추어 레이저

택적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파장훑음 레이저의 동작 주기에서 실제

의 파장대역 또한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체조직

A-scan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는데 사용하는 비율을 사용률 (Duty

에서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영역에서는 파장이 길어질수록 산란 손

Ratio)로 정의한다.

실은 적게 일어나고 물에 의한 흡수 손실은 커진다. 이러한 파장대

파수 선형성은 파장훑음 레이저의 훑음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파

역 특성은 파장훑음 레이저를 구성하는 이득 매질의 종류에 따라 결

수에 선형적인지를 의미하는 지표이다. OCT 시스템에서는 측정된

정된다. 파장훑음 레이저에는 희토류 도핑된 광섬유 증폭기 (Rare-

간섭무늬 패턴이 파수에 따라서 동일한 간격으로 샘플링되어야 한

earth Doped Fiber Amplifier), 라만 증폭기 (Raman Amplifier) 또

다. 따라서 파수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선형적인 파장훑음 레이저

는 반도체 광증폭기 (Semiconductor Optical Amplifier, SOA) 등이

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파장훑음 레이저는 그러하지 않다. 그로 인

사용되는데, 이 중에서 SOA는 100nm 이상의 넓은 이득 대역폭과

해서 ‘k-clock’ 등의 추가적인 보조 장치를 통해서 파수에 선형적인

30dB 이상의 최대 이득값, 다양한 파장대역, 작은 부피, 동작 편의성

샘플링을 하거나 파장훑음 레이저의 시간에 따른 파수 변화 특성을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파장훑음 레이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분석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리샘플링 (Resampling) 하는 방법을 이

되고 있다.

용해 보상한다.

레이저의 선폭 또한 핵심 성능 지표로 파장훑음 레이저를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파장 분해능과 관련이 있다. FD-OCT 시스템에서 기준

3. 파장훑음 레이저의 종류와 동작 원리

단 거울과 샘플단의 반사광 사이에 광경로 차이가 크게 발생할수록
간섭무늬 패턴 주기의 주파수가 커지게 되는데, 레이저의 선폭이 좁

1) 파장선택 필터 기반 파장훑음 레이저

을수록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진 간섭무늬 패턴을 표현할 수 있기 때

초창기 발전된 대부분의 파장훑음 레이저는 레이저 공진기 내부에

문에 OCT 영상의 획득 가능 깊이가 깊어진다. 하지만 고속으로 파장

있는 파장선택 필터를 통해 능동적으로 발진되는 레이저의 파장을

변조가 이루어지는 파장훑음 레이저의 특성으로, 레이저가 동작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외부의 신호에 의해서 파장선택 필터의 투과 파

인 상태에서 각각의 파장성분의 선폭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장이 바뀌면 레이저의 발진 파장 또한 따라서 바뀐다. 하지만 파장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장훑음 레이저의 선폭은

선택 필터가 SS-OCT를 위한 파장훑음 레이저 제작에 사용되기에

전 파장대역에서의 평균 선폭을 의미하며 이는 광간섭계를 이용한

는 우선, 통과 파장의 선택 영역이 ~100 nm 수준이어야 하며 통과

가간섭 측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되는 파장의 선폭은 ~100 pm 수준, 반복률은 ~100 kHz 수준이 요

파장훑음 레이저의 시간적 동작특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반복률

구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시간에 하나의 파장만 발진되기

(Sweep Rate), 사용률 (Duty Ratio), 파수 선형성이 있다. OCT에서

위해서 파장선택 필터의 자유 스펙트럼 영역 (Free Spectral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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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반적인 OCT 시스템
의 경우, 광섬유를 기반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시스템과의 연결도 용
이하다. 하지만 광섬유를 기반으로 한 레이저의 경우에 공진기의 길
이가 비교적 길어지게 된다. 긴 공진기 길이로 인해서 고속의 파장훑
음 동작에서 필터에서 통과된 파장 성분이 충분하게 증폭되는데 필
요한 왕복 횟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가간섭 거리가 줄어들고 더 나
아가 레이저 발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매우 긴 길이의 공진기를 이용한 Fourier domain mode-locking
(FDML) 기술 또는 매우 짧은 공진기 길이를 가진 레이저 구조 등이
제시되었다.

그림 2.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파장선택 필터. (a)회절격자 기반 폴리곤 미러 스캐너 [1] (b)
Fiber Fabry-Perot tunable filter (FFP-TF) [2]

FSR)이 레이저 이득매질의 이득 대역폭보다 넓어야 한다. 그림2는
OCT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초기 형태의 파장훑음 레이저에
사용된 일반적인 파장선택 필터들이다. 그림2(a)의 경우에는 회절

그림 3. Fourie domain mode-locking (FDML) 파장훑음 레이저와 버퍼링 구조 [4]

격자 (Grating)와 폴리곤 미러 스캐너 (Polygon Mirror Scanner)를
이용하여 고속의 파장가변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이 구조의 경

FDML 기술의 경우 수백 m에 해당하는 아주 긴 길이의 공진기를 이

우에는 한 방향으로 파장 훑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파수 선

용하는데, 이때 파장선택 필터의 반복률을 광자가 공진기를 왕복하

형성이 우수하며 사용률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유공간에

는 공진주파수의 정수배와 일치시켜 고속의 필터 반복률로 인한 광

서 광 정렬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크기가 크며, 폴리

자 손실을 최소화한다. 따라서 필터의 구동속도만 제한되지 않는다

곤 미러의 고속 회전에 따른 안정성 문제 그리고 스캐너의 속도 한

면 매우 빠른 반복률의 파장훑음 레이저를 제작할 수 있다. 현재까

계로 인한 반복률 한계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 이 경우 최고 반복률

지 FFP-TF의 파장훑음 최고 속도는 필터를 Resonance frequency

은 W. Y. Oh 교수팀의 115 kHz 로 보고되었다 [3]. 그림2(b)와 같이

에서 동작시킨 R. Huber 교수팀의 370 kHz 가 보고되었다 [5]. 하

Fiber Fabry-Perot tunable filter (FFP-TF)의 경우에는 비교적 크기

지만 FDML 레이저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FFP-TF와 긴 길이

가 작고 광섬유에 커플링되어 있어 안정적이다. 100 nm 이상의 매

의 광섬유 공진기로 인해서 매우 안정화된 온도 컨트롤이 필요하며

우 넓은 FSR을 가지고 있으며 피에조 엑추에이터 (piezo actuator)

필터의 반복률과 공진주파수가 매우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한다. 또

를 통해서 파장변조를 하므로 공진주파수에서 가동할 시 수백 kHz

한 긴 길이의 광섬유로 인해 발생하는 색분산 또한 매우 정밀하게 보

이상에 동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작은 Fabry-Perot 구조 때문에 주

상해주어야 하는 등,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하지만, 실제 구현 시에

변 온도변화로 인해 불안정해지는 단점이 있다. 광섬유에 커플링 된

는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 FDML 파장훑음 레이저에 긴 길이

소자를 이용하여 광섬유 기반 파장훑음 레이저를 구성하게 되면 정

의 추가적인 지연 광섬유를 이용한 버퍼링 구조를 사용하여 최고 5.2

밀한 광정렬이 필요 없고 제작이 간편하며, 레이저의 빔 품질을 높은

MHz까지 반복률을 배수로 증가시킨 레이저가 보고되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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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MEMS)를 기반으로 매우

동작이 가능하여 모드 호핑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짧은 공진기 길이를 가진 파장훑음 레이저는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

Tunable VCSELs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장점으로 매우 좁은 선폭

한 구조이다. 매우 작고 가벼운 필터구조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빠

을 가지면서 동시에 고속의 반복률로 동작하는 파장훑음 레이저의

른 속도의 파장훑음이 가능하다. 또한 짧은 길이의 공진기 구조로 고

구현이 가능하다. 가간섭 거리가 수십 cm 이상에 이르며 1 MHz의

속의 파장훑음 구동에서도 파장선택 필터를 통과한 광자가 공진기

반복률로 동작하는 Tunable VCSELs가 보고되었다 [8].

를 왕복하여 충분히 증폭될 수 있다. 하지만 더 높은 속도의 파장훑
음을 위해서 공진기의 길이를 더욱 더 짧게 만들면 고정된 공진기 길

2) 타임 스트레치 파장훑음 레이저

이에서의 종방향 모드 간 간격이 넓어지는데, 이로 인해서 모드 호핑

앞에서 언급했던 일반적인 파장훑음 레이저의 경우에는 공진기 내

(Mode Hoping) 현상이 증가하여 심각한 노이즈를 발생시킨다.

부의 파장선택 필터를 통해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파장

더 나아가 MEMS를 기반으로 한 Tunable vertical-cavity surface-

을 가진 광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타임 스트레치 (Time-stretched)

emitting lasers (VCSELs)은 극단적으로 작은 공진기 길이를 통해서

파장훑음 레이저는 일반적으로 넓은 파장대역을 가진 초단펄스를

모드 호핑 현상을 극복하고 동시에 매우 빠른 파장훑음이 가능한 레

분산 매질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시간에 따라 각각의 파장 성분들

이저이다. VCSELs은 Fabry-Perot 필터 내부에 이득 매질이 있는 형

이 극도로 펼쳐진 광원을 발생시킨다. 초단펄스 레이저의 펄스 반복

태로 공진기의 길이가 극단적으로 작기 때문에 단일 종방향 모드로

률이 곧 훑음 반복률이기 때문에 수십 MHz 급의 극단적으로 빠른
파장훑음 레이저 구현이 용이하다. 또한 파장필터를 통한 능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수동적인 색분산 매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상안정
성이 우수하다. 하지만 실제 OCT 시스템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전
기 신호의 처리 성능에 적당한 더 낮은 MHz 급 이하의 반복률로 제
작하기가 오히려 쉽지 않다. 동일한 사용률의 파장훑음 레이저를 가
정하였을 때 펄스 반복률이 낮아질수록 타임 스트레치를 위한 광섬
유의 길이가 길어진다. 극단적으로 긴 길이의 광섬유로 인해서 높은
광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펄스광의 세기를
증가시키게 되면 비선형효과 또한 증가하여 노이즈가 발생하게 된

그림 4. MEMS tunable vertical-cavity surface-emitting lasers (VCSELs) [7]

다. 최근에는 충분한 광세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라만 증폭기 형태의

그림 5. Time-stretched pulse laser. (a)광대역 초단펄스 레이저 기반[9] (b)모드잠금 레이저 공진구조 기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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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스트레치 방식을 이용해서 11.5 MHz의 속도로 in-vivo OCT 이

적 주파수만으로 선택적으로 발진하는 원리이다. 기존 기계적 파장

미지를 획득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9]. 최근 하나의 공진기 내부에서

선택 필터가 가졌던 물리적 제한사항에서 벗어나서 오직 MHz 급 전

펄스 스트레치와 압축이 교대로 이루어지는 모드잠금 방식의 타임

기적인 신호 조절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높은 반복율과 높은 사용률

스트레치 펄스 레이저가 보고되었다 [10]. 기존에 펄스레이저와 스

(Duty Ratio) 그리고 높은 선형성으로 동작이 가능하다.

트레치를 위한 분산 광섬유가 분리된 구조와는 다르게 하나의 단일
레이저 공진구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긴 길이의 광섬유로 인한 광
손실 보상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모드잠금 레이저와 다르게 스트레
치 된 펄스가 증폭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증폭이 가능하며
비선형 현상으로 인한 노이즈 발생 가능성 또한 크게 줄어든다.

