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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량  상 미경은 세포에 의해 야기된 상 천이를 복원하는 비 침범성 이미징 기술이다. 이 이미징 기

술은 형태학 에서 세포의 구조 찰이 가능하며, 한 수미리  내에서 일어나는 세포의 동 인 변화를 측

정할 수 있다는 에서 큰 장 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정량  상 미경들이 제안 되고 있으며 살

아있는 세포내에서 일어나는 상을 규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1). 특히 M.I.T 학에서는 상 미경을 이용하

여 구의 형태학  변화와 세포막 변동을 찰하 으며, 이는 구 기능과 특성을 평가하는데 새로운 도구

로 두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정량  상 미경을 이용하여 단일 구의 평균 용  부피와 평균 용  색소량을 측정

한다. 구의 볼륨과 색소량 측정 시 액 라즈마 향을 이기 해 경계면 검출 기술을 용하여 

구와 액 라즈마 사이의 경계면을 정확히 검출 하 다. 한 자동 액분석기와 상 미경을 통해 측정된 

값을 비교  분석 하 다.    

2. 본론 

본 실험 장치는 기본 으로 off-axis 마흐젠더형 간섭계와 532nm DPSS laser 원과 당 200 임 이미

지 측정이 가능한 CCD (480×640) 카메라로 구성된다. 구의 상 이미지를 복원하기 해 2D Hilbert 변환

알고리즘을 이용하 다.  

                               

        

          그림 1. 구 상 이미지               그림 2. 경계면 검출이미징 기술을 이용하여 구와  

                                                      구를 둘러싼 액 라즈마 사이의 경계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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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실험용 쥐에서 추출한 구 상 이미지이며. Colour bar는 상 값을 보여주고 단 는 라디안이

다. 실험에 사용된 구와 구를 둘러싼 액 라즈마 용액의 굴 률은 1.40 와 1.34 이다. 그림1 (c)와 

(d) 는 그림 1 (a)에서 보이는 세로방향과 가로 방향 화살표의 Thickness line profile이다. 그림 2는 경계면 검출 

이미징 기술을 이용하여 구와 액 라즈마 사이의 경계면 검출을 보여 다. 그림 2(a)는 그림 1(a)로부터 

경계면 검출된 binary boundary 이미지이며, 그림 2(b)는 그림 2(a)로부터 변경된 dilated binary boundary 이미

지이며, 그림 2(c)는 그림 2(b)로부터 변경된 center-filled binary mask를 보여 다. 그림 2(d)는 그림 2(c)의 

binary mask와 그림 1(a)를 승함으로 얻어진 background suppressed 상 이미지이다. Colour bar는 두께를 나

타내며 단 는 마이크로미터이다.                                

그림 3(a)는 상 미경으로 측정된 40개 구의 평균용 부피(MCV)와 평균용 색소량(MCH)과 평균 

직경이다
(3)

. 그림 3(b)는 자동 액분석기로 측정된 11×10
6

cells/μl의 MCV 와 MCH이다. 상 미경으로 측정한 

MCV는 49.11±5.11[fL]이며, MCH는 14.96±1.53[pg/cell]이다. 한 측정된 구의 평균 직경은 6.25±0.4[μm]이

다. 정량성 상 미경으로 측정한 결과는 자동 액분석기로 측정한 결과와 4% 에러 이내의 정확성을 보 다.

                         

  그림 3. (a) 상 미경으로 측정된 MCV 와 MCH (b) 자동 액분석기로 측정된 MCV와 MCH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정량  상 미경을 이용하여 단일 구의 평균용 부피  평균용 색소량 측

정을 소개하 다. 한 제안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와 자동 액분석기로 측정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정량  상 미경의 정확성을 증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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