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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랩언어칩(Lab on a chip)은 측정기

기를 Hand-held 형태로 만들어 현장(on-site)에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된

다. 이러한 랩언어칩을 이용한 병원균 진단은 형광

측정 장비를 이용해 형광량을 측정하는 기술이 

주를 이루는데 형광 유무에 따라 질병유무도 알 

수 있고, 또한 형광의 밝기에 따라 질병의 진행정도

도 알 수 있다. 
 측정기법 또한 다양한데, 랩온어칩을 기반으로 

한 여러 측정 기법 중 레이저 유도 형광법(Laser-in-
duced-fluorescence, LIF)을 이용한 검출법에 대한 

연구이며, 극미세량의 형광에 대해서도 측정이 가

능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설계된 광학 경통을 

기반으로 한 형광 측정부를 소개한다. 광학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인 Zemax를 기반으로 렌즈와 필터

의 최적 설계를 진행하였다. 또한 설계된 광학경통

을 바탕으로 측정된 형광에 대한 산란광의 영향을 

분석하고, 산란광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Ensemble 
Average Filter를 적용하여 신호를 처리한다. 본 논

문의 목적은 랩온어칩의 형광측정을 위한 

Hand-Held 타입의 소형 광학계를 제작하는데 목적

을 둔다.

2. 형광 측정 시스템 설계

일반적으로 형광 측정의 신호 대 잡음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광학 필터인 Bandpass filter
를 사용하여 여기광과 형광과의 파장 차이를 이용

하여 분리시키는 방법과, 광학시스템의 구조를 이

용해 기하학적으로 여기광과 형광의 경로를 다르

게 만들어 분리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인 필터만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형광의 세기

가 여기광의 세기에 비해 대단히 작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개념의 측정 광학계의 

설계를 통해 기하학적으로 여기광과 형광의 분리

하는 방법을 시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광학 

설계 프로그램인 Zemax를 이용하여 광학회로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설계된 광학 

기기 하우징 시스템인 경통시스템을 기반으로 여

기광과 형광의 경로를 기하학적으로 달리하게 되

고 집광렌즈인 Plano convex Lens(반볼록 렌즈)와 

Bi-convex Lens(볼록렌즈)를 각각 조합하여 검출효

율에 대한 simulation을 진행하였다. 

  
 



  

Fig. 1  Simulation Results of  Fluorescence Lens system

Table 1 Results of  Detection Efficiency(%)

Lens system Detection 
Efficiency(%)

Bi-convex Lens 1개 20.97%
Plano-convex Lens 3개 39.63%
Plano-convex Lens 2개 39.25%

Bi-convex Lens 1개
Plano-convex Lens 1개 35.99%

Bi-convex Lens 2개 52.48%

        

Fig. 2 Development of  Optical Body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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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은 광의 발광조건을 고려하여 비순차

(Non-sequential) 방식의 광선 추적 방법을 이용하

혀 추적된 렌즈시스템의 광로도이며, 초기발광도

와 검출발광도의 검출효율을 보여준다. 측정 샘플

에서 발하는 형광의 위치를 고정시켜놓고 렌즈의 

위치와 조합에 따른 출력을 알아보았으며 가로, 
세(8mm x 1mm) 슬릿을 모델링하여 검출기 앞에 

설치하여 광원에 대한 출력값에 대해 시뮬레이션

을 진행하였다. 또한 Table 1과 같이 Bi-convex Lens 
2개를 이용한 시스템이 가장 검출효율이 우수하다

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Fig 2는 다음의 시뮬레이션

을 바탕으로 하여 설계된 광학 경통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3.  광학 경통을 이용한 형광 측정

 형광 측정 경통을 기반으로 한 형광측정 검증을 

위한 실험으로써 잡음신호인 산란광의 영향으로 

하여금 잡음 신호의 집합을 원신호에서 차감함으

로써 잡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Ensemble Average 
Filter를 설계하여 산란광의 완전한 제거에 목적을 

두었다. 모든 시간 t에 대해서 각각의 잡음 신호는 

독립이고 평균이 제로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신호

처리를 진행하였으며, 추후 안정화된 데이터를 바

탕으로 산란광 신호를 원신호에서 차감하는 방식

의 신호처리를 진행하였다.

Fig. 3 Scattered Light and Fluorescence Light
Variation by Optical Bodytube system

     

Fig. 4 Signal Processing by Adaptive Ensemble Average 
Filter

  
 




    
 






 


 Fig 3은 설계된 광학 경통을 바탕으로 형광과 
산란광을 각각 측정한 그래프이다. Fig 4는 
Ensemble average filter를 바탕으로 원신호와 잡음
신호에 대해 각각 8회씩 측정하여, 5, 10, 15초에 
걸쳐 평균화 작업을 진행한 결과이며 원신호에서 
산란광 신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형광 측정 시스
템이 설계된다. 

4. 결론

일반적으로 형광검출에 있어서 산란광의 영향
에 의해 실제로 검출 집광장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전체의 초기 발광도의 10-20%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여기에 필터의 투과율과 검출기 자체의 
검출율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광검출 효율은 
1~5%밖에 되지 않는다. 허나 광학 경통을 최적 
설계함으로써 빛을 효율적으로 집광한다면 검출
효율을 높힐수 있게 되고, 신호처리 기법인 ensem-
ble avaerage 기법으로 하여금 데이터 안정화가 가
능하다. 상기의 실험 자료를 토대로 기존의 부피가 
큰 형광 측정기기가 아닌 광학경통을 이용한 소형
화된 형광 측정 기기의 개발과 측정의 효율적 설계
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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