3) 색분산 기반 능동모드잠금 방식의 파장훑음 레이저
색분산 기반 능동모드잠금 (Active Mode Locking, AML) 방식은 발
진 파장을 능동적으로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파장선택 필터 기반 방
식과 닮았지만,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어떠한 파장선택 필터 없이 오
직 전광 (Electro-Optic) 방식의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근원
적인 차이가 있다. 공진기의 내부에 위치한 색분산 소자로 인해 파장
에 따른 공진 주파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때 공진기 내부의 이득주
파수와 특정 파장이 가진 공진주파수를 동기화하여 목표한 레이저
빛의 파장을 외부에서 가해주는 RF (Radio Frequency) 신호의 전기

그림 7. 파장 반복률에 따른 스팩트럼. (a) 파장 스팩트럼 (b) 시간 스팩트럼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버퍼링 구조 없이 최대 2 MHz까지 파장이
잘 가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파장 선택 필터의 기계적 공진 특
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임의의 반복률에서 자유롭게 파장
훑음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유로운 파장변조 특성을 이용하면 파장
훑음 파형의 변형을 통해서 ‘파수선형 훑음’ 동작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파장훑음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파수 비선형성 문
제를 해결하고 OCT 시스템에서 ‘k-clock’ 소자 또는 신호 후처리를
통한 파수 선형화 프로세스를 제거할 수 있다.
최근에는 ps 수준의 전기 펄스신호를 이용한 공진기 이득변조를 통
그림 6. 색분산 기반 능동모드잠금 방식 파장훑음 레이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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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짧은 가간섭거리를 훨씬 증대시킬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9 mm

2000년대 초 새로운 응용 분야인 OCT를 위한 파장훑음 레이저로

급의 깊이 정보 (20 dB roll-off 기준) 및 사람의 3차원 망막구조를

발전된 이후, 더 빠르고 깊고 높은 해상도를 가진 OCT 이미지를 얻

OCT로 획득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12].

기 위해 수많은 연구자가 다양한 방식의 파장훑음 레이저 기술 개발
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거대한 레이저 광원은 MEMS 기술과 만나

4) 파장훑음 레이저의 연구 동향

손톱만한 크기로 줄어들었고 반복률과 가간섭거리는 이전의 100배

앞에서 소개하였던 여러 가지 종류의 파장훑음 레이저에 대해서 아

이상 증가했다. 또한 다른 쪽으로 기계적 파장필터 방식에서 벗어나

래 표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전기적 방식으로 파장훑음 구동이 가능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
의 파장훑음 레이저가 개발되고 있다. 몇몇 회사들이 다양한 방식의

4. 결론

파장훑음 레이저를 개발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지만, 여

본 기고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파장훑음 레이저의 원리와 그 발

전히 연구 분야의 수요가 많은 실정이며 SS-OCT의 더 큰 상업적 성

전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다. 1990년대 FBG (Fiber Bragg

공을 위해서는 더 값싸고 안정적인 파장훑음 광원의 개발이 요구된

Gratings) 광센서 계측을 위한 광원으로 처음 제안되었고 [13],

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광학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새

그림 8. 펄스변조 기반 색분산 능동모드잠금 방식 파장훑음 레이저를 이용한 사람의 3차원 망막 OCT 이미지 [12]
표 2. SS-OCT를 위한 파장훑음 레이저 연구 동향

연도

훑음 원리

반복률kHz

중심파장nm

가변폭nm

가간섭거리mm

출력mW

비고

2003

Polygon mirror

15.7

1320

73

~8

9

[1]

2005

FFP-TF

0.25

1300

130

>8

3

[2]

2005

Polygon mirror

115

1325

80

~4

23

[3]

2006

FDML

370

1310

~100

~4

36

[4]

2010

FDML

5200

1310

80

1.2

85

[6]

2013

VCSEL

1000

1310

107

48

80

[8]

2014

Time-stretched

9062

1550

84

~4

18

[10]

2014

AML

1000

1320

42

2.6

26

[11]

2015

Time-stretched

11500

1558

56

48

2

[9]

2018

AML

200

1080

80

~5

18

[12]

*참고: T. Klein and R. Huber, Biomed. Opt. Express 8, 8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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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방식의 파장훑음 광원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SS-

technology,” Biomed. Opt. Express, vol. 4, no. 7, p. 1119, 2013.

OCT 시스템이 많은 의료 현장에서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9] J. Xu. X. Wei, L. Yu, C. Zhang, J. Xu, K. K. Y. Wong, and K. K.

것으로 기대한다.

Tsia “High-performance multi-megahertz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based on amplified optical time-stretch,” Bio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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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단층 혈관 조영술 - 움직임을 이미징하다
1. 서론

략히 다루고자 한다.

단세포에서부터 다세포 유기체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생체는 시
공간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동적

2. 본론

(dynamic) 세계이다. 예를 들어, 세포내 단분자 및 소낭 (vesicle),
미토콘드리아 (mitochondria)와 같은 세포 소기관 (intracellular

2.1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giography (OCTA)

organelles)들은 액상의 세포질 (cytoplasm) 속에서 빠른 진동 운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는 간섭이라는 광학적 현상

동 (5~25Hz 이상) 또는 느린 확산 운동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움직이

을 이용하여 생체의 내부 구조 모습을 영상화할 수 있는 3차원 광학

고 있으며 [1,2], 보다 큰 규모를 가진 우리 몸속에서는 혈액순환시스

현미경 기법이다. 1991년 Science지에 처음 소개된 이후 [4], OCT

템에 의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적혈구 (red blood cells: RBCs)들

는 수 마이크로미터(머리카락 두께의 수십 분의 일) 이하의 고분해

이 몸 구석구석 12만 km이상 뻗어 있는 크고 작은 혈관을 통해 몸 전

능, 실시간 이미징, 그리고 비절개, 비접촉, 무표지 이미징을 아우르

체를 25초도 안되는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 이 놀라

는 장점들에 기반한 광원과 광부품소재들의 혁신적인 개발에 힘입

울 정도로 역동적인 생체 환경은 우리 몸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가

어 지금까지 생의학 분야에 괄목할 만한 기술적, 연구적 진보를 이어

장 단순하면서 직접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 상태

가고 있다 [5-7]. 일반적으로 OCT는 짧은 가간섭성 광원과 마이켈슨

및 이상 유무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한다. 가령, 다운 증후군 (Down’s

간섭계를 활용하여, 생체 표면에 광을 입사시킨 후 생체 내부를 이루

syndrome)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염색체 이상 분포는 세포질 내 단

고 있는 복잡한 구성 물질들의 경계면에서 후방 산란되는 시간 지연

분자 (분자모터)의 이상 요동과 관련이 있으며 [3], 세포 골격 (actin

광 신호들의 반사율을 측정함으로써 1차원적인 생체 내부의 깊이 정

skeleton)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전이성 암세포의 독특한 특성 중

보를 획득할 수 있다 (A-스캔). 더불어, 입사광의 위치를 측면 방향

하나이다. 또한, 혈액순환의 장애는 다양한 혈관 질환 및 혈관 폐색

(X축-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동시키며 A-스캔을 되풀이할 경우,

이나 혈관 파열로 인한 뇌조직 손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생체의 단면 구조 정보 (B-스캔: 2차원 단층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

생체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미세 요동 및 유동들을 효과적

고, Y축-방향 빔 스캔 (C-스캔)을 추가함으로써 생체 볼륨 단면 정보

으로 탐지하고 해석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생명 현상을 관찰하거나

획득이 가능하다 [5].

나아가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거나 치료 후 경과를 예측하는데 큰 도

초기 OCT 연구가 생체로부터 오는 산란광을 수집 후 이를 이용하여

움이 될 수 있다.

주로 생체 내부 모습을 보는데 주력했다면, 3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

지난 수십년 동안 바이오 광학 영상의 기술적 진보는, 단순히 생체

는 다양한 방식의 OCT 확장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생체 해부

조직을 보는데 그쳤던 고전 현미경 방식에서 벗어나 많은 의생명 과

학적 구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체-광 상호작용 (편광 [8], 광 감쇠

학자들에게 생체 조직 내의 동역학을 높은 시공간 분해력을 가지고

[9], 스펙트럼 [10], 도플러 효과 [11] 등)으로 인한 생체 광학적 특성

고속으로 영상화 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왔다. 이에

정보를 영상화 함으로써, 정량적이고 기능성이 부가된 OCT 연구의

다양한 생체 동역학 광학 영상 기술들 중 가운데, 본 기사에서는 혈

가능성을 현실화 하고 있다. 특히, 기능성 OCT 기술들 중에서 OCT

류 동역학을 이미징 할 수 있는 3차원 광학 현미경 기술인 광학 단층

angiography (OCTA)는 가장 최근에 선보이고 있는 무표지 3차원

혈관 조영술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giography: OCTA

혈관 조영술의 일종으로, 기존 OCT 시스템에서 획득한 원시 데이터

혹은 Angio-OCT)의 기본 원리 및 생의학적 적용 연구에 대하여 간

(raw data)를 이용하기 때문에, OCT의 특징적 장점들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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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생체 내부에 복잡한 미세 혈관 분포를 광학적으로 영상화 할
수 있다 [12]. 2005년, 초기 형태의 OCTA가 처음 선보인 이후 [13],
다양한 OCTA 프로토콜들이 OCT 연구자들로부터 제안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모세관 수준의 높은 해상도 (10 μm 이하)를 가지고 미세
혈류 및 미세혈관 조영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현함으로써, 현재 안
과 진단용 OCT 장비에 탑재되어 안저 혈관 질환 진단 및 치료 경과
관찰에 쓰이고 있다 [14,15].

2.2 OCTA의 원리

그림 1. OCTA 신호 획득의 기본 개념. (a) 생체내 입사된 OCT 빔의 모습 (파란색 화살표),
(b) (a)에서 표시된 각 다섯 지점별 OCT 신호의 시간에 따른 변화 모습.

OCTA를 이용한 혈관 이미지 콘트라스트의 원천은 바로 혈관을 따라
이동하는 적혈구 세포에 있다. 일반적으로 혈관 내부에는 다양한 혈

스텝-스캐닝 (step-scanning) 방법을 주로 쓰는데, 이는 동일 위치

구 세포들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는데, 그 중 대다수가 원반모양의 적

에서 X-축 방향의 횡축 스캔 (B-스캔)을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혈구로써, OCTA는 수집된 OCT 원시 데이터로부터 적혈구에서 후방

(일반적으로 4번 이상) 반복하여, 앙상블 (ensemble) B-스캔 데이

산란되어 나오는 반사광 신호 데이터만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지

터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그림 2(a)), 이러한 앙상블 데이터 획득 후,

니고 있다. 만약 적혈구가 혈관 내부를 가득 채운 채 지속적으로 움

데이터 픽셀 별 OCT 신호 프로파일의 역동성 정도를 다양한 신호

직일 경우, 이 반사광 신호 데이터를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혈관 위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가장 단순한 방법 중 하나로, 그림

치 및 혈관계 (blood vessel network) 모습을 시각화할 수 있다. 보

2(b)에서는 앙상블 데이터의 인접 B-스캔 데이터들의 차이에 절대

다 구체적인 과정이 그림 1에 나와 있다. 그림 1(a)는 피부 속 혈관을

값을 취해 줌으로써, 생체 조직 신호 성분은 모두 제거된 채 오로지

보여주며, 피부를 향해 OCT 빔을 같은 위치에서 계속 입사 시키면서

적혈구 산란광 신호 정보 (그림 2(b)의 밝은 부분)만을 추출할 수 있

입사 빔 방향에 놓인 다섯 지점 (1, 2, 5: 피부, 3, 4: 혈관)에서 돌아오

게 되고 이것이 혈관 모습을 구성하게 된다. [16]. 이 밖에도 기존 영

는 산란 광 신호를 시간 순으로 기록한다. 각 지점의 시간 별 OCT 신

상처리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신호 분석법들이 OCTA에 새

호 그래프가 그림 1(b)와 같으며 1, 2, 5지점의 OCT 신호는 시간에 따

롭게 적용되었는데,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 분석법 [17]이

른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3, 4지점의 OCT 신호는 그 변화가 매우

나 상관성 (correlation) 분석법 [18,19], 그리고 고유값 분해 (eigen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3, 4 지점이 혈관 내에 위치해 있고

decomposition) 분석법 [20]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역

그 지점을 다량의 적혈구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적 분석법들은 공통적으로 OCT 신호 변화 정도를 수치화 할 수 있

각 지점을 통과하는 적혈구의 수와 분포가 매시간마다 달라지기 때

으며, 적절한 필터링 과정을 통하여 혈관 모습을 이미징 할 수 있게

문에 적혈구들에 의해 다중 산란된 반사광 신호의 크기와 위상은 시

된다.

