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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집게는 레이저 빔을 대물렌즈로 강하게 집속하여 빔의 반사와 굴절을 통해 생기는 모멘텀 차이로
인한 광압으로 물체를 포획하는 기술이다(1). 이 기술은 수십 나노미터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물체 포획이 용이하며, AFM 및 gripper 에 비해 포획과 방출이 쉬워, 기계, 물리, 생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피코뉴턴(pN) 크기의 작은 힘으로 인해 특히 의료 및 생명분야에서 세포
또는 분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도구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당해 연구실에서 개발한
듀얼-힘 동시측정이 가능한 홀로그래픽 광집게 시스템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림 1 은 구축된 홀로그래픽 광집게 시스템의 구성과 실제 시스템의 사진을 나타낸다. 시스템은 크게
광집게부, 영상획득부, 위치측정부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분들은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시스템의 크기를 소형화하기 위해 층 구조로 간결하게 설계되었다. 첫째, 광집게부에서는 TEM00 모드,
1050nm 파장의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하여 물체를 포획한다. 출력된 레이저는 색지움 렌즈 L1 에 의해
집속된 후 공간 필터(spatial filter)에 의해 노이즈가 제거 되며, 렌즈 L1 과 L2 로 구성된 telescope 를
통과하여 2 배 정도 확대된다. 확대된 빔은 편광광속분해기(Polarizing Beam Splitter) PBS1 에 의해
P 파와 S 파로 나눠져, 대칭적인 광경로를 진행하며, P 파는 반사형 공간 광변조기(SLM: Spatial Light
Modulator), S 파는 거울 M3 에 의해 반사되어 PBS2 를 지나 합쳐진다. 색지움 렌즈 L3 과 L4, L5 와
L4 로 이루어진 telescope 는 빔의 직경이 대물렌즈 구경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며, 이 때 SLM 과
M3 은 SLM 과 M3 에 의한 대물렌즈 구경에서의 레이저 빔의 비네팅(vignetting)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물렌즈의 구경 면과 공액면(conjugate plane)이 되도록 하는 위치에 설치하였다. 최종적으로 P 파와
S 파는 개구수가 1.2 인 60x water immersion 대물렌즈로 의해 집속되어, xyz 모터 스테이지에 올려진
샘플에 듀얼 트랩을 생성한다.

그림 1. 시스템 구축도(좌) 및 구축된 시스템의 실제 모습(우)

S 파 트랩은 M3 에 의해 수동으로 위치를 제어할 수 있으며, P 파 트랩은 홀로그래픽 광집게로
SLM 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제어된다. P 파 트랩은 컴퓨터로 생성한 홀로그램을 이용, 입력 레이저 빔의
위상을 변조하여 하나의 트랩을 광량이 분할된 복수의 트랩으로 만들 수 있으며, 생성한 복수 트랩의
위치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다. 사용된 공간 광변조기는 Hamamatsu 사의 회절효율이 90%, 해상도가
800x600 인 위상만 변조 가능한 모델로, 컴퓨터로 계산한 홀로그램은 DVI 비디오 케이블을 통해 60Hz
업데이트된다. 둘째, 영상획득부에서는 동일 대물렌즈를 이용하여 명시야상 (bright field) 투과 방법으로
포획 샘플의 영상을 관찰하며, 관찰된 영상은 frame grabber 로 수집하여 고속 흑백 CMOS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그림 2(좌)). 이 고속 카메라는 복수의 비드의 위치를 비디오 방법으로
동시에 추적하여 복수 개의 물체의 힘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본 시스템에서는 듀얼
트랩으로 포획된 물체의 위치를 동시에 개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듀얼 QPD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물체 포획 시 산란된 레이저 빔은 컨덴서(condenser lens)에 의해 수집되며, PBS3 에
의해 P 파와 S 파로 분할된 후 수동 xy 스테이지에 장착된 개별 quadrant photodiode(QPD)에
이미징된다(그림 2(중)). 이때, 높은 레이저 파워로 인한 QPD 의 포화를 막기 위해 density 필터를
사용하였다. QPD 에서 측정된 포획된 물체의 위치 신호는 컴퓨터에 설치된 아날로그 입력 카드로
고속으로 수집되며 데이터 프로세싱을 거친 후 듀얼 트랩에 걸린 힘을 도출한다. 그림 2(우)는 개발된
시스템의 규격으로 Piggee 가 쓴 논문(2)에 나타나 있는 표준 규격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2. 샘플 영상획득부 (좌), Dual-QPD 기반 위치측정부 (중), 개발된 광집게 시스템 규격 (우)
그림 3 은 구축된 홀로그래픽 광집게 시스템으로 5μm 크기의 폴리스티렌 비드를 포획한 예로 왼쪽은
5 개의 비드를 포획한 것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3 개의 비드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그림을 나타낸다.

그림 3. 홀로그래픽 광집게를 이용한 5 개의 5μm 비드 포획 (좌) 및 포획된 3 개의 비드 회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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