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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provides high resolution images, which are useful in studying ultrastructure of cells and tissues. We have to use very thin section about 60~100 nm thickness due to poor penetration power of the conventional TEM at 100 kV.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EMs using higher accelerating voltage
have been developed. TEMs can be categorized into conventional TEM, intermediate TEM, high voltage TEM (HVEM),
and ultrahigh voltage TEM according to their accelerating voltage. HVEM using 500~1,000 kV has an enough penetration power to observe thick specimen up to 3~4 μm, which is useful understanding 3 dimensional configuration of the
cell and tissue. HVEM was built up in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KBSI, Daejeon, Korea) at 2004, maximum accelerating voltage is 1.3 MV in Korea. Many results showed up to the present various fields of science such as medical
science, biology, agriculture and so on. Here, we briefly summarize recent biomedical applications of HVEM to provide
an insight of HVEM for morphologist.
Key words : 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y,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 Tilting electron tomogram, Stereo
paired image

고압전자현미경의 역사
고압전자현미경 개발은 유리칼(glass knife) 등을 이용한
초박절편(thin section) 제작기술이 정립되기 이전에, 상대적
으로 두꺼운 시료를 관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가속전압을
높여 더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최
초로 고압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생물시료 사진은 1947년
Van Dorsten 등에 의해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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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시기에 초박절편의 제작기술이 확립되어 통상적인
전자현미경적 방법으로 해상력이 높은 결과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압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연구는 한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Glauert, 1974).
1960년경 프랑스 톨루즈(Toulouse)에 설치된 1.5 MV급
의 초고압전자현미경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
다(Dupouy 등, 1960). 이후 고압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만족
스러운 해상력을 얻은 결과물은 1967년 개최된 U.S-Japan
Scientific Cooperation Meeting (on 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y)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으며 박절편(semi-thin section)
및 초박절편을 이용하여 세포간 연접구조의 하나인 간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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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electron microscope by accelerating voltage
Accelerating voltage
Ultra 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e
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e
Intermediate Voltage Electron Microscope
Conventional Electron Microscope

Above 1,000 kV
500~1,000 kV
200~500 kV
25~125 kV

고압전자현미경 소개

Fig. 1. 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y set up in KBSI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Daejeon, Korea) (JEM-ARM 1300S, JEOL; Maximum accelerator voltage: 1.3 MV).

접(gap junction)을 보다 분명하게 관찰한 결과를 제시하였
다(Hama와 Saito, 1977). 상기 연구에서는 금붕어와 기니아
피그를 이용하여 일련의 과정을 거친 시료를 200,000배에
서 최고 540,000배까지 관찰하고 동결파단(freeze-fracture)
방식을 이용하여 표면의 입체적 구조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많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초고압전자현미경을 흥
미로운 형태학분석 도구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Hama,
1989).
초고압전자현미경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에 50여 대가 사용되고 있다고 추정되며, 우리나라에는 2004
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에 초고압전자현미경
(JEM-ARM 1300S, JEOL, Daejeon, Korea)의 설치를 완료
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Fig. 1).
외국에서도 초고압투과전자현미경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동장비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국립
전자현미경센터에 1980년경 두 대의 초고압전자현미경이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고압전자현미경을
사용하는 일본에서는 3 MV급의 초고압전자현미경도 운용
중이며, 국가연구소 및 대학연구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
용 중이다.

전자현미경은 사용되는 가속전압 (accelerator voltage)에
따라 분류되며, 일반적인 전자현미경(Conventional Electron
Microscopy)은 25 kV에서 125 kV 정도까지의 전압이 이용
되고, 생물시료의 경우 대부분의 실험실에서 70~100 kV 정
도의 전압으로 가동되고 있다. 200~500 kV를 사용하는 중
전압의 전자현미경(Intermediate 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y)은 최근 많은 실험실과 연구기관에 설치되어 있고,
1,000 kV가 넘어서는 초고압전자현미경(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y: HVEM)은 대다수가 일본에 설치되어 운
용되고 있다(Table 1).
초고압전자현미경은 70~100 kV 정도의 전압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전자현미경과 동일한 구조이나, 대형화 되어있고
조작방법도 유사하다. 1 MV 이상의 가속전압을 이용하는
초고압전자현미경의 이론적인 해상력은 약 0.1 nm이며, 이
는 일반적인 전자현미경의 해상력인 0.2 nm보다 높다. 그러
나 이는 생물시료 자체의 해상력 한계와 전자빔 등에 의한
방사선 손상에 의하여 구현 불가능한 이론적 해상력일 뿐
이다(Taylor와 Glaeser, 1974).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료의
처리방법에 관한 연구와 함께, 3 MV의 가속전압이 구현되
는 초고압전자현미경도 이용되고 있다. 일본 오사카 대학에
최초로 3 MV급의 Ultra-HVEM이 설치되었으며, 박테리아
와 플랑크톤, 세포소기관, 손상된 신경계 구조분석 등의 연
구에 적용되고 있다(Takaoka 등, 2000).