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 이동 산란체가 거의 존재

일단 앙상블 데이터로부터 혈관 신호 정보를 가지고 있는 OCTA 이

하지 않는 혈관 밖 생체 조직의 산란광 신호는 시간에 관계없이 거의

미지 (그림 2(b))를 획득하게 되면, OCT 빔을 Y-축 방향으로 이동시

동일한 크기와 위상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혈관과 혈관 주변 생체

키면서 위치 별 스텝-스캐닝 및 신호 분석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최

조직이 만들어내는 OCT 신호들은 그래프와 같이 전혀 다른 시간 의

종 3차원 OCTA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혈관 네트워

존성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OCT 신호의 역동성을 적절히 이용할 수

크가 수평적 (X-Y평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층 방향 (X-Z

있다면, 주변 산란광들을 배제한 채 혈관 내 산란광 정보만을 추출해

평면)의 OCTA 이미지만으로는 혈관 분포의 이상이나 기형 유무 분

낼 수 있게 된다.

석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최대강도투사 (maximum amplitude

적혈구의 산란광 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OCT 데이터 획득 방식으로

projection: MAP)를 이용, 3차원 OCTA 데이터의 깊이 별 픽셀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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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대값을 2차원 수평면에 투사함으로써 혈관 네트워크들의 투영

형광 혈관 조영기술을 대체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상보적 툴로써 활

된 이미지 (angiogram)를 완성한다 (그림 2(c)). 물론, 이러한 투영법

용 가치를 높여왔다. 최초의 생체 OCTA 이미징 결과가 보고된 부위

은 깊이 정보를 상실하게 되어 혈관의 공간 분포를 알 수 없다는 단

는 동물의 뇌였다. 일반적으로 생쥐와 같은 소동물의 뇌영상은 주로

점이 있으며 투사하는 방향에 두 개 이상의 혈관이 겹쳐져 있을 경우

고가의 동물용 MRI나 CT, 다광자 현미경 (multiphoton microscopy)

가려진 혈관에 나타나는 이상 유무를 판별할 수 없다. 사실, OCTA에

을 사용하였는데 MRI와 CT는 해상도가 수 mm 정도로 모세혈관과

서 투영법을 써서 혈관 네트워크를 관찰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

같은 미세 혈관을 구별하기가 어려우며, 다광자 현미경은 침투 깊이

가 있는데, 그 이유는 표재성 혈관 아래로 길게 이어진 꼬리 모양의

저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정맥 내부로 생체에 유해할

그림자 인공물 (shadow artifact)이 혈관 아래에 위치한 크고 작은

수 있는 조영제 주입이 요구되었다. OCTA 등장으로 인해 이러한 기

혈관들을 가리게 되어 실제 혈관의 3차원 공간 분포가 OCTA 이미지

술적 단점들을 보완하는 동시에 생장성을 유지한 채 장기간 이미징

에서는 크게 왜곡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자 인공물 (화살표)이

이 가능하게 되어, 과학자들은 실험동물 모델에 즉각적으로 OCTA를

그림2(b)에서 확연히 관찰된다.) [21]. 그림자 인공물의 원인은 혈관

적용하게 되었다.

을 투과한 전방 산란광 (forward-scattering light)으로, 이것이 혈류

2007년 미국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 (OHSU)에

의 영향을 받아 강한 시간 의존성을 갖게 되어 그 결과 혈관 아래 영

Wang 그룹이 살아있는 생쥐 대뇌피질의 주요 혈관을 OCTA를 이용

역에서도 혈관 신호와 맞먹는 콘트라스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인

하여 처음으로 관찰하였고 [25] (그림 3(a)), 그 이후, 2009년에 미

공물의 존재는 혈관내 나노 현탁액 (intralipid solution)의 주입이나

국 Harvard Medical School의 Vakoc 그룹이 처음으로 쥐 뇌피질 전

[22] 영상처리 알고리즘 [21,23,24]을 통해 다소 완화시킬 수 있으나

체의 혈관 네트워크를 이미징 하는데 성공하였다 [26] (그림 3(b)).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이런 이유로 OCTA 연구에서는 대부분 2

다소 긴 데이터 획득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고급 영상처리 기술

차원 angiogram을 이용한 혈관 분석이 주로 수행되고 있다.

들을 도입하여 개별 모세혈관까지 구별이 가능한 고해상도, 고품질
의 무표지 뇌혈관 영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해에 Wang 그
룹에서도 생쥐 두개골 내부 뇌혈관 모습을 모세혈관의 해상도로 촬

그림 2. OCTA 이미지 구현 과정.

2.3 OCTA 적용 연구

2.3.1 소동물 뇌 연구
OCTA 개발 이후, OCTA는 다양한 생의학 연구에 적용됨으로써 기존

그림 3. OCTA의 소동물 뇌혈관 이미징 결과들. (a) 생쥐 대뇌피질의 OCTA 이미지 [25], (b)
쥐 대뇌피질의 OCTA 이미지 [26]. 뇌종양의 일종인 교아 세포종 (glioblastoma)에 의한 악
성 신생혈관들이 이미지 좌측 윗부분에 관찰된다. 혈관 깊이가 의사 색상 (pseudo color)으
로 표현되었으며 표재 혈관들은 밝은 노란색으로, 깊은 혈관들은 더 어두운 노란색으로 표
시되고 있다. (c) 두개내 (skull intact) 생쥐의 OCTA 이미지 [27]. 뇌척수막(좌)과 대뇌피질
(우) 혈관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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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OCTA를 이용한 뇌 기능성 및 뇌 활동성 연구들. (a) 급성 허혈성 뇌졸중 연구 [9]: 뇌졸중 발생 전 (위)과 뇌졸중 발생 3시간 경과 후 OCTA 이미지(아래), (b) 노화와 뇌혈관 상관관계 연
구 [29]: 젊은 (3~4주) 생쥐와 늙은 (1년 이상) 생쥐 대뇌피질의 OCTA 이미지 비교. 젊은 생쥐에 비해 늙은 생쥐에게 다량의 모세혈관 소실 (화살표)이 관찰된다. (c) 약물 투여에 따른 뇌 반응
연구 [30]: 코카인 주입 전 (좌)과 주입 (2.5mg/kg) 30분 후 OCTA 이미지. 코카인 주입 전에 비해 주입 후 세동맥 (arteriole) 혈류 흐름 (화살표)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d) 전
기 자극에 따른 뇌 반응 연구 [31]: 전류 자극 전 (좌) 과 후 (우)의 OCTA 이미지. 전류 자극 (3 Hz, 2 mA, 0.3 ms duration)이 생쥐 뒷발에 30초동안 가해졌다. 전류 자극 후 모세혈관의 신호 세
기가 더 밝아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세혈관 혈류 흐름이 빨라지고 활발해 졌음을 알 수 있다.

영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그림 3(c)) [27], 추가적으로, 혈전 뇌졸중

적으로 투명하여 망막 모든 층에 대한 혈관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는

(thrombotic cerebral stroke) 모델을 이용하여 뇌손상에 따른 뇌척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망막 질환 대부분이 혈류 및 혈관 이상

수막 (meninges)과 뇌피질내 주요 혈류 변화 모습을 모니터링 하였

을 발생시킨다는 점, 나아가 시판 중인 상용 OCT 장비 가운데 망막

다 [27]. 한편, Srinivasan과 동료 과학자들은 OCTA와 Doppler OCT

OCT만이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혈관 질환 환자에

기술을 활용하여 모세혈관을 포함하는 다양한 크기의 혈관을 지나

대한 임상 연구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고작 3년여의 짧은 중개

가는 총 혈류량을 측정하였는데 [28], 이는 최초의 정량적 OCTA 연

기간을 거친 후, OCTA는 안저 질환의 임상 연구에 적용되었으며 높

구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성적, 정량적 방법들을 이용하여 최근

은 민감도와 고속·대면적 이미징을 바탕으로 표준 혈관 조영술인 형

OCTA 뇌 연구는 다양한 실험 동물 모델을 이용하여 급성 허혈성 뇌

광 안저 혈관 조영술 (Fluorescence angiography: FA)이나 인도시

졸중 [9] (그림 4(a)), 노화와 뇌의 상관관계 (그림 4(a)) [29], 약물 투

아닌 형광 안저 혈관 조영술 (Indocyanine green angiography: ICG)

약에 따른 뇌 반응 (그림 4(a)) [30], 그리고 전기 자극에 따른 뇌 반

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망막 병변들을 효과적으로 검출함으로

응 (그림 4(a)) [31] 등 이전에는 수행하기 불가능하거나 까다로웠던

써 대안 툴로써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수많은 연구들 중

in vivo 뇌 기능성 및 뇌 활동성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 중에 있다.

가운데, 대표적으로 당뇨망 막병증 (Diabetic retinopathy: DR) [32]
(그림 5(a)), 노인성 황반 변성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2.3.2 안구 망막 연구

AMD) [33] (그림 5(b)), 망막 정맥 폐쇄 (Retinal vein occlusion:

비록 OCTA 연구가 소동물 뇌에 처음 적용되었으나, 현재 가장 활발

RVO) [34] (그림 5(c))의 OCTA 임상 연구 결과가 그림 5에 나타나

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위는 안구의 망막이다. 망막 연구의 비중이 높

있다.

은 이유는 OCT 연구 테마의 대부분이 동물 및 인체의 망막 연구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으며, 두개골에 감싸여 있는 뇌보다 혈관에 접근

2.4 OCTA의 전망과 한계

하기 쉽고 망막층 두께가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얇아 광에 상대

OCTA는 2005년 이후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여 2020년 현재 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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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 정상 망막(위)과 당뇨 망막 병증 (DR)을 앓고 있는 환자 망막(아래)의 OCTA 이미지 [32]. 당뇨 망막 병증에서 나타나는 공통 특징들 (a. microaneurysms, b. enlarged foveal
avascular zone, c. non-perfusion, d. edema, e. abnormal vascular loops)이 뚜렷이 관찰된다. (b) 삼출성 노인성 황반 변성 (AMD)을 앓고 있는 환자 망막의 OCTA 이미지(위)와 같은 영역의
FA 이미지(아래) [33]. AMD의 특징 중 하나인 망막 외층에 자리잡은 신생혈관 모습이 OCTA와 FA 이미지에서 보이며 OCTA에서 보다 선명하게 관찰된다. (c) 망막 정맥 폐쇄 (RVO)를 앓고 있
는 환자의 OCTA 이미지(위) [34]. 정상 OCTA 이미지(아래)와 비교해 볼 때, RVO로 인한 망막 중심부의 OCTA 신호 소실 (타원)이 확연하다.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유망 의료 영상 기술이 되

이 OCTA 이미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닝 과정 (MRI나

고 있으며 연구 관련 게재 논문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CT, 초음파가 그래왔던 것처럼)이 필요하다. 더불어 OCTA의 해석

(그림 6). 특히 소수이긴 하지만 2018년도부터 기계 학습 (machine

력 (interpretability)을 높일 수 있는 고품질의 이미지 처리 기술 역

learning)이나 강화 학습 (deep-learning)과 같은 4차산업혁명 핵심

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OCTA를 이용해서 얼마나 깊게 혈관을 관

기술을 OCTA에 새롭게 접목시키려는 연구가 수행 중이며 인공지능

찰할 수 있는가? 만약 제한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OCTA

을 활용한 OCTA의 이미지 콘트라스트 향상 및 혈관 네트워크 세그

의 이미징 깊이는 낮은 개구수 (N.A. <0.3) 렌즈 사용시 일반적으로

먼테이션 자동화 작업, 또는 혈관 질환 여부 판독과 같은 연구 결과

피부 표면으로부터 1 mm 이내로, 이는 일반 OCT 영상 깊이보다 다

를 기대해 볼 수 있다 [35-37].

