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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mtosecond laser induced shock generation in water and vitreous humor of enucleated porcine eyeball was 

investigated. When focusing the femtosecond laser into the liquid mediums, the acoustic waves with a frequency 

of about 15.6kHz could be observed by using wide-band microphone. The amplitude of the acoustic signals 

from water has attained a maximum under a laser power of about 5mW. Further increment of the power results 

in a decrement of the acoustic signals due to nonlinear optical process including filamentation of laser beam. We 

have further investigated the effect of femtosecond laser induced acoustic waves by applying the laser pulse into 

enucleated porcine eyeball. The comparative studies on both healthy and diseased eyeballs led us propose that 

the femtosecond laser pulses could be utilized as a novel tools for treatment of partially detached retina layers 

from their choroid structures.

Keywords: Femtosecond laser(펨토초 레이저), Laser induced shock waves(레이저 유발 과도음향효과), Biomedical 
application of Laser(레이저의 의료응용)1)

1. 서 론

펨토초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초미세공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많은 응용이 시도 되어 왔

다.1,2 펨토초 레이저와 같이 펄스폭이 매우 빠른 

경우, 이 펄스폭의 제한으로 인하여 재료에 에너지

가 투여된 이후에 에너지 전이가 이루어지기 때문

에 오직 펨토초 레이저와 물질간의 상호작용만을 

고려하면 된다.3 한편 레이저의 파워를 매우 높여 

물질 내부에 집속하는 경우 유도 광 브레이크다운

(LIOB; Laser Induced Optical Breakdown) 현상이 

발생하며, 단열 상승에 의하여 물질 내부에 유도된 

플라스마의 온도는 -수 10,000K까지 증가한다. 이

러한 온도 상승은 샘플 내에 존재하는 자유 전자

의 운동 에너지에 기인한다. 즉, 높은 운동 에너지 

때문에 플라스마 전자들은 레이저 광원의 초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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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으로 확산된다. 만약, 비

활성 하전입자가 떤 특정시간 이후 질량 이동이 

뒤따를 때 충격파(laser induced shock-wave)가 발

생하게 된다.4,5

가까운 미래에 점점 사람들은 시력 감퇴로 인한 

시각 손상으로 고통 받을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노화에 따른 시력 감퇴의 초기 단계에서 작은 낭

종 공간이 망막 층 사이에서 형성되며, 맥락 막으

로부터 망막이 박리(retinal detachment)되거나, 혹

은 망막 세포층이 부어서 시력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한 변형은 궁극적으로 망막 

혈액 장벽(retinal blood barrier)을 파괴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정확한 병리학적 원인과 그 기작이 잘려

져 있진 않으나 망막증(retinopathy) 초기 단계에서

는, 눈에 있는 몇 개의 단단한 접속점(junction)들

이 부서지고, 눈에서 어떤 액체(fluid)가 새어 나올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맥락막 신생 혈관(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을 발현시킬 수 있으며, 심각한 

시력저하를 일으키는 망막 박리의 주된 원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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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6 한편 망막 박리에 관련된 시력 문제를 

부분적으로는 억제 시킬 수는 있으나 완전한 치료

법은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다.7 가장 최근에

는 근적외선(NIR; Near Infrared)영역에서의 초고속 

레이저를 응용하여 이상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8-10

근적외선 영역의 초고속 레이저를 안구내 유리

액(vitreous humor)에 조사될 경우 다광자 흡수

(multiphoton absorption)를 통하여 충격파 등을 포

함한 다양한 비선형 광학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비록 레이저-물질간의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충격파 발생을 위한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펨토초 레이저와 물질들 (예를 

들면, 실리콘, 알루미늄 및 물 같은 액체류)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생성되는 충격파에 관해서는 충

분한 증거들이 보고되었다.1 이상의 설명에서 우리

는 레이저 유발 충격파 발생은 다양한 망막 질환

들을 치료하기위해 큰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본 연구 목적은 펨토초 레이저가 물에 조사 한

ㄹ 경우 유도된 충격파생성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 

결과 및 척추동물의 안구내 유리체에서의 레이저 

유발 충격파의 효과가 박리된 망막층에 어떠한 효

과에 있는지에 대한 시험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Laser induced shock-waves from water

초고속레이저 기반 충격파 발생을 위한 기본적인 

실험장치의 개략도는 Fig. 1에서 보여주는 것과 유

사하다. 펨토초 레이저는 안구초점렌즈(ophthalmoscope 

lens)를 통과한 후 증류수로 채워진 10mm 큐벳

(cuvette) 중심에 초점을 맞춘다. 광범위 마이크로폰

(wide-band microphone)은 물로부터 발생한 광 음향

파(optoacoustic wave)를 검출하기위해 사용되며, 감

응 신호들은 오실로스코프(Tektroniks, USA)에 기

록되어 진다. 마이크로폰은 레이저 빔의 초점 위치에 

90o로 놓인다. 레이저 파워는 2mW-90mW의 영역에서 

변화하였다.