고압전자현미경의 장∙단점
일반적인 투과전자현미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
속전압을 이용하는 고압전자현미경은 여러 가지 장점을 지
닌다. 첫 번째는 높은 해상력으로, 높은 가속전압이 이용되
면 전자빔의 파장은 짧아지게 되며 긴 파장의 전자를 사용
하는 경우보다 우수한 해상력을 가지게 된다. 전자파장이
2~3 μm 두께의 시료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색수차는 아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고압전자현미경의 경우 감소된
색수차로 인하여 높은 해상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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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우수한 투과력으로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에 이
용되는 3~5 μm 두께의 시료를 전자현미경적 해상력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높은 투과력을 이용하면 배양한 세
포, 혹은 전자현미경에 사용되는 그리드(grid) 위에 배양된
세포를 고정과 탈수 및 건조하여 관찰할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3차원적 정보의 추출이 용이하다는 것이
다. 사실 고압전자현미경은 일반적인 전자현미경에 비해 짧
은 파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투과력이 높고, 시료 전체의 두
께 정보가 하나의 이미지 내에 겹쳐 있게 된다. 이러한 정
보는 쌍입체상(stereo paired image)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입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3차원적인 시료의 정보
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로 다른 각도로 구성된 한 쌍의
사진은 간단한 프로그램 작업을 통해 anaglyphic image를
구현할 수 있고(Kim 등, 2007), 제작된 영상은 누구나 쉽게

100 kV

300 kV

3,000 kV

5 μm

100 μm

Fig. 2. Simulation of electron scattering for beam energies of 100,
300 and 3,000 kV. The broadening by electron scattering in the 5 μm
section is diminished efficiently for 3,000 kV (Modified the original
figure of Takaoka et al., 20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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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청의 입체안경을 통하여 삼차원적 구조를 확인할 수 있
다(Fig. 3). 이 쌍입체상은 엄격하게 말하면, 2.5차원의 영상
이라 할 수 있지만(Bonnet 등, 1985),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완전한 3차원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시료의 각도를 +60�
에서 -60�에 이르기 까지 1~2�간격으로 연속된 영상(serial tilting image)을 획득한 후, 61 또는 121여 장의 사진으
로 3차원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입체적인 형태의 재구성과
함께 구조의 분석이 가능하다 (Mun 등, 2008; Perkins 등,
2008; Fig. 4). 이러한 전자토모그램(Electron tomogram)의
제작에 사용되는 영상처리 프로그램으로는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IMOD (from Boulder Laboratory for 3-D
Electron Microscopy of Cells in Colorado university, http://
bio3d.colorado.edu/imod/)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사용자
편의와 자동화 기능을 첨가한 상용 소프트웨어도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토모그램(Martone 등, 2002) 외에도 연속절편
을 이용하여 3차원 재구성을 하는 일반적인 방법도 많이
시행된다. 고압전자현미경을 이용할 경우, 통상적인 전자현
미경에 비하여 두꺼운 시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작은 수의 절편을 이용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하여 미세구조의 3차원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Igarashi 등,
1988; Lee 등, 2005b).
고압전자현미경의 네 번째 장점은 높은 가속전압을 사용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시료의 손상이 적다는 것이
다. 이는 짧고 빠른 전자가 시료를 통과하여 상대적으로 시
편과 반응하는 전자의 양이 작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을
응용하여 살아있는 생체시료 관찰에도 사용되었으나, 현재

Anaglyphic image

Fig. 3. Comparison of stereo pair image and anaglyphic image. Expert can construct stereo vision in their brain by observing two images (-8�&
+8�
). Beginners can perceive stereo vision with aid of stereo glasses (blue and red glasses; Kim et al., 2007).

76

HVEM in Biomedical Research

Electron beam

Serial images through electron tom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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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ted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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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dering
The section is ro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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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ization of
3-D structur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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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ample of 3D reconstruction by electron tomography (Mitochondria in muscle cell of C. elegans; Mun et al., 2008).