소 적은 편인데, 그 이유는 OCTA는 OCT 신호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한편, 임상의학적인 측면에서 OCTA가 안과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가지 산란광 성분들 (static + dynamic + noise components) 가

다양한 의료분야에 범용 진단 툴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향

운데 오로지 dynamic (다이나믹) 성분만을 활용하고 또한 OCT 신

후 적어도 세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

호 대부분이 static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어-램버트 법

째, OCTA 이미지를 전문의들이 얼마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가? 필

칙 (Beer-Lambert law)에 따라 생체 내에서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

자가 생각하기에 OCTA 이미지를 읽고 해석하는 것은 관련 기술

되는 OCT 신호를 고려해보면 깊이 별 잡음 대비 신호 감도는 OCTA

을 접하지 않은 안과, 피부과 및 내과 의사들에게는 여전히 어려

가 OCT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OCTA의 깊이 제약을 완

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OCTA 영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독하

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OCT 프로브와 생체 사이를 물이나 굴절률

기 위해서는 임상 전문의들이 OCTA를 자주 사용하여 전문의의 눈

매칭 젤로 채움으로써 생체 표면 반사를 줄이는 방법이 있으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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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년도 별 OCTA 연구 관련 논문 수. 데이터가 PubMed (https://www.ncbi.nlm.nih.gov/pubmed/)에서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giography”를 검
색하여 수집되었음.

현실적인 방안으로 1.7 μm 이상의 장파장 광대역 레이저를 광원으

든 초기 연구들이 그러했듯이 가능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순간부

로 사용함으로써 광 침투 깊이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38]. 셋째,

터 점진적으로 OCTA 커뮤니티에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OCTA로 혈류의 정량적 관찰이 가능한가? OCTA가 매우 흥미롭고

발전의 결과로써, 궁극적으로 OCTA를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단하

인상적인 혈관 네트워크 영상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OCTA 연구가

고 판독하며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범용의료기기로 볼 수

주로 이미지 기반의 정량적인 평가 (예를 들어, 혈관 밀도 계산 등)를

있을 날을 기대하며, 혹은 움직임을 이미징 하고자 하는 모든 매크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동맥류나 모세혈관과 같은 주요 혈관의 혈류

로, 마이크로 및 나노 동역학 환경에서 OCTA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

의 속도나 혈류량 평가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대

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부분의 혈관 질환이 혈관 기형과 함께 혈류 이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OCTA 신호로부터 이러한 혈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다면 보다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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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영상을 위한 OCT 카테터 기술
1. 서론

병변이 망막의 어떤 층에서 발생하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광간섭단층촬영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은 빛의 간

진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망막의 신경세포가 손

섭 현상을 이용하여 생체 조직의 단면 영상을 비침습적으로 (non-

상되어 시신경섬유층이 손상되는 질환인 녹내장을 진단하는 데에도

invasive)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1].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아 인체

OCT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안과용 OCT는 다양한 망막

에 무해하며 안전하게 고해상도 단층 영상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질환을 정밀하게 진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망

차세대 의료영상 기기로 각광 받고 있다. OCT는 넓은 파장 대역을

막 질환 진단의 표준 의료 영상 기기로 자리잡았으며 임상에서 널리

갖는 광원을 사용한 간섭계를 기반으로 하는데, 기준단 (reference

활용되고 있다.

arm)과 샘플단 (sample arm) 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온 빛의 간섭 신

또한, OCT는 심혈관 질환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로써 심장내과에서

호를 분석하여 샘플의 깊이 방향 구조를 재구성 하게 된다. 샘플단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3]. 관상동맥 내 플라크 침착으로 발생하는

통해 생체 조직과 같이 반투명하고 산란 매질을 포함하는 샘플에 빛

동맥경화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

을 조사할 경우, 샘플에 의해 산란되고 반사된 빛이 되돌아 오고 기

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동맥경화 병변을 관찰하기 위해 X선

준단과의 광경로 차이에 따른 간섭 신호를 형성하게 된다. OCT는 일

촬영 (x-ray), MRI, CT 등의 의료영상 기기가 활용될 수 있으나, 심장

반적으로 10 µm 정도의 분해능을 갖는데, 이는 의료영상 영역에서

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혈관과 혈관내 플라크의 크기에 비

는 매우 고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공명영상

해 위 의료영상 기기들의 분해능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관찰에는 어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컴퓨터 단층촬영 (computed

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동맥경화 병변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tomography, CT) 등이 1 mm 수준의 분해능을 갖는 영상을 제공하

는 혈관 내부에서 고해상도 영상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고 초음파 영상 (ultrasound)이 100 µm 정도의 분해능을 제공하는

OCT 의 경우 광섬유와 초소형 렌즈를 이용하여 혈관 내부로 진입이

것을 감안할 때, OCT는 여타 의료영상 기기가 제공하지 못하는 매우

가능한 얇은 관 형태의 카테터로 개발하는 것이 용이하며, 병변에 접

높은 공간 분해능의 생체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 정밀한 진단에 있

근하여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개

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OCT 는 전신에

발된 OCT 카테터 기술은 주로 혈관내 OCT (Intravascular OCT, IV-

대한 단층 영상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OCT는 수 mm 정

OCT)로 불리우며, 심혈관 질환의 정밀한 진단을 위한 의료영상 기기

도의 깊이 영역에서 단층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 샘플의 투명도와

로 각광 받고 있다.

산란 정도에 따라 영상이 가능한 깊이가 제한되기도 한다. 즉, OCT

본 리뷰에서는 혈관 영상을 위한 OCT 카테터 기술, 즉 혈관내 OCT

는 최신의 광학 의료영상 기기로써, 생체 조직 내부의 깊은 곳이 아

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혈관내 OCT 의 원리 및 핵심

니라 생체 조직 표면에 가까운 곳에서 고해상도의 영상이 필요한 경

광학 기술, 심혈관 질환 진단을 위한 혈관내 OCT 의 임상적 활용, 혈

우 정밀한 진단을 위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관내 OCT 의 기술적 발전 현황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OCT 는 안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빛을 받아들이는 눈의 구조 덕분에 동공을 통해 망막을 직접

2. OCT 카테터 기술

관찰할 수 있는데, OCT 는 망막의 다층 구조를 정밀하게 영상화 할

OCT는 샘플단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형하여 원하는 응용 분야에 맞

수 있다 [2]. 망막은 10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OCT가 가진 높

는 영상 기기로 개발이 용이하다. 특히 OCT는 광섬유를 기반으로 개

은 해상도로 망막의 단면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망막 질환의

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샘플단 역시 광섬유를 이용하여 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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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혈관내 OCT 시스템의 개념도 및 (B) 혈관내 OCT 카테터, 회전접합부, 영상 프로브 개념도 [4, 5].

있어 소형화에 유리하다. 관상동맥 내부로 안전하게 삽입되기 위해

달되는데 광섬유 끝단에는 빛을 모아 초점을 형성할 수 있는 렌즈와

서는 지름 1 mm 이하의 초소형 카테터가 필요한데, 광섬유를 바탕

빛을 직각으로 반사시켜 혈관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으로 OCT 카테터 기술이 개발되었다. 카테터 기반의 OCT 기술은

울 혹은 프리즘을 제작하게 된다.

Tearney et al.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는데 [4, 5], OCT 시스템 부와
카테터를 포함하는 샘플단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
이 OCT 시스템 부는 광원, 간섭계, 기준단, 검출기, PC 를 포함하며,
샘플단은 광섬유를 기반으로 하는 카테터 형태의 내시경으로 개발
되었는데 OCT 영상 프로브 (imaging probe)와 회전 접합부 (rotary
junction)로 구성된다. 본 리뷰에서는 OCT 시스템 보다는 카테터를
포함하는 샘플단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1. OCT 카테터 영상 프로브
OCT 카테터 영상 프로브는 혈관 내부로 레이저 빛을 가이딩하
여 혈관 내벽에 레이저를 조사해 줄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심장

그림 2. OCT 영상 프로브. (A) 볼 렌즈 영상 프로브 개념도 및 (B) 폴리싱 전 (좌)과 후 (후)
볼 렌즈 사진, (C) 그린 렌즈 영상 프로브 개념도 및 (D) 사진 [5, 6].

에 있는 관상동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그림 2는 볼 렌즈 (Ball lens)와 그린 렌즈 (GRIN lens)를 이용하여 광

때 OCT 카테터의 직경은 1 mm 이하여야 하고, 길이는 약 1.5m 정

섬유 끝단에 렌즈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도가 되어야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다. 주로 대퇴부의 동맥에서부터

[5, 6]. 그림 2A 와 같이 볼 렌즈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단일모드 광섬

카테터를 삽입하여 심장의 관상동맥까지 진입하기 때문이다. 최근

유 끝에 코어리스 (coreless) 광섬유를 접합 (splicing) 시키고 특정한

혈관내 OCT는 대부분 1,300 nm 대역의 광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길이로 절삭해 준다. 광섬유 가공기 (optical fiber glass processor)

OCT 카테터 영상 프루브는 단일모드 광섬유 (single-mode fiber)

를 이용하여 이 코어리스 광섬유의 끝단을 필라멘트로 가열하면서

SMF-28을 기반으로 제작된다. 이 단일모드 광섬유를 통해 빛이 전

코어리스 광섬유를 천천히 전진시켜주면, 코어리스 광섬유가 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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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볼렌즈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볼렌즈는 전방으로 빛을 모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OCT 카테터 영상 프로브는 광섬유를 이용하

조사하게 되므로, 빛을 반사시켜 혈관 벽으로 빛을 조사해 주기 위해

여 혈관 내부로 레이저를 전달하고 혈관에서 반사된 빛을 OCT 시스

서는 볼렌즈를 약 41도 각도로 폴리싱을 해주게 된다. 각도를 45도

템으로 전달하게 된다. 이 때 혈관으로 조사되는 레이저를 회전시켜

로 만들어 직각으로 빛을 조사할 경우 쉬스 (sheath) 및 혈관 표면에

주어야 혈관 내부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때 혈관을 안전하게

서 반사되는 너무 강한 빛이 직접 되돌아오게 되어 검출기의 영역을

보호 하도록 의료용 쉬스를 사용하게 된다. 쉬스는 OCT 카테터의 외

벗어나 포화시키기 (saturated) 때문에, 수직에서 약 8도 정도 벗어

경을 결정하는데 주로 1 mm 이하의 쉬스를 사용한다. 쉬스의 끝단

난 각도로 혈관 벽을 조사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 때 볼렌즈의 크

에는 혈관 내부로 OCT 카테터를 안전하게 삽입시킬 수 있도록 가이

기 및 모양은 초점거리 및 영상 범위, 초점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결

드와이어 레일이 제작되며, 마커를 포함하여 x-ray 조영시 혈관 내부

정하게 된다. 쉬스는 일종의 실린더 렌즈로 작용하여 비점수차를 유

에서 OCT 카테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미

발하게 되는데, 이 수차를 보정해 주기 위해 볼렌즈의 장축과 단축을

징 쉬스와 광섬유 컨넥터를 포함한 전체 이미징 카테터의 사진은 그

조정하게 된다. 혈관용 OCT 카테터 영상 프루브의 볼렌즈는 대체로

림 3B 와 같다.