2.2 Laser induced shock-waves generation from 
enucleated porcine eyeball

Fig. 1 Schematic setup for generating optoacoustic wave 
in pure water.

Fig. 2 Generation of fs laser induced shock waves in 
vitreous humour of enucleated porcine eye ball.

초고속 레이저에 기반을 둔 레이저 유발 shock 치

료 장치의 개괄적인 광학 설계 도면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는 증폭된 

800nm Ti:sapphire 레이저로서(Quantronix, USA) 

100fs의 펄스폭과 1kHz의 반복률을 갖는다. 초기

에 guide 빔(635nm, spectra physics)과 visualization 

빔(white light super continuum)은 시각적인 축선에 

따라 돼지 망막의 중심와(foveal) 부분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 이후에 초점 위치를 망막 

표면위로 약 5mm지점에 맞추었다. 눈의 유리체

(vitreous body)에 대해 공동현상(cavitation)의 임계 플

루언스(threshold fluence)보다 높은 5mW와 20mW

의 파워의 펨토초 레이저가 1Hz의 반복률로 180

초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되었다. 레이저 파워는 

초점거리 200mm의 평면 볼록 렌즈(plano convex 

lens)를 사용하여 빔을 평행하게 만든 후 검안경

(ophthalmoscope) 렌즈를 통과한 이후에 측정되었

다. 안구렌즈, 각막 및 홍채의 투과효과를 무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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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유리체로 조사된 레이저 파워는 

적출된 돼지 안구 자체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레이저 

출력 측정 장치는 본 연구소에서 갖추고 있는 국가 

표준기인 cryo-ECPR에 교정된 ECPR을 사용하여 

교정된 것으로 오차범위는 약 1%이내이다.

유리체의 94.6%는 물로 구성되었으며, 나머지 부

분은 콜라겐 섬유질(collagen fibers)과 히알루론산

(hyaluronic acid)등이 포함되었다.11 이러한 조성의 

유리액의 물리적 상태는 일반적으로 젤인 것으로 여

겨지며, 안구의 상태에 따라 젤의 점도 등 물리적인 

특성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러

한 상태는 광학적인 투과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

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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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lot of microphone signal(mV) from water sample 
plotted as a function of time(ms). The laser power 
was varied from 2mW to 90mW.

3. 결 과

2mw-90mw의 단일 펨토초 레이저 펄스를 조사 이후 

발생되는 음향파 신호(acoustic wave signal)는 추가

적인 분석을 위해 오실로스코프로 기록되었다. Fig. 

3에 기록된 마이크로폰(microphone) 신호를(mV) 시

간의 함수(μs)로서 plot했다. 신호의 진폭은 레이저 

펄스 조사 후 200-300μs에서 최대값을 가지며, 그 이

후에 서서히 감소하다가 약 1ms 이후에는 진폭이 현

저하게 감소하였다. 이것은 레이저조사 지점에서 주

변으로의 충격파 전파(shock-wave propagation)가 이

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모든 관찰된 파워 

영역에서의 관찰된 충격파의 주파수 성분 및 위상 

성분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본 실험에서 관찰된 충격파의 전파 특성은 동일함을 

의미한다.

충격파의 전파는 일반적으로 모든 방향에 대하여 

균일(homogeneous)하다. 각 파워 범위에서 관찰된 충

격파 신호는 발생된 광음향파(optoacoustic wave)의 

주파수를 밝히기 위해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ation)

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Fig. 4는 30mW에서 측정된 

결과를 푸리에 변환한 결과이다. 펨토초 레이저 단일 

샷에 의하여 물에서 발생한 충격파가 마이크로폰에 

15.625kHz에서 발견된 주파수로 측정되었음을 의미

한다. 한편 사용된 큐벳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파는 

10mm 큐벳의 벽에서 반사하여 마이크로폰에 측정되

는 점을 이용하여 충격파의 전파 속도는 약 3,120m/sec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파속도는 정상상태에서의 

음파의 물속에서의 전파속도인 1,483m/sec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레이저 유발 충격파가 생성됨

을 알 수 있었다.

Fig. 4 Fast fourier transformation of optoacoustic wave 
signal captured by microphone with a single 
exposer of fs-laser irradiations at 30mw power 
range.

