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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vision images acquired from digital cameras have limited field of view, we need to frequently move the
field of view to surrounding neighbors to comprehend the overall situations better. An immediate example can be
found in satellite images. A common working scenario would be to look from high altitude with a wide view and
zoom into a specific target area. Similar approach is done in microscope views. Using low magnification objective
lens such as 10~30 times magnification, we first look at the overall layout of the specimen and then we zero onto
local area of interest using high magnification lens such as 100 times magnification. Obtaining the wide
view(minimap) in satellite view and the microscope view is different as for the former case the view is constructed
by stitching small patches of views(mosaicking) and then perhaps down sampling to fit the rendering view screen
while the latter case uses different magnification lenses. The former case requires simple but several image
processing techniques while for the latter case, the result is obtained instantaneously using optics without any
calculations.
In this study, we try to obtain wide and narrow views in microscopes using single high magnification objective
lens. That is, we use an array of high magnification microscope views and stitch them together to obtain a low
magnification/wide views, making it possible to obtain a wide and a narrow view with a single objective lens.
Key Words : Minimap, Microscopy, Mosaicking

1. 서 론
16~17 세기경 현재의 광학 현미경[1]과 같은 다수의
렌즈를 이용한 현미경이 발명된 이후로 현재까지 매우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20 세기에 들어서면서 의학,
재료, 금속, 신소재, 환경 등 수많은 분야에서 현미경
이 쓰여져 과학과 의학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현재는 현미경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응용시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를 통해 보기도 하
고 화상처리 이미지 분석을 이용하여 더 많은 정보를
실험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현미경들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다. 또한 빛을 이용한 현미경뿐만 아니라
*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made: lygu@gist.ac.kr

가시광선 보다 파장이 짧은 전자를 이용한 전자현미경
[2]
, 캔틸레버(Cantilever) 끝에 붙어있는 탐침 끝의 원자
와 시료표면의 원자 사이에서 간격에 따라 작용하는
인력과 척력에 의해 휘어진 캔틸레버의 휘어짐 정도를
측정하여 만들어진 영상을 통해 시료의 원자단위의 구
조를 파악할 수 있는 원자 현미경[3]도 있다. 이처럼 현
미경의 눈부신 발전에 의해 나노 크기의 물체까지 관
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미경을 이용하여 나
노 크기의 구조물을 만드는 연구들과 나노 크기의 구
조물을 제어하고 제어된 구조물들을 결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노 또는 마이크로 크기의 구
조물을 제어하고 제어된 구조물들을 결합하는 방법으
로, 구조물을 도구 등으로 직접 접촉하지 않고 집속된
레이저를 이용하는 광집게(optical tweezers)방법[4]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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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광집게를 이용한 나노
또는 마이크로 크기의 구조물들을 제어하고 결합하는
연구에서 고 배율의 광학 현미경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고 배율의 현미경을 이용함으로써 나노 또는 마이크로
크기의 구조물을 잘 관찰할 수 있지만 고 배율의 현미
경을 통해 실험자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샘플의 면적
이 매우 작기 때문에 구조물에 비해 매우 큰 면적을
갖는 샘플 속에서 구조물을 찾기란 매우 힘든 작업이
다. 또한 다수의 나노 또는 마이크로 크기의 구조물을
결합하는 연구에서는 하나가 아닌 다수의 구조물들을
찾아야 하며, 구조물들을 결합하기 위해서 구조물들을
특정 위치로 이동시켜서 한 곳에 모아야만 하기 때문
에 실험자가 한번에 관찰할 수 있는 샘플의 실제 면적
이 작은 고 배율 현미경 사용은 나노 크기 또는 마이
크로 크기의 구조물을 결합하는 연구를 위한 실험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본 논문은 나노 크기의 지름을 갖는 나노 와이어
(Nanowire)를 광집게로 포획하고 포획된 나노 와이어를
커버 글라스 (Cover glass)에 금으로 인쇄된 패턴 위의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실험을 위한 선행연구로써,
실험자가 샘플 속에서 나노 와이어의 위치를 쉽게 파
악하고 포획된 나노 와이어를 이동시킬 위치 또는 방
향을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니맵 시스템
을 제안한다. 미니맵은 스타크래프트[5]와 같은 게임 등
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게임에서 제공하는 미니
맵의 주요 목적은 게이머가 게임 속에서 길을 찾거나
이동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며, 게임
속에서 게이머가 위치한 곳의 주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미니맵
시스템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제안된 미니맵 시스템은 실험전 실험 샘플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스캔하여 다수의 현미경 영상을 얻고 얻
어진 현미경 영상을 연결하여 하나의 큰 이미지를 만
들어 실험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공간상의 다수의
연속된 이미지를 획득하여 고 해상도의 이미지를 만드
는 연구들이 활발히 연구되어왔으며, 최근 다수의 위
성사진 또는 항공 사진 등을 연결하여 고해상도의 이
미지를 만들고 이러한 고해상도의 이미지와 정보 시스
템을 결합하여 상세한 지리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통, 숙박, 관광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들[6,7]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상업적 성
공 예로써 구글어쓰(Google Earth)[8]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미니맵 시스템은 실험 샘플의 일부분
또는 전체 영역을 자동으로 스캔하기 위해 컴퓨터로
제어되는 나노 스테이지[9,10]를 이용한다. 나노 스테이
지는 나노 또는 마이크로 구조물을 만들고 구조물을
제어하는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나노 단위
로 샘플의 관찰영역을 이동시켜주는 장치이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나노 스테이지는 12 V DC servo-motor 로
구동되며, 최소 50nm 의 해상도로 약 1”(25mm)의 이동