200~400 µm 정도의 직경을 갖도록 제작된다. 또한, 볼렌즈를 형
성하는 대신 그린 렌즈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림 2B). 단일모드 광

2.2. 회전 접합부

섬유 끝단에 그린 렌즈 혹은 그린 광섬유를 접합시키고 41 도 각도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OCT 이미징 프로브는 고속으로 회전을 하

폴리싱 하거나 반사 프리즘을 부착하여 혈관을 조사하며 특정한 거

며 혈관 내부 영상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회전할 때 광섬유가

리에서 초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경우에 따라 작은 유리 막

꼬이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회전 접합부 (rotary

대나 코어리스 광섬유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junction) 라고 부른다. 즉, 회전 접합부는 고정되어 있는 광섬유

단일 모드 광섬유는 10 µm 직경의 코어, 125 µm 직경의 클래딩, 155

와 회전하는 광섬유를 자유공간 (free space)에서 광학적으로 결합

~ 250 µm 직경의 코팅으로 구성되어 있다. 폴리머 코팅이 광섬유를
보호하고 있으나 굵기가 매우 얇아 기계적 충격이나 휘어짐에 의해
광섬유가 파괴되기 쉽다. 특히, OCT 카테터 영상 프로브는 혈관 내
부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2차원 단면 영상을 획득하게 된다. 따
라서 단일 모드 광섬유를 보호하며 고속 회전 토크를 전달하기 위해
토크 코일을 사용하게 된다. 토크 코일은 얇은 와이어를 2겹 내지 3
겹으로 감아 유연하고 잘 구부러지면서도 토크를 전달해 줄 수 있다.
또한 그림 3A와 같이 광섬유 끝단에 제작된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징 윈도우를 포함한 하이포튜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 (A) 토크코일, 하이포튜브, 볼렌즈를 포함하는 이미징 프로브의 사진 (scale
bar=1mm), (B) 이미징 쉬스 및 광섬유 컨넥터를 포함하는 이미징 카테터 전체의 사진 [6, 7].

그림 4. (A) 그린렌즈 한 쌍을 이용한 광섬유-광섬유 회전 접합부 개념도, (B) 렌즈를 사용하지
않는 회전 접합부 개념도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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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ing)해 주어, 광섬유의 원활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그

선에 비해 조직 투과율이 높아 혈관 내벽의 깊은 곳까지 단면 영상

림 4A와 같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두 광섬유를 광학적으로 결

을 관찰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레이저의 중심 파장과 파장 대

합하기 위해 한 쌍의 콜리메이터 렌즈를 이용할 수 있다 [8]. 이 때

역에 의해 결정되는 OCT의 깊이 방향 분해능 (axial resolution)은

그린렌즈 등을 이용하여 광학적 손실을 최소화 하며 고정 광섬유와

약 10 µm 정도이며, 이미징 프로브에 의해 결정되는 OCT의 횡 방

회전 광섬유를 결합할 수 있다. 또는, 그림 4B와 같이 캐필러리 튜

향 분해능 (transverse resolution)은 약 30 µm 정도 수준이다. 100

브를 이용하여 두 광섬유가 10 µm 정도로 매우 가깝게 간격을 유지

~ 200 kHz 정도의 반복률을 갖는 swept-source 레이저와 간섭계,

하게 하여 넓은 파장대역에서 두 광섬유의 광학적 결합이 가능하다

balanced 검출기, 그리고 고속 digitizer 가 사용되어 100~500 fps

[9]. 이 때 모터와 기어 혹은 벨트를 이용하여 광섬유를 회전시켜주

의 단면 OCT 영상을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개 100 ~ 500 rps 의 고속 회전을 만들
어 낸다. 이 때 혈관 내부의 3차원 영상을 얻기 위해 고속 회전과 더

3. 심혈관 질환 진단 응용

불어, 이미징 프로브를 선형으로 이동시키며 나선형의 3차원 스캔을

혈관 영상을 위한 OCT 카테터 기술은 세계적으로 Abbott 와

만들어 주게 된다.

Terumo 두 업체에서 상용화하여 혈관 진단용 의료 기기로 판매하고
있다 [10, 11]. 이를 활용하여 심혈관 질환을 진단하고, 약물이나 다

2.3. OCT 시스템

양한 치료 효과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는 다양한 임상 연구가 진행되

혈관 영상을 위한 OCT 카테터 기술에서 OCT 시스템은 swept-

고 있다 [3, 12]. 혈관내 OCT는 높은 분해능과 높은 민감도를 바탕으

source 방식의 OCT가 사용되는데 1,300 nm 의 중심 파장과 약

로 관상동맥내 작은 동맥경화 병변의 구조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영

100 nm 의 파장 대역을 갖는 레이저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1,300

상화 해준다. 그림 5A는 정상적인 관상동맥의 OCT 단면 영상을 보

nm 파장에서는 고효율의 광섬유 및 광학 부품들이 많이 활용되고

여주는데, 내막 (intima), 중막 (media), 외막 (adventitia)을 포함하

있어, 고성능의 OCT 개발이 용이할 뿐 아니라, 파장이 짧은 가시광

는 혈관의 막 구조를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해준다. 동맥경화로

그림 5. 혈관내 OCT 관상동맥 단면 영상. (A) 정상 혈관, (B) 섬유성 플라크, (C)석회화 플라크, (D) 얇은 막 동맥경화반 (Thin-capped fibroatheroma), (E) 혈전. Scale bars = 1m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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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다양한 죽상동맥경화반의 변화 특성을 혈관내 OCT 로 관찰할

키고 스텐트가 혈관의 내경을 확장시켜 줄 수 있도록 풍선 카테터를

수 있다. 섬유성 플라크 (fibrous plaque)는 건강한 혈관과 비교하여

부풀려 주게 된다 [14]. 이 후 풍선 카테터를 제거하게 되면 스텐트가

혈관 내벽의 두께가 확연하게 증가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혈관을 지지해 주어 혈류의 흐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때

림 5B), 석회화된 플라크는 신호가 약하고 복잡한 형태를 띄며 명확

혈관의 크기에 알맞는 스텐트를 삽입해 주어야 하는데, 스텐트 삽입

한 경계가 생기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림 5C). 갑작스런 동맥경화

이 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스텐트 혈전증 등 다양한 문제를

반의 파열로 인해 급성관동맥 증후군이 발생해 심장마비로 이어지

유발할 수 있다 [15]. 혈관내 OCT 는 혈관의 정확한 크기를 측정할

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파열이 일어나기 쉬운 동맥경화반을 취약

수 있도록 하여 스텐트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성 경화반 (vulnerable plaque)이라 부른다. 이러한 취약성 경화반은

아니라 [16], 그림 6B와 같이 스텐트의 불완전 부착 (malapposition)

지질이 많은 핵 (lipid rich core)과 대식세포의 침윤이 많은 섬유막

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림 6C와 같이 스텐트 시술 이후 새로운 조직

(fibrous cap)을 갖는 특성이 있다 [13]. 혈관내 OCT 에서 취약성 경

이 스텐트를 잘 덮어 치유되는 과정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화반은 그림 5D와 같이 표면 근처의 강한 신호, 불명확한 경계, 높은
신호 감소로 특징 지어진다. 혈전은 혈관 내벽에 붙어 있거나 떠있는

4. 혈관내 OCT 영상처리 기술

덩어리로 나타나는데 (그림 5E), 적색혈전 (red thrombus)과 백색혈

혈관내 OCT 영상은 수백 프레임의 2차원 영상을 포함하는 3차원 영

전 (white thrombus)은 신호의 세기 및 신호 강도의 감쇠 정도로 구

상 데이터를 2~3초 이내에 생성한다. 이러한 3차원 혈관 내벽의 영

분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동맥경화 병변의 특징들 이외에, 대식세

상 정보를 적절히 가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정밀 진단

포 (macrophage)의 침착, 콜레스테롤 결정 (cholesterol crystals),

에 도움을 주고 있다. 3차원 영상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줄 수

미란 (erosion)도 영상화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있도록 3D 렌더링을 적용할 경우 시각적으로 직관적이 정보를 제공

혈관내 OCT 는 앞서 살펴본 동맥경화 병변의 특성을 영상화 할 수

해 줄 수 있다. 또한, 영상 정보에서 객관화된 정량 정보를 얻기 위해

있을 뿐 아니라 스텐트 (stent)의 구조 및 스텐트 삽입 후 치유 과정

분할 (segmentation), 검출 (identification)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머

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맥경화로 인해 혈관의

신러닝 기술이 적용되어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OCT 영상

내경이 좁아질 경우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에 내재되어 있는 신호를 분석할 경우 혈관 내벽의 구조적인 특징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게

정량화 하거나 구조 정보 이외에 다양한 특성을 평가할 수도 있다.

된다. 그림 6A와 같이 혈관이 좁아진 병변 부위에 스텐트를 위치시
4.1. 3D 렌더링
혈관내 OCT 영상은 수 백장의 2차원 영상을 포함하는 3차원 영상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2차원 영상을 조합할 경우 3
차원 혈관 내부의 영상으로 렌더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7A 는 관
상동맥의 3D 렌더링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17]. 혈관, 스텐트, 지질,
가이드 와이어에 서로 다른 컬러 코딩을 바탕으로 혈관 내벽의 구조
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다. 스텐트 및 스텐트를 덮고 있는 신생 내막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스텐트 끝 부분에 위치한 지질 물질의 분포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7B 는 스텐트가 삽입되어 있는 혈관의 3D 렌더
링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텐트 파열이 관찰되고 있다 [18]. 이러한 특
징들은 2차원 단면 영상에서는 관찰하기 쉽지 않은데, 3D 렌더링을
그림 6. (A) 스텐트 시술 방법 개념도, (B) 스텐트 불완전 부착, (C) 혈관 치유 신생내막 [14-16].

통해 혈관 내부의 전체 구조를 한 눈에 보여줌으로써 명확하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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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et al. 은 Neural network 을 이용하여 스텐트를 95% 이상의
정확도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스텐트 자동 검출 알고
리즘은 스텐트 apposition 및 stent healing 을 정량적인 평가를 가
능케 한다.

4.3. 분광 분석 기술
그림 7. (A) 혈관내 OCT 관상동맥 3D 렌더링 (red:혈관, blue:스텐트, yellow:지질, gray:가
이드와이어). (B) 스텐트 파열 3D 렌더링 (red:혈관, white:스텐트) [17, 18].

OCT 는 넓은 파장대역의 광원을 이용하여 간섭 신호를 분석하는 기
술이다. OCT의 간섭 신호에 푸리에 변환 (Fourier transform)을 적
용할 경우 깊이 방향의 반사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다

해 줄 수 있다.

양한 종류의 생체 조직들은 파장 대역에 따라 반사 및 흡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림 9A), 이를 활용하여 생체 조직의 성분 분석

4.2. 혈관내 OCT 영상처리를 위한 머신러닝 기술

이 가능하다 [21]. 이를 분광 (spectroscopic) OCT 라 부른다. 즉, 특

혈관내 OCT 영상에서는 혈관 내벽 병변의 상태에 따라 OCT 영상에

정 물질은 특정한 파장 대역에서 반사 혹은 흡수가 강하게 나타나는

특이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신호의 특성을 이용할 경우 자동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스펙트럼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OCT의

으로 동맥경화 병변의 종류를 분류 (classification)할 수 있다. 플라

간섭 신호에 단시간 푸리에 변환 (short-time Fourier transform)을

크의 구성 물질에 따라 빛의 산란 및 흡수에 대한 특성이 다르기 때

적용할 경우 파장 대역에 따른 깊이 방향의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게

문이다. 그림 8A 에서는 지질층이 풍부한 플라크와 지질층이 없는

된다. 그림 9B는 분광 OCT 를 이용하여 혈관 내벽의 지질의 분포를

섬유성 플라크를 자동으로 분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9]. 또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1300 nm 대역에서는 짧은 파장 대역에서

그림 8B 에서는 스텐트를 자동으로 검출하여 malapposition 과 신

지질의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혈관 내벽에 지질층이 존재할 경

생내막의 두께를 자동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 스

우 짧은 파장 대역의 빛이 많이 흡수되어 스펙트럼의 변화가 나타나

텐트는 가는 금속 와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빛에 의해 명확한

게 된다. 이를 이용할 경우 그림 9C 에서와 같이 혈관 내벽의 지질 분

그림자가 생기며 빛을 강하게 반사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스텐

포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트의 영상 특성을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스텐트를 검출할 수 있다.