다음은 레이저 파워를 바꾸어서 충격파의 진폭을 

측정하여 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충

격파 발생을 위한 임계값은 레이저 파워가 5mW에

서였다. Fig. 5에서와 같이 신호 진폭(signal 

amplitude)은 5mW에서 20mW의 레이저 파워에서 

지수 적으로 상승하고, 파워가 더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진폭이 감소하였다. 실험적인 결과는 본 논

문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30mW 이사의 출력에서는 

큐벳에서 전형적인 super continuum현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즉 광학 filamentation 현상은 충격파

(optoacoustic shockwave)의 신호 진폭의 증가를 방

해한다. 레이저 파워가 자가 초점(self-focusing)에 

필요한 임계 파워보다 훨씬 컸을 때, 처음에 균일

한 빔은 작은 필라멘트로 쪼개지게 된다.12 최근에 

공기 중의 고출력 펨토초 레이저 펄스가 다중 필라

멘트로 쪼개지는 것이 보고되었다.13 작은 규모의 

필라멘트들의 형성이 유리(glass)에서 이미 관찰-보

고되었다.14-18 원뿔형 방출 자체는 하나 이상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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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적인 빛이 cone을 형성하는 작은 원뿔형 각에서 

전파하는 빔으로, 이것은 잘 정의된 방향에서 새로

운 빛의 방사 발생에 의하여 나타난다.19 이러한 현

상은 초점에 여기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충격파 

생성이외의 비선형 물리현상으로 전이함을 의미하

며 이로 인하여 Fig. 5와 같이 일정한 파워 이상에

서의 충격파의 세기가 줄어드는 현상을 야기한다고 

판단된다.

Fig. 5 Plot of signal amplitude of optoacoustic shockwave 
generated via single shot fs-laser irradiations as a 
function of laser power.

적출된 돼지안구의 유리체내 망막 표면 위 5mm

에서 1Hz의 반복률로 180초 동안 지속적으로 핌토

초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써 망막에 충격파 효과를 

유도했다. 초고속레이저에 의한 돼지 안구 망막두

께의 상대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건강한 

돼지 안구들을 펨토초 레이저로 처리하고, 그것을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Fig. 6은 통계학적 관

찰을 위해 망막의 조직학적 이미지를 눈의 유리체

의 초점 위치에서 망막 표면으로 충격파를 발생시

켜, 각각 4개의 다른 지역에서 망막 두께 변화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돼지 안구로부터 망막을 연속적으로 60μm 두께

의 냉동절편으로 잘라 조사한 결과, 망막 세포 층 

내에 어떤 왜곡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망막 주

변에서 안구의 중심(optic disc)지역으로 망막 두께 

변화가 100μm-140μm까지 였다. 인간의 망막의 경

우(생체조건 아래에서의 측정) 중심지역에서 가장 

얇았으며(150μm-230μm), 중심 주변에서는 가장 두

껍다고(230μm-320μm) 알려져 있다. 또한 적도판까

지 망막 두께가 급속히 얇아지며 외곽지역(Ora 

serrate)에서는 가장 얇은 값(-80μm)을 가진다고 알

려져 있다.20,21 한편 적출된(enucleated) 돼지 안구의 

경우, 비록 그 값들은 낮지만 분포 양상은 인간의 

안구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 일관적으로 낮은 값들

은 조직학적인 분석을 위해 준비하는 동안 

Fig. 6 Ophthalmoscope and histological images taken at 
the foveal region and the histogram for the retina 
thickness for healthy eye ball for control (A) and 
laser treatment with 20mW (B) and 5mW (third 
column) at the focal position of 5mm away from 
the retinal surface within vitreous body in a 
closed environment for about 3mins. Scale bar: 
100μm.

Fig. 7 Fundus image of intact porcine eyeball (A) Healthy 
and corresponding green fluorescent image, (B) 
Diseased eyeball and corresponding green fluorescent 
image showing hyper-fluorescence due to loss of 
retinal pigment epithelium and abnormal blood 
vessels in choroidal region (back side) of retina. 

샘플 조직의 사후 처리 효과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5mW의 레이저 파워에서 건강한 돼지 안구 

내 충격파 효과에 의한 망막 두께의 상대적인 변화

가 시신경 원판(optic disc)에서 최대값(약 14.2%)을 

보였으며, 레이저 에너지를 20mW로 증가시키면 

그 변화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한편 중심와 지역

에서는 충격파 효과는 레이저 에너지가 5mW 그리

고 20mW일때 각각 약 9%와 6%의 값을 가졌다. 