거리를 갖는다. 미니맵 시스템은 나노 스테이지를 이
용하여 자동으로 샘플의 일부분 또는 전체 영역을 스
캔하며 현미경 영상을 얻고 이때의 나노 스테이지의
위치 정보를 함께 저장한다. 실험 샘플을 스캔하는 동
안 얻어진 현미경 영상과 나노 스테이지의 위치 정보
를 이용하여 고 해상도의 미니맵을 제공할 뿐만 아니
라 실험자가 원하는 미니맵 상의 위치로 자동으로 관
찰 영역을 이동 시켜주는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제안된 미니맵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나노 또는 마
이크로 크기의 구조물을 만들고, 구조물을 제어 또는
결합하는 연구를 위한 실험에서 고 배율의 현미경을
통해 한번에 관찰 할 수 있는 샘플의 영역이 매우 작
기 때문에 발생되는 원하는 구조물의 위치 파악의 어
려움과 구조물을 이동시켜야 할 위치 또는 방향 결정
의 어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 고 배율 과학 현미경 이미지
2.1 고 배율 현미경 이미지

Fig. 1.

Image of the optical microscope

Fig. 1 의 검은 선은 커버 글라스에 금으로 인쇄된 마
이크로 패턴의 일부분을 고 배율의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이다. 금으로 인쇄된 패턴의 선 폭은 3um 이
고 인쇄된 전체 패턴의 면적은 1650um × 1650um 이
다. 실험자는 Fig. 1 과 같은 실험 샘플의 일부분만으로
는 실험 샘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찰하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노 스테이지를 이동 시켜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실험자는 임의의 방향을 선택하여 실험
샘플의 관찰 영역을 이동시켜보고 원하는 위치를 찾을
수 없다면 이동 전 위치로 돌아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
해야만 한다. 더욱이 실험 샘플 내에서 원하는 구조물
을 찾아야 할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한 방향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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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실험 샘플 내에서의 구조물
탐색에만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이러한 실험의
어려움은 현미경의 배율을 낮춤으로써 일부 해소할 수
있지만, 관찰 대상이 되는 구조물의 크기가 나노 또는
마이크로 크기인 연구들에서는 한번에 샘플의 넓은 영
역을 관찰하기 위해 배율을 낮췄을 경우 관찰 대상인
나노 또는 마이크로 크기의 구조물들이 너무 작아 배
율을 낮춘 현미경 영상으로는 이러한 작은 구조물들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3. 제안된 미니맵 시스템