그림 8. (A) 지질층 자동 분류 알고리즘 적용 결과, (B) 스텐트 자동 검출 및 apposition 및 stent healing 정량 평가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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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 파장에 따른 동맥경화 관련 생체 조직의 흡수율, (B) 지질 성분을 overlay 하여 표현한 혈관내 OCT 영상, (C) 지질 성분 분석을 위한 ORO 염색 조직검사 [21].

5. 차세대 혈관용 OCT 내시경 기술

리즘을 고속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초당 4,000 프레임의 속도로 혈관

혈관내 OCT 기술은 기존 혈관내 초음파 (Intravascular ultrasound,

내 영상을 획득한 연구도 제시되었다 [23]. 이 기술은 2.8 Mhz 속도

IVUS)에 비해 10배 가량 좋은 해상도를 바탕으로 관상동맥 질환을

의 swept laser를 기반으로 구현되었는데 heartbeat OCT로 명명되

진단할 수 있는 의료 진단기기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최근 OCT

었다. 한 심장박동 사이클 이내에 3차원 혈관 영상을 얻을 수 있어 심

기술의 발전 및 혈관 내시경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혈관용 OCT 내시경

장박동으로 인한 영상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

기술도 더욱 발전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의 기술을 뛰어 넘

다. 이처럼 OCT 시스템의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혈관내 OCT 기술도

을 수 있는 차세대 혈관용 OCT 내시경 기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속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자 한다.
5.2. 다기능 OCT 기술
5.1. 고속 OCT 기술

OCT 는 기본적으로 생체 조직의 형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생

Swept-source 기반의 OCT 는 광원의 속도와 이미징 프로브의 회전

체 조직에서 반사되거나 산란된 빛을 신호로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속도에 의해 OCT 의 속도가 결정된다. 현재 혈관내 OCT 시스템에

이러한 생체 조직의 형태 변화는 동맥경화 병변에서 다양한 병리학

서는 100 kHz ~ 200 kHz 정도의 반복률을 갖는 swept-laser 가 널

적 정보를 제공하여 진단에 도움을 주지만, 분자영상이나 기능영상

리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 이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파열 위험성이 높은 취약

발표되고 있다. 또한, 이미징 프로브의 회전 속도는 100 ~ 180 rps

성 경화반을 검출하고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는 염증 반응 등 분자영

정도를 갖는데, 이를 극복하여 초고속의 프레임 속도를 얻을 수 있

상이 필수적이고, 병변의 구성 성분을 알아낼 수 있는 기능영상이 필

는 기술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243 kHz 의 고속 swept-laser 와

요하다. 이를 위하여 OCT 에 추가적으로 분자영상 혹은 기능영상

500 rps 에 이르는 고속 회전 접합부를 개발하여 초당 500 프레임

을 획득하기 위한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근적외선 형광영상 (Near-

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 제시되었다 [22]. 이를 활용할 경

infrared fluorescence, NIRF)은 특정 세포, 단백질, 혹은 효소에 타

우 영상 속도를 크게 단축시켜 1초 이내에 혈관 내 3차원 영상 획득

겟하여 형광 신호를 획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동맥경화

을 완료하거나, 더욱 촘촘한 영상을 획득함으로써 3차원 영상 해상

반의 염증에 반응할 수 있는 형광 물질을 이용할 경우 파열 고위험

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전 접합부를

취약성 경화반을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다 [24]. 그림 10A 는 혈관

이용하여 이미징 프로브를 고속으로 회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

내 OCT-NIRF 기술을 이용하여 동맥경화 병변의 형태 변화 및 염증

나, 이미징 카테터의 끝단에 마이크로 모터를 설치하여 마이크로 프

반응을 동시에 영상화한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빛의 간섭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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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 동맥경화 병변 (a)OCT-NIRF 영상, (b)확대 영상, (c) 대식세포 염색 조직검사, (d) 형광 현미경 영상, (B) PS-OCT 영상: 얇은 막 동맥경화반 (Thin-capped fibroatheroma) (위), 플
라크 파열 (아래) [24, 25].

하는 OCT 에서 추가적으로 polarization 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경

갈 것으로 기대된다.

우, 조직의 편광 및 복굴절 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 혈관내 영상에서
는 섬유성 조직의 미세구조 및 배열이 편광 및 복굴절 특성에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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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사람은 세 가지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 행복감이 더 커진다고 한다.

사람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태도나 입장을 취하는 성질을 가지

그 하나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고 있다. 민족성도, 개인의 성향도 다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나 생각

있을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을 것’이다.

된다.
전염병의 근원지인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

작년 12월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로

부를 불신했고, 전염병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던 신천지 신도들을

확산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던 행복을 위협받는 일들이 발생

비난했으며, 마스크 대란을 초래한 사재기업체와 관련 부처의 안일

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나라가 국경을 폐쇄했고, 이로 인해 항공기

한 대응에 분노했고, 자가 격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생각

운항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외부활

없이 제주도에 갔다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강남 모녀에게 냉철

동이 제한되는 등,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증유(未曾

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동조하기도 했다.

有)의 사태를 불러일으키면서 일상의 행복까지 침해받는 상황에 이
르렀다.

하지만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로 인해 해당 전염병이 일본, 유럽
과 미국까지 휩쓸게 되자 상황이 반전되었다. 국경이나 공항을 폐쇄

영업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왕래나 만남이 줄

하지 않고도 이를 극복해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대단한 일을 해내고

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고, 자가 격리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확진환자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검

인해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사태가 장기화 되면

사방법 등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한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

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퇴색되어 버렸다.

에 감사하게 되었고, 마스크 5부제라는 불편한 구입방식에 따라준
국민들에게 각 나라는 찬사를 보냈으며,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사회

'코로나19' 전염병은 국경은 단지 지도에 표기된 선에 불과할 뿐 세

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모습에 유럽의 다수 국가가 한국을 벤치마

계가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충격적인 사

크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건이었고, 복지와 의료체계가 완벽한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것도 깨닫게 해 주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은 G2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
는 애매한 국가이기도 하고, 강대국인 일본을 무시하는 전 세계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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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국가이고, 원자재가 없는데도 수출 주도형 산업을 육성하여 경

라는 걸 알면서도 바로 행하지 못함은 시작에 대한 열망보다 실패에

제성장을 이룬 국가이기도 하다. 대통령에 따라 대북정책이 수시로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은 아닐까 반성해 본다.

바뀌기도 하고 한쪽은 친북을, 또 다른 한쪽은 친미를 외치는 국가로
세계인들은 매우 이상하고 특이한 나라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하루가 곧 일생이 된다. 작은 강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하나씩
쌓아온 일들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간다. 그러므로 가장 잘 할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사재기가 필요 없는 나라, 통신 인프라가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가 성공의

잘 되어 있는 나라, 택배 운송 시스템도 최고이고 의료보험 등 의료

비결임을 명심, 또 명심하자 !!!

시설과 체계 또한 세계 최고인 나라로 급부상했다. 더불어 해외에 있
는 국민들을 전세기로 귀국시키는 나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전

<1-2. 행복이 무엇이더냐?>

염병의 확산 없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문제없이 시행한 나라

무엇이 행복이고, 불행인가?

로 이미지가 제고되었고, 덩달아 국격이 급상승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복도, 불행도 미리부터 정해져 있는 것인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굳이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화가 오히려 복이 된다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사자성어가
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 BTS를 필두로 한

하지만 행복과 불행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작

K-Pop의 성공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이토록 세계의 이목을 받았던

은 것도 커지고, 큰 것도 작아질 수 있는 극히 상대적인 가치라고 생

적이 있었던가?

각한다. 현명한 사람은 큰 불행을 겪더라도 일상다반사로 여기고 작

2020년 봄날의 벚꽃은 다 떨어져 잎이 나왔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

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불행도 현미

진다는 말이 있듯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들

경으로 확대해서 스스로 큰 고민에 빠져들어 힘들어 하는 사람이다.

도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증권회사를 다니다 보면 여러 부류의 고객들을 만나게 된다.
추신, 2020년 개인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을 일기 형식으로

상황이 좋을 때는 그 차이가 대동소이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쓴 글을 덧붙여 본다.

는 개인별 성향이 여실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작은 손실에 안절부절못하는 고객도 있고, 큰 손실로 피해

[1월]

가 컸음에도 시장 상황을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관리자
를 격려해주는 고객도 있다.

<1-1. 어떤 시작을 할 것인가?>

우호적이면 좋은 고객이고 비우호적이면 나쁜 고객이라는 이야기가

옛일은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며 ‘토고납신(吐故納新)’을 사람

아니다. 투자에는 이익과 손실이라는 양면성이 존재하는데, 한쪽으

들에게 전파해 놓고, 정작 나는 여전히 새로움이 없는 어제와 같은

로만 지나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고객을 만나면 상대하는 입장

오늘을 산다.

에서 많이 힘들어진다. 물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배우
기도 하지만 말이다.

오늘의 하루는 내일의 이틀과 같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난 무엇인가를 행함에 있어 주저하고 늑장대응

행복과 기쁨은 인생의 절반만 가르쳐준다고 한다. 인생의 참맛을 알

을 되풀이 하고 있다. 좋은 날과 적당한 때는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

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죄다 슬픔과 좌절을 극복하고

고 해서 오는 게 아닌데도 말이다.

우뚝 일어선 사람들이다. 그러고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고난을 겪어

그것이 무엇이든 당장 실행에 옮기는 때가 가장 시작하기 적합한 때

본 후에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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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가 그런가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슈퍼컴퓨터로 기상을 예측하는 일
기예보도 빗나가는 일이 다반사인데, 우리가 한 예측이나 전망이 빗

<2-1. 마음을 전하는 일>

나갔다는 질책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목소리나 기가 살아야 운

코로나 전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행사, 회의, 외부방문 등의 영

도 살아난답니다.

업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덕분에 1월에 신규 부임해
온 이곳에서 새로운 동료들과 친해질 겨를도 없었다. ㅠㅠ

3. 계속 하락하는 장세에 좌절하는 직원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쩌면 지금 가장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 옆 동료와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어간

상황이다 보니, 눈만 뜨고 인사하는 정도이고 식사를 함께하는 것도

다는 것은 그만큼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친밀감을 표할 수 있는 시간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4. 좋은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이 시기도 또한 지나갑니다. 희망이 있어야 고난도, 어려움도

지금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명하복이나, 고압적인 방식의 지시가

극복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힘냅시다.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업의 일선 현장에서는 그런 구태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2-3. 유독 힘들었던 날>

소통을 위한 바람직한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여

살다 보면 유독 힘든 날이 있다.

야 하고,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가, 그들의 입장을 전하는

그런 날은 힘들어도 성격상 내색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약해질 때,

입이 되어줄 때 리더십이 더 커지는 것 같다.

힘이 들 때, 위로나 토닥임도 받고 싶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일은 참 어렵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우선되

스스로 눈을 감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혹시 간과하거나 잘못된 것은

어야 하고, 상대방과 나의 다름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소통이 가

없었나 되돌아보기도 한다. 사업이나 투자나 실패를 한 번 겪고 나면

능하기 때문이다.

그 후유증이 생각보다 크고 길다는 것을 잘 알기에 실패하는 의사결
정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말을
하는 것이 사실 가장 기본적인 소통방식인데, 가장 쉽고 기본적인 것

과정은 좋았으나, 결과가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다. 투자에 있어 결

이 가장 행하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르겠다.

과보다 우선시되는 과정은 없다는 걸 알기에 질책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경우는 감당하기 어렵다.

<2-2. 힘들어하는 직원들에게>
1. 주식시장이 어렵네요.

어제는 퇴근길에 아프리카 어떤 부족처럼 집 근처에 ‘욕나무’가 하나

향후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다 무너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욕나무에 대고 속에 담아둔 마음을

것 같은 어두운 표정들을 짓지 않았으면 합니다. 좋은 운은 밝은 얼

시원하게 퍼붓고 나면 이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

굴을 할 때 들어오는 법이니까요.