반면, 두 레이저 파워 모두(5 & 20mw) 중심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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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sub-foveal)에서는 약 -9%값을 가졌으며, 망막 

주변 지역에서는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변화율 값이 낮았다. 즉, 망막 두께에 어떤 변화도 

감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망막박리 질환이 진행된 안구의 망막 

층 두께가 건강한 안구의 그것과 비교 했을 때 약 

15-20% 정도 증가한다. 특히 망막 층 구조물 내에 

일정한 낭성 공간(cystic spaces)은 노화에 따른 시

력감퇴의 증상으로서 이 공간이 증가한다고 알려

져 있다. 병든 돼지 안구는 기저부 이미지들을 기

본으로 하여 도살장에서 얻어진 적출된 돼지 안구

들을 무작위로 선택했다. 대개 도살장에서 얻은 병든 

돼지 안구의 기저부 이미지들은 망막 색소 상피(retinal 

epithelial pigment)의 손실 및 망막 표면과 맥락막

내 신생혈관 구조물(neovascular structures)에 높은 

광학적인 반사율을 가진다. 이런 샘플들에 대한 조

직학적 분석 결과 망막 층들에서의 박리 현상등 

변형들은 또 다른 선택을 위한 기준이 될 것이다

(Fig. 7).

Fig. 8 Ophthalmoscope and histological images taken at 
the foveal region and the histogram for the retina 
thickness for diseased eye ball for control (A) 
and laser treatment with 20mW (B) and 5mW 
(C) at the focal position of 5mm away from the 
retinal surface within vitreous body in a closed 
environment for about 3mins. Scale bar: 100μm

건강한 안구의 경우와 비교하여(Fig. 6 참조) 병

든 안구를 가지고 착색시킨 냉동 절편은 망막 세

포 층(retinal cell layers)에 낭성 공간(cystic spaces)

과 같은 규칙적인 변형이 보인다.(Fig. 8(A)의 노란

색 표기 부분 참조) 이것은 시력감퇴(visual acuity)와 

시야의 흐림(blurriness in vision)을 유발시키는 빛 

투과에 있어 장벽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4개의 

다른 망막지역에서 건강한 안구와 비교했을 때, 망

막 두께에 상대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시신경 원판(optic disc)에서 12.8%, 중심와(foveal) 

지역에서 16.7%, 중심와 부근(sub-foveal)에서 18.1%, 

그리고 주변(peripheral)지역에서 18%로써, 망막 두

께내의 증가가 망막 전체에서 확인되었다.

Fig. 8은 건강한 안구에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펨

토초 레이저를 약 3분 동안 병든 안구내 유리체에 

조사한 후, 60μm 두께의 냉동 절편을 얻어 분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조군으로 사

용된 안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레이저를 처리한 경

우 망막 층 내에 존재하였던 부분적인 박리 현상

의 현저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레이저가 조사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20mW의 레이저 파워보다는 5mW 파워에서 망막 

두께의 상대적인 감소현상이 훨씬 더 두드러졌다. 

특히, 중심와 주변 지역(-26%)에서 감소가 가장 현

저 했으며, 시신경 원판(optic disc)을 향한 방향에

서는 약 16%의 변화율 값을 보여 주었다.

안구 내 유리체가 펨토초 레이저와 상호작용 했을 

때, 초점위치에서 순간적인 전자 전이에 의한 온도 

및 압력 증가로 인하여 순간적인 vapor cloud가 형

성되며, 이는 부피를 증가시킬 것이다.22 이러한 vapor 

plume이 확장함에 따라 반발 압력(recoil pressure)

은 충격파의 형태를 만들고 이는 주변 매체의 조

성과 관련하여 퍼져나간다. 이러한 충격파는 궁극

적으로 돼지 안구의 망막에 도달 할 것이며 이는 

망막에 매우 순간적인 기계적인 충격으로 작용될 

것이다. 이러한 기계적인 충격은 질환이 있는 돼지 

안구 망막내 존재하는 세포 층간의 부분적인 박리 

혹은 공동현상을 매우 효과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고속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여 

순간적인 압력을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레이저를 물속 및 적출된 돼지안구 내 

유리체에 집속시킴으로서 발생하는 충격파에 대한 

측정결과 와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및 결과를 제시하였다. 병든 돼지 안구의 망막 

두께는 건강한 눈과 비교할 때 약 10-15% 정도 

관찰되어졌다. 이런 망막 두께 증가는 대개 층 

구조물 안에 공극 구조물(appearance of voi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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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레이저를 건강한 

눈에 조사했을 경우, 망막 두께의 변화가 매우 

작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병든 안구에 레이저를 

조사한 경우 망막의 부분적인 박리 현상이 현저히 

감소하며 특히 망막 두께의 변화율은 20mW의 

파워보다는 5mW파워에서 더욱 현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본 연구는 펨토초 레이저 펄스를 안구 내 

유리체에 집속시킴으로 박리된 망막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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