니맵 시스템의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미니맵 시스
템은 실험자로부터 스캔 영역의 가로, 세로 크기와 스
테이지 이동 단위 값을 입력 받는다. 실험자의 입력이
완료되면 미니맵 시스템은 나노 스테이지를 제어하여
입력된 스캔 영역의 가로, 세로 크기만큼의 격자를 만
들며 이동하고, 현미경 영상을 이미지로 저장한다. 이
때 나노 스테이지의 위치 값이 함께 저장되어 저장된
이미지들이 격자 형태로 합쳐진 고해상도 이미지의 각
픽셀들과 나노 스테이지의 위치 값이 연결되어 진다.
Fig. 2 는 미니맵 작성의 전체 흐름을 간략하게 보여주
는 순서도이다.
3.1 입력 데이터와 실험 샘플 영역 스캔
실험자는 실험 샘플의 일부분 또는 전체 영역을 미
니맵으로 만들기 위해 샘플 스캔 영역의 가로, 세로
크기를 입력하고 연속된 스캔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스테이지의 이동 단위를 입력해야 한다. 샘플 스캔 영
역의 가로, 세로 크기는 격자 형태로 만들어질 고 해
상도의 미니맵의 가로, 세로 이미지 개수를 말한다. 스
테이지 이동 단위는 저장될 현미경 이미지의 가로, 세
로 크기의 스테이지 단위 값을 의미하며, 현재 위치의
현미경 영상의 이미지를 저장한 후 연속된 현미경 영
상의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 입력된 스테이지 가로,
세로 이동단위만큼 이동 후 영상을 저장한다. 미니맵
시스템은 현재 위치의 현미경 영상을 저장하고 가로
방향으로 스테이지 가로 이동 단위만큼 이동한 후 다
음 영상을 저장한다. 스테이지 가로 방향 이동과 이미
지 저장을 스캔 영역 가로 크기만큼 반복 한 후 스테
이지 세로 이동 단위만큼 세로로 이동하고 앞선 가로
이동 방향의 역방향으로 이동하면 이동과 이미지 저장
을 반복한다.

Fig. 2.

Flow of the mini map generation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미니맵 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실험 샘플을 실험 전에 자동으로 미리 스캔하여 이미
지를 저장하고, 저장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제작된 고
해상도의 미니맵을 통해 실험자가 실험 샘플의 일부
또는 전체를 파악하고 샘플 내에서의 원하는 구조물의
위치와 구조물을 이동시켜야 할 위치를 쉽게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미니맵 시스템을 통해 실험자가 원
하는 위치로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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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는 실험자로부터 스캔 영역의 가로 크기 3, 세
로 크기 3 을 입력 받고 스테이지 이동 단위는 본 논
문에서 사용한 나노 스테이지에서 측정된 값(가로
1650, 세로 1250)을 입력 받아 자동으로 스캔하며 얻은
미니맵이다. Fig. 3 에 표시된 숫자는 저장된 이미지의
순서를 나타내며, 직선의 화살표는 스테이지 이동 방
향을 나타낸다. Fig. 3 에서 자동으로 스캔하며 얻어진
다수의 이미지가 격자 형태의 고 해상도 이미지로 연
결되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스테이지 이동 오차

(a) 4×4 Mini map image with backlash

서 영상을 얻기 때문에 스테이지의 이동 방향이 바뀌
는 순간이 있다. 이때 이동-손실 현상이 발생되며, Fig.
4 의 (a)와 같이 스테이지의 큰 이동 오차를 갖고 있는
미니맵을 얻게 된다. 이동-손실 값은 Fig. 4 의 (a)에서
볼 수 있듯이 상하 두 이미지 간의 오차를 측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Fig. 4 의 (a) 이미지를 이용해 이동-손
실 값을 계산하고, 계산된 이동-손실 값을 스테이지의
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보정 값으로 적용하여 얻
은 미니맵이 Fig. 4 의 (b)이다. Fig. 4 의 (b)에서 볼 수
있듯이 계산된 이동-손실 값을 적용함으로써 스테이지
이동 오차를 줄인 미니맵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Fig. 4 (b)의 사각형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영상의 경계부분이 연결되지 못
하고 오차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오차는 다른 여러 원인에 의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Oil immersion 타입의 대물렌즈 사용에 있다. Oil
immersion 타입의 대물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대물렌즈
의 끝 부분에 떨어드린 Oil 에 의해 실험 샘플을 덮고
있는 커버글라스(Cover glass)와 대물렌즈 끝부분 사이
에 유막이 생기게 된다. 이 유막의 점성에 의해 스테
이지 위의 실험 샘플이 스테이지와 밀착되어 이동되지
못하고 밀려 Fig. 4 (b)의 사각형으로 표시한 부분과 같
은 오차를 발생시키게 된다. 하지만, 나노 또는 마이크
로 크기의 구조물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샘플의 특정
위치로 이동하기 위한 방향 설정을 위한 미니맵 시스
템에서는 Fig. 4 의 (b)그림 정도의 작은 오차는 수용될
수 있으며, 실험자가 실험하는데 있어 크게 영향을 주
지 않는다.
3.3