되지 않을까?

2. 고객들에게 욕 좀 먹는다고 기죽지 않았으면 해요.
늘 칭찬만 듣고 비난을 피하고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디 세상살이

067

MISCELLANY /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 글 김재정 _ 현대차증권 강남지점장

[3월]

환경이 평탄할 때는 최고의 가치가 신뢰입니다. 따라서 기존 거래처
에 의존하는 형태로 발주와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시장의 변화는 거

<3-1. 착한 기부를 보면서>

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3월 초순 부산에서 장애우가 본인이 모아둔 마스크 11장을 파출소에

하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변화로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

손 편지와 함께 두고 간 사실이 뉴스에 보도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이 도래하면 최고의 가치는 혁신이 됩니다. 기존 방식에 대한 혁신을
거듭해왔던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에서 부각되는 가치에 맞게 새로

대구에 의료봉사를 자원한 의료진들도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지

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선 장면을 TV에서 자주 접

혁신은 익숙했던 환경에서 편하게 일을 해왔던 기업이 당장 하고 싶

하던 시기에 본인이 일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모아둔 마스크를 ‘필요

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변화가 모든 기업에게 꼭

한 사람에게 나눠주었으면 좋겠다.’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이타심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부족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해당 뉴스가 보도된 이후에 착한 기부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늘어났

인터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고, 저금리와

고, 북새통 속에서도 노약자나 의료진에게 마스크를 먼저 건네자는

달러 및 화폐발행의 힘으로 경제를 떠받치는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

여론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과 이에 준하는 준
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행과 감사의 마음은 어려울 때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신선한 충격이었다.

<3-3. 전쟁 같은 3월을 보내면서>
3월의 마지막 날. 이번 달은 정말 파란만장했던 것 같다. 파도의 물결

<3-2. 신뢰 VS 혁신 >

침이 만장의 길이나 된다는 이 단어를 3월을 마감하면서 적합한 용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기흥에 소재한 회사에 방문할 일정을 늦추었

어로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가 다시 양해를 구하고 방문을 하기로 했다. 지점에서 근무를 하면
서 상장회사 대표가 직접 만나주는 일은 드문 일이기에 방문하면서

한숨을 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던 힘든 시간들이 또 이렇게

도 매우 긴장이 되었다.

지나간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또 다른 시작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다.

약속된 시간보다 더 일찍 도착했는데도 직원을 통해서 동선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신 부분에 1차적으로

요즘 전쟁의 반대말은 일상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전적으로 그

감동을 했고, 깨끗한 회사의 벽면에 새겨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말들에 동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다 보니

글들을 보면서 또 한 번 감동했다.

자유로움이 주던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금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 등을 이야기 하다가 굉장히

잃게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건강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인상적인 말씀을 하셔서 적어보고자 한다.

소소하고 평범한 것들도 정말 소중한 행복이었음을 몸소 체감한 시
간이었던 것 같다.

“기업은 금번 같은 위기가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기업 경영을 하다보면 신뢰가 필요한 시기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길 위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가 있고, 혁신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것에 있다고 한다. 목표에 도달한 후에 받는 보상이 아니라,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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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보고, 듣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말

실수는 누구나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실수를 통해서 경험을 쌓

이다.

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실수를 했음에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
거나, 아무런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 실수는 늘 실패로 귀결이

우리가 잘 모르고 살지만 소중한 것은 늘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 있기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과 실패의 차이는 배우고, 받아들이

에 소중한 것일 수도 있겠다. 필요할 때 찾지 말고, 보고 싶을 때 자주

고, 무엇을 얻었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

보면서 살 수 있는 게 가장 소중한 일상의 행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작은 차이가 큰 격차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4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우연한 성공은 없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자.

<4-1. 다름과 틀림>
우리나라에서 진보와 보수는 많은 면에서 다른 것 같다. 다르다고 다

<4-3. 현명한 사람이 되는 법>

틀린 것은 아닌데 정치적 입장에서는 틀림으로 귀결되곤 한다. 물과

총선 이후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말이 인상적이어서 적어본다.

기름이고, ‘톰과 제리’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틀린 말을 하게 되고,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
고, 안 하면 더 좋았을 말도 하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비평을

상대방과의 관점, 입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간극은 결코 좁

그만 두려고 한다.”

힐 수 없다. 다름은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반해, 틀림은 기준
과 잣대를 들이대고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

문득 ‘라파엘로 산치오’의 명언이 오버랩 된다.

해버리니 말이다.

“현명한 사람이 되려거든 사리에 맞게 묻고, 조심스럽게 듣고, 침착
하게 대답하라. 그리고 더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기를 배워라.”

정치뿐만 아니라 세대간, 남녀간, 개인 간에도 관점의 차이는 늘 존
재한다. 그래서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말하고 있으면 남이 이득을 얻는다고

방을 존중하는 일은 사실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현실에서 실천하기

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라고도

는 녹록찮은 일임에 틀림없다. 늘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한다. 그만큼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일이 쉬운 일이 아

비난하는 것을 보면...

니라는 얘기다.

나도 우리 아이들이 못마땅하다.

소통의 출발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인데, 우리는 말을 많

하지만 부모와 다른 것일 뿐, 그 녀석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틀렸

이 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계획들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다 나름의
계획들이 있을 거라고 믿기로 했다. 그렇게 생각해야 내 마음이 편하

운전을 할 때 빨간 신호등에 정지를 하듯, 내가 말하기 전에 상대방

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을 생활화 하자. 언어를 배울 때 수 없이 듣
고나서 말을 떼는 것처럼, 말하고 듣지 말고 먼저 충분히 듣고 나서

<4-2. 경험과 실패에 대하여>

말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자.

어떤 것이 경험일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힘든 시간과 어려움을 극복할 때 경험이 되
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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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초고심도 광이미징 연구실

IBS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초고심도 광이미지징 연구실 단체사진.

들어가며

가 유지되는 이미징 깊이는 불과 몇 백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하다.

광학 이미징은 물리, 화학, 생물 시스템의 구조, 기능, 동역학 등을 이
해하는데 필요한 시각적이고 정략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중

IBS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및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의 최원

요한 도구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미징 연구의 목표는 공간 분해

식 교수 연구실은 다중산란 현상을 광자의 무작위적인 확산(random

능의 향상이었고, 표지 인자를 이용한 형광 이미징의 경우 회절 한계

diffusion)이 아니라 파동의 결맞음 전파 현상(coherent wave

의 약 1/10 수준의 분해능을 달성하는 데 이르렀다. 회절한계에 근접

propagation)으로 보고, 지난 10 여년 동안 다중산란을 제어하거나

하는 공간 분해능을 가지는 일반적인 고해상도 광학 이미징도 많은

활용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해 왔다. 기존 현미경보다 작동 깊이

발전이 있었는데, 이들은 살아있는 생체 조직이나 생체 기관을 구성

가 깊은 초고심도 고해상도 이미징 방법들을 개발해 왔고, 빛 에너지

하는 개별 세포의 내부를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해상도를 제공

를 생체조직 내부 깊은 곳까지 집속시킬 수 있는 방법과 기존 내시경

하여 신경과학 연구나 질병의 초기 진단 등 생명과학의 중요한 문제

보다 훨씬 직경이 작은 내시경을 개발해왔다. 연구실에서 그동안 진행

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고해상도

해 온 연구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현미경들은 in vivo 연구에서는 그 유용성이 상당히 제한적인데, 그
이유는 생체조직 내에서의 이미징 가능 깊이가 매우 얕기 때문이다.

초고심도 이미징 연구

빛이 생체조직과 같은 산란매질(scattering medium)을 지날 때, 다

고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이미징 깊이를 증가시키는 다양한 방

중 탄성 충돌 때문에 이미지 정보를 잃어버리는데, 그 결과 회절한계

법들을 개발해 왔다. 특히 2015년에 발표했던 단일 산란파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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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몬파를 조정할 수 있었고(Choi, W. et
al. Nature Communications 8, 14636
(2017)), 근접장 투과행렬의 공명채널로부
터 나노구조체의 공명모드를 찾을 수 있
었다.

CLASS 현미경을 이용해 살아있는 제브라피시의 신경망을 표지 인자 없이 이미징. 부화한 지 21일된 제브라피시의 경우 노
란색 상자로 표시한 후뇌부 표면에 비늘이 두껍게 형성돼 기존 기술로는 그 내부를 관찰하기 어려웠다(a). 각 영역에서 일어
나는 빛의 파면왜곡을 수치적으로 찾아낸 뒤(c), 신경계의 섬유구조를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한 것과 같이 개별 신경가닥까지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b).

향후 전망
지난 10여년 동안 다중산란파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거나 제어하는 다양한 이미징 방
식이 제시되었지만(Yoon, S. et al. Nature

적 현미경(Kang, S. et al. Nature Photonics 9, 253 (2015))을 한 단계 발전시킨 Closed-

Reviews Physics 2, 141 (2020)), 고해상

Loop Accumulation of Single Scattering (CLASS) 현미경을 고안하여 생체조직이 만드

도 현미경의 이미징 깊이는 1 mm 내외로

는 다중산란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수차도 보정할 수 있게 하였다(Kang, S. et al. Nature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미징 깊이를 한 단

Communications 8, 2157 (2017)). 그 결과 500 nm에 이르는 매우 높은 해상도로 기존 현미

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중 산란파

경으로는 볼 수 없는 깊이까지 이미징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학문적으로는 섭동이 있는 1차

를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

역산란 문제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CLASS 현미경의 응용성

는 것이 필요하다. 그 예로 비교적 다중산

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했고, 특히 이미징 속도를 높여 살아있는 제브라피쉬의 중추 뇌신경계

란에서 자유로운 초음파를 이용한 광변

를 이미징할 수 있음을 보였다(Kim, M. et al. Nature Communications 10, 3152 (2019)). 더

조 방식으로 다중산란파를 제거하는 연

나아가 살아있는 쥐의 뇌신경을 두개골 절제 없이도 이미징할 수 있음을 보였다. 현재 CLASS 현

구를 들 수 있다(Jang, M. et al. Nature

미경의 임상 적용을 위해 눈의 망막세포 이미징에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며, 내시경 형태로

Communications 11, 710 (2020)). 현재 이

구성하여 생체의 심부 이미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기존

방식에 CLASS 현미경을 더해 현존 최고의

고해상도 광학 현미경으로는 진단이나 연구가 어려웠던 다양한 생물 및 의학 문제의 해결을 가

이미징 깊이를 구현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

능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 궁극적으로는 다중산란파의 전파 경로
를 역추적하는 고차 역산란 문제를 직접 풀

산란매질의 공명채널(eigenchannel) 활용 연구

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 난이도가

아무리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지는 산란매질이라도 빛의 전파 특성을 투과/반사 행렬로 기술

매우 높아 현재까지는 진행이 더딘 편이다.