(b) 4×4 Mini map image without backlash
Fig. 4.

4×4 Mini map images and backlash

본 논문에서 제안한 미니맵 시스템은 기어로 구동
되는 3 개의 모터를 사용한 나노 스테이지를 프로그램
으로 제어한다. 기어로 구동되는 모터는 두 기어 사이
에 존재하는 공백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동-손실
(Backlash)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동-손실 현상은 스
테이지의 이동 방향이 정방향에서 역방향으로 전환되
는 순간에 발생하게 된다. Fig. 3 에서 볼 수 있듯이 미
니맵 시스템은 샘플을 스캔할 때 지그재그로 이동하면

고 해상도 미니맵과 스테이지 위치 정보

고 해상도 미니맵은 나노 스테이지를 자동으로 이동
시키며 얻은 다수의 영상을 격자 형태로 연결한 이미
지 이다. 연속된 이미지 간의 오차가 수용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이미지 정렬(image alignment) 작업 없이
실험자가 입력한 스캔 영역 가로, 세로에 맞는 격자
형태의 고 해상도 이미지로 합쳐졌다. 고 해상도 미니
맵은 미니맵 시스템의 유저 인터페이스에 맞게 축소되
어 실험자에게 제공된다. 실험 샘플을 자동으로 스캔
하며 이미지를 저장할 때 동시에 스테이지 위치 값을
함께 저장한다. 이는 미니맵 시스템을 통해 실험자가
원하는 위치로 자동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
험자가 미니맵 상의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면 미니맵
시스템은 미니맵의 각각의 픽셀과 연결된 스테이지 위
치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스테이지의 위치와 이동하기
를 원하는 위치의 거리 차 만큼 스테이지를 이동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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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실험 구성
Fig. 5 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현미경 시스템을 도식
화한 것이다. 미니맵 시스템은 CCD(Charge Coupled
Device) 카메라로부터 전송된 현미경 영상을 저장하고,
샘플의 관찰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나노 스테이지를
프로그램으로 제어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현미경
시스템은 100 배율을 갖고 NA(Numerical Aperture)가
1.25 인 Oil immersion 타입의 대물렌즈를 사용하고
1,360×1,036 해상도를 갖는 Retiga EXi Fast 1394 Mono
CCD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샘플의 관찰 영역
을 이동 시키기 위해 3 개의 모터로 구동되는 나노 스
테이지를 사용하고 있다.

우 유저 인터페이스 상에 보이지 않는 미니맵 영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유저 인터페이스에 출력된 이미
지의 상하좌우에 있는 상하좌우 이동 버튼을 이용하여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실험자가 미니맵 유저 인터페이
스에 표시된 미니맵의 특정 위치를 클릭하면 미니맵
시스템은 미니맵의 각 픽셀과 연결된 스테이지 위치
값을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스테
이지를 자동 제어하게 된다.