할 수 있다. 이 행렬의 고유벡터인 공명채널(eigenchannel)에 빛을 입사시키면 빛에너지의 투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

과/반사가 그 고유치에 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고유치가 높은 공명채널에 빛을 입사시키면 빛

를 찾았고, 다음 단계의 연구에서는 의미있

에너지의 투과 혹은 반사를 증가시킬 수 있다(Kim, M. et al. Nature Photonics 6, 581–585

는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위와 같

(2012)). 최근의 연구에서는 특정 깊이의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을 그 전파시간으로부터 선택

은 차세대 초고심도 이미징 방법 개발 연구

적으로 측정하고, 시분해 반사행렬의 공명채널에 빛을 입사시켜, 해당 물체에 빛 에너지를 효

는 그 난이도가 매우 높아 한 단계씩 발전

율적으로 집속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Jeong, S. et al. Nat Photonics 12, 277–283 (2018)). 현

시키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동시

재 그 후속 연구로 측정시간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빛의 파면 제어 방법을 결합해 광치료나

에 단계별 연구의 성공이 곧 새로운 지평을

광유전학 연구 등에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투과/반사 행렬 방법은 나노포토닉스 분

여는 것이라 학문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

야에도 활용될 수 있는데, 원거리장을 제어하여 무작위적인 나노구조체에서 생성되는 표면플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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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동계학술발표회 개최 취소 및 제31회 정기총회 개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당초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홍천 소노벨 비발디파크 메이플동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한국광학회 2020년
도 동계학술발표회를 취소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
사전등록 인원 및 전시 참여 업체도 예년보다 많았었기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백 명
이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이에 사전등록비 및 숙박비는 모두 환불처리 되었으며,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도 모두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20년 동계학술발표회가 취소되며, 2020년 2월 2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제31회 정기총회가 별도로 개최되었다. 이번 정
기총회에서는 제31회 정기총회 포상자에 대한 시상식 및 2019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와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이 있었고, 제29
대 한국광학회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이윤우 회원이 당선되었음이 공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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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정기총회 포상자
포상 부문

수상자

소속

포상 부문

수상자

소속

학술대상

최원식

고려대학교

젊은광과학자상

김지수

포항공과대학교

논문상

정미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술상

김상열

아주대학교

강동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국문지부문

도윤선

경북대학교

조예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영문지부문

오경환

연세대학교

OSA Student Prize

박찬석

한국과학기술원

공로상

정영주

광주과학기술원

광기술혁신상

박성찬

단국대학교

민제홍

㈜싸이펨

해림광자공학상

이주한

서울시립대학교

김장선

㈜팬옵틱스

논문장려상

OSKJ
기여상

공로상

후원기관
감사패

2020년도 신규 평의원 (OSK Fellow, 13명)
No.

성명

소속

1

김득수

공군사관학교

2

김명기

고려대학교

3

김영주

(주)유남옵틱스

4

김장선

(주)팬옵틱스

5

김향균

홍익대학교

6

남병호

영남대학교

7

백인형

한국원자력연구원

8

여준엽

경북대학교

9

이승우

고등과학원

10

이한석

한국과학기술원

11

정윤찬

서울대학교

12

최종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3

최현희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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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K Rising Stars 30 선정 및 시상
한국광학회는 설립 30주년을 기념하고 광학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한국광학 및 광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떠오르는 스타 연구자를 발굴
하여 격려하며 이들의 참신한 비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OSK Rising Stars 30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강지훈

김세정

김소연

김종환

노준석

박용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드니공과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박준용

박형렬

백인형

송영민

신종화

신희준

금오공과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가속기연구소

심상완

유선규

유홍기

이상화

이성민

이승열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국민대학교

경북대학교

이승우

이종원

장정훈

조영욱

주경일

주기남

고려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선대학교

최기홍

최명환

최태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성균관대학교

LG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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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박승한 교수, 한국광학회 제28대 회장 취임

연세대학교 박승한 교수(물리학과)가 한국광학회 제28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지난 3월
1일부터 1년 임기를 시작하였다. 1989년 창립되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한국광학회는 우리
나라 광학 분야의 학문과 기술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학술단체이다.
현재 광과학분과를 비롯한 9개의 분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광과학 및 광
기술’ 분야의 학문과 기술 발전 및 우리나라 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광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한국광학회지’와 SCIE 영문학술지인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및 광학잡지 ‘K-Light’를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7,000여
회원들 간의 학술교류 및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윤우 박사, 한국광학회 제29대 회장 당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우주광학팀의 이윤우 박사가 한국광학회 제29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지난 2월 20일 열린 “한국광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021년 3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이윤우 박사는 1985년에 입소하여 우주광학연구단장과 산업측정표준본부장 등을 역임하였
다. 초정밀 광학부품과 결상광학기기의 측정표준을 확립하였으며, 고집적 반도체 공정용 초
박막 광계측기술과 우주용 대구경 비구면 거울을 개발하여 국내 광산업 선진화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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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민 고려대 교수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장 선임

미래 의료 환경 선도와 공공의료 선진화를 위한 범부처 전(全) 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단 단장에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3월 16일부터 2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추진하는 이
사업은 기술개발부터 제품화, 임상시험,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범부
처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 1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진단 영상 등 의광학 분야 전문가인 김 단장은 고려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A&M대에서 바이오공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부학장, 한국광학
회 의광학분과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광학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남창희 교수,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정부포상에서 웅비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정보방송
통신대연합(ICT대연합)이 주관하는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이 4월 21일 한국과
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기념식 행사에서 정부포상으로 129명이 선정되었다.
과학기술 진흥 부문에선 훈장 26명, 포장 9명, 대통령 표창 20명, 국무총리 표창 24명 등
총 79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남창희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고출력 펨토초 레이저
와 초고속 광과학 분야 기반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출력의 4페타와트 레이저를 개발, 국내
레이저과학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인 업적을 인정받아 과학기술 진흥 부문에서 웅비상을
수상했다.
남창희 교수는 현재 한국광학회 종신평의원으로 광주과학기술원에 물리광과학과 교수로 재
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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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학회

국내학술회의
7월 13일(월) ~ 15일(수)

2020년도 하계학술발표회

부산 BEXCO 컨벤션홀

8월 19일(수) ~ 22일(토)

첨단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 워크숍 (ALTA 2020)

제주 서귀포 칼호텔

2020년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COOC 2020)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2020년도 제30회 광기술 워크샵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

9월 2일(수) ~ 4일(금)
10월 21일 (수) ~ 23일(금)

국제학술회의
20/05/11
-20/05/15

CLEO 2020: Laser science and applications

OSA

All-virtual, web conference

20/08/23
-20/08/27

SPIE Optics+Photonics

SPIE

San Diego, California, USA

20/09/06
-20/09/10

The 2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tical Fiber Sensors
(OFS 2020)

OSA

Alexandria, Virginia, USA

20/10/04
-20/10/08

2020 Opto-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Conference
(OECC)

IEEE

Taipei, Taiwan

To be
announced

2020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 Pacific Rim
(CLEO-PR)

OSA

Sydney, Australia

21/01/23
-21/01/28

SPIE Photonics West

SPIE

San Francisco, California, USA

21/03/28
-21/04/01

"The Optical Networking and Communication
Conference (OFC 2021)"

OSA

San Francisco, California, USA

한국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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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안/내
사단법인 한국광학회 회원구분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에 따라 정회원, 학생회원으
로 구분하며, 기업체를 위한 특별회원과 도서관과 같은 자료실을 위한 단체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 개인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한국광학회 홈페이지 회원

특별회원 가입안내

과 연회비 납부 의무가 있는 한국광학회 정식 회원 (정회원/학생회원)
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학술

가입대상

지/발표논문 검색과 광 전문가 활동, 회원 조회 등 학회의 유용한 회원

한국광학회 목적사업에 기여하는 기업체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회비
100만원(부가세 별도)

2. 일반회원
- 학생회원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광학 및 관련 분야를 수학하고 있는 자
- 정 회 원 : 광학에 관심을 가진 개인으로 4년제 대학과정을 수료한 후
광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년제 대
학을 이수한 후 광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4년 이상
인 자 또는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이사
회에서 인정되는 자

특별회원 가입 시 받는 혜택
•연간 6회 발행되는 국문지(한국광학회지)와 영문지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COPP), 학회 주관 국내
외 학술발표회 프로그램과 학회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한국광학회(OSK),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가 공동 발
행하는 광융합분야 매거진(K-LIGHT)을 보내드립니다.

3.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기여하는 기업체, 단체
- 연간 6회 발행되는 국문지(한국광학회지), 영문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COPP), 학회 주관 국내외 학술발표회 프로그램과 학회정보

•동 · 하 계 학 술 발 표 회 프 로 그 램 북 광 고 게 재 료 및
OptoWin 광산업전시회 참가비를 20% 할인 및 무료등
록(최대 2명)해 드립니다.

를 발송해 드립니다.
- 한국광학회(OSK),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가 공동 발행하는 광융합

•한국광학회 홈페이지 특별회원 리스트에 회사정보를 무
료로 등재해 드립니다.

분야 매거진(K-LIGHT)을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동·하계 학술발표회 프로그램북 광고게재료 및 OptoWin 광산업전시
회 참가비를 20% 할인 및 무료 등록(최대 2명)해 드립니다.
- 한국광학회 홈페이지 특별회원 리스트에 회사정보를 무료로 등재해 드

•한국광학회에서 주최하는 산학연 간담회 초청장을 보내
드립니다.

립니다.
- 한국광학회에서 주최하는 산학연 간담회 초청장을 보내드립니다.

가입 방법
•홈페이지(http://www.osk.or.kr) 접속하여 특별회

4. 단체회원

원가입 클릭

-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비영리 학술단체 또는 기관
- 연간 6회 발행되는 국문지(한국광학회지), 영문지(Current Optics and

•계좌이체를 이용한 회비 납부

Photonics, COPP)와 광융합분야 매거진(K-LIGHT)을 보내드립니다.

예 금 주 : (사단)한국광학회
계좌번호 : (기업은행) 600-034920-04-013

한국광학회

OPTICAL SOCIETY OF KOREA

+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원/사 가/입/안/내
가입대상
한국광산업진흥회 설립취지와 목적 및 정관에 동의하며 현재 광산업체를 운영 중에 있거나,
광산업에 관심이 있어 본회의 회원사로 가입을 희망하시는 업체)

회비_
입회비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부과기준 (만원) : 대기업 200, 중기업 100, 소기업 50
→ 입회비의 납부는 회원사 가입신청서 제출 시 본회에서 납입계좌를 안내하며, 입회비는 회원사 가입시 1회만 납부

연회비 : 전년도 법인결산 결과 총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매출액
(억원)

~10
미만

10~20
미만

2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200
미만

200~500
미만

500~
1,000미만

1,000~
3,000미만

3,000
이상

연회비
(만원)

80

100

140

200

280

350

420

600

1,200

3,400

연회비 면제 및 경감 기준
1. 기본원칙 : 총매출액 기준
2. 연회비 면제 : 광산업체를 신규로 창업한 회원사로서 매출이 없는 경우, 창업 당해년도에 한해서 면제
3. 연회비 경감
- 연회비를 연납(일시납)할 경우 연회비 10% 감면
- 광산업과 타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회원사
전체 매출액으로 연회비를 산정한 후 광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 경감
→ 전체 매출액 중 광매출액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 50% 감면
→ 전체 매출액 중 광매출액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30% 감면
- 광산업체로서 총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회원사 중 다수의 사업자 단체에 중복하여기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회원사
→ 1~3개 협회 가입회원 : 40% 범위내 경감
→ 4개 이상 협회 가입회원 : 50% 범위내 경감
- 매출액 비율과 타 협회 중복가입에 따른 경감 등 이중경감은 적용 배제
- 상기 기준에 의하여 경감시, 최소 연회비 기준 이하 경감 불가

◆ 회원사는 한국광산업진흥회 발전을 위해 회비 이외에 찬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가입문의
• 한국광산업진흥회 정책기획부 김현호 팀장
• 전 화 : 062-605-9611 E-mail : h2k1103@kapid.org

한국광산업진흥회

KOREA ASSOCIATION FOR PHOTONICS INDUSTRY DEVELOPMENT

K-LIGHT 광고 및 구독 안내

K-LIGHT가 한국광학회와 한국광산업진흥회의 공동발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K-LIGHT는 국내 광학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들이 최신 기술 동향과 정책, 뉴스를 여러분께
제공하며, 한국광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게재를 희망하시는 업체는 한국광학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금액

표지 4

신청불가

표지 3

100만원(부가세 별도)

표지 2

100만원(부가세 별도)

내 지

80만원(부가세 별도)

내 지

1/2쪽 광고 40만원(부가세 별도)
1/4쪽 광고 20만원(부가세 별도)

내지1

표지2

정기구독 및 광고문의
02-3452-6560
osk@osk.or.kr

표지3

표지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