Fig. 6.
4.3

Fig. 5.
4.2

Mini map user interface

미니맵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 결과

Schematic layout for an optical microscope

미니맵 시스템 유저 인터페이스

미니맵 시스템은 광집게(Optical tweezers)를 위한 광
학 현미경 제어 시스템의 일부로써, 고해상도 흑백
CCD 카메라로부터 현미경 영상의 이미지를 획득하고
나노 스테이지를 자동 제어하여 실험 샘플의 관찰 영
역을 이동하며 미니맵을 만드는 시스템이다. Fig. 6 은
미니맵 시스템의 유저 인터페이스이다. 스캔 영역의
크기가 클 경우 미니맵 유저 인터페이스에 맞게 고 해
상도의 이미지를 축소하게 되면 이미지가 너무 작아져
샘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미니맵
시스템은 축소 배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다. Fig. 6 에서 왼쪽에 위치한 슬라이더 바를 이용하여
축소 배율을 조절할 수 있다. 축소 배율을 조정할 경

Fig. 7.

10×10 Mini map image

Fig. 7 은 10×10 크기의 미니맵이다. 현재 실험자가
관찰하고 있는 영역이 Fig. 7 에서 괄호 안에 A 로 표시
한 영역이고 실험자가 관심 있는 영역이 Fig. 7 에서 괄
호 안에 B 로 표시한 영역이다. Fig. 7 와 같은 미니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안된 미니맵 시스템을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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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 A 영역을 관찰하고 있는 실험자는 관심 영역
인 B 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어느 방향으로 실험 샘
플을 움직여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 단순히 임의로
선택한 방향으로 이동해 보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야만 한다. 원하는 위치로 이동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
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원하는 위치를 탐색해 가
야만 한다. 하지만 미니맵 시스템을 이용하여 Fig. 7 와
같은 미니맵을 얻은 실험자는 관심 영역의 위치를 정
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니맵 시스템을 이
용해 자동으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도 있다.

5. 결 론
본 논문은 고 배율의 현미경을 사용해야만 하는 나
노 또는 마이크로 크기의 구조물을 제작하는 연구와
나노 또는 마이크로 크기의 구조물을 제어하고 결합하
는 연구에 있어서 실험자가 한번에 실험 샘플의 아주
작은 영역만을 관찰 할 수 있어 발생되는 실험 샘플
내의 구조물 탐색 및 실험 샘플내의 원하는 위치로 이
동하기 위한 스테이지 이동 방향 결정에 어려움을 보
완할 수 있는 미니맵을 이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
하였다. 실험자는 미니맵 시스템이 제공하는 미니맵을
통해 실험 계획을 미리 설정할 수 있으며, 원하는 구
조물을 쉽게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실험 샘플내의 관
심 영역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미니맵 시
스템을 통해 관찰 영역을 원하는 위치로 쉽게 이동 시
킬 수 있다.
미니맵 시스템은 실험 샘플의 일부분 또는 전체 영
역을 자동으로 스캔하여 미니맵을 작성하며, 미니맵을
통한 관찰영역 이동도 실험자의 직접적인 스테이지 제
어 없이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미니맵 시스템은 구조물의 크기가 큰 샘플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4. A. Ashkin, Acceleration and trapping of particles by
radiation pressure, Phys. Rev. Lett. 24, 156-159, 1970.
5. Blizzard Entertainment, Starcraft website,
http://www.blizzard.com/starcraft/, 1998.
6. Jo Wood, Jason Dykes, Aidan Slingsby, Keith Clarke,
Interactive visual exploration of a large spatio-temporal
dataset: Reflections on a geovisualization mashup, IEEE
Transac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13
(6), pp. 485-488, 2007.
7. Geller, T. Imaging the world: The state of online mapping,
IEEE Computer Graphics and Applications 27 (2), pp. 8-13,
2007
8. Google Inc., Google Earth website, http://earth.google.com/,
2007
9. THORLABS Inc., Product Catalog: Mortorized Actuators,
2003
10. THORLABS Inc., Product Catalog: Compact 1”(25mm)
Travel motorized translation stage, 2003

감사의글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Center for
Biomolecular Nanotechnology at GIST.

참고문헌
1. Douglas B. Murphy, Fundamentals of light microscopy and
electronic imaging, John Wiley & Sons, New Jersey, 2001.
2. Danilatos, G, D, Foundations of environmental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dvances in Electronics and Electron
physics 71: 109-250, 1988.
3. G. Binning, C. F. Quate, and Ch. Gerber, Atomic force
microscope, Phys. Rev. Lett. 56, 930, 1986.

- 1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