까지는 제한적인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시료
의 처리방법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보강한다면 충분히 가능
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낮은 콘트라스트는 고
압전자현미경이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이다. 전자현미경은 전
자가 시료를 투과하는 양에 따라 전자의 밀도가 달라지고
이러한 전자의 밀도차이에 의해서 형성되는 콘트라스트에
의해 구별되는 형태를 분석하기 때문에 고압전자현미경의
낮은 콘트라스트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전자현미
경용 시료는 일반적으로 중금속인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를 이용한 이중염색방법으로 전자밀도를 높이고, 콘트
라스트를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phosphotungstic acid 염
색법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염색하는 방법도 개발되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선택적 염색법은 1965년에 Friend
와 Murray에 의해 개발된 osmium impregnation technique
이며, 이는 지금도 전자현미경 시료 제작에 보편적으로 사
용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7 μm 두께의 절편이 1 MV의
고압전자현미경에서 관찰되기도 하였다(Rambourg, 1977).
이러한 고압전자현미경의 단점은 다양한 실험적인 방법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선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콘트라스트
를 증가시키는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60�
C 정도
의 고온에서 전자염색을 진행하거나 (Locke와 Krishnan,
1971), standard lead citrate solution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Venable과 Coggeshall, 1965). 특히, araldite를 이용하여 포
매된 블록의 경우 염색약에 detergent를 첨가하여 시간당
2.5 μm 정도의 빠른 침투를 유도하였고, 높은 콘트라스트를
얻기도 한다(Carasso 등, 1973). 염색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약의 침전물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
는 낮은 농도의 nitric acid의 처리로 인하여 개선시키는 방
법이 연구되기도 하였으며(Favard와 Carasso, 1973), 염색
한 시료 위에 carbon coating을 시행하여 콘트라스트를 높
이기도 하였다(Hama와 Kamino, 1974).

고압전자현미경 시료 제작법
고압전자현미경에 사용되는 시료는 기본적인 전자현미경
시료 제작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Igarashi 등, 1988). 고
압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두꺼운 조직을 관찰할 경우 콘트
라스트가 약하게 관찰되는데, 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적절한
염색을 시도하게 된다. 흔히 en bloc stain이라 불리는 이 방
법은 통상적인 전자현미경 시료 제작에도 높은 콘트라스트
를 얻고자 시행하는 방법으로, 탈수가 진행되기 전 전자염
색에 이용되는 uranyl acetate의 농도를 높여 1시간 정도 염
색을 한다. 또는 2% 정도의 uranyl acetate에서 하룻밤 염색
을 하여 세포막의 콘트라스트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모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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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me methods to enhance contrast of specimen
Method

Meterials: subcellular organelles

Enzymehistochemistry

Glucose-6-Phosphatase: Endoplasmic reticulum
Thiamina pyrophosphatase: Golgi apparatus
Cytochrome oxidase: Mitochondria
Acid phosphatase: Lysosomes
DAB reaction: pinocytic vesicle, peroxisomes

Histochemistry

Zinc iodide osmium: Golgi apparatus
Periodic acid-thiocarbohydrazide-silver proteinate
: Mucopolysaccharides in secretory granules

Radioautography

3

H-thymidine, 3H-uridine, 3H-aminoacid, 3H-fatty acid

정이 끝나고 제작된 절편에 전자염색을 할 경우에도 통상
적인 전자현미경 시료보다 높은 농도에서 긴 시간,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진행하기도 하였다(Carasso 등, 1971; Locke
와 Krishnan, 1971). 고압전자현미경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절편의 두께를 제작하고, 얇은 절편일 경우 통상적인 전자
현미경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찰하게 되지만, 2 μm 이상의
두꺼운 절편일 경우에는 그리드에서 잘 떨어지기 때문에
double mesh grid를 이용하여 고정하기도 한다.
이미 언급한 전통적인 전자현미경적 염색기법 이외에 신
경세포를 관찰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법이 골지염
색(Golgi Impregnation)이다. 뇌조직을 골지염색 한 후, 해마
에 피라미드세포(pyramidal cell)의 가지돌기가시(dendritic
spine) 및 별아교세포의 형태를 분석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
였으며(Hama 등, 1994), 소뇌의 조롱박세포 가지돌기 가시
의 형태적 특징을 확인하고 분류한 연구에도 이용되었다
(Lee 등, 2004). 최근에는 면역염색 및 조직화학적기법을 이
용하여 관심 있는 구조물을 나노골드입자(nano-gold particle) 등으로 표지하여 관찰하는 방법들도 이용되고 있으며,
특정 구조물 관찰을 위해 관찰하고자 하는 조직이나 세포
의 소기관을 면역염색으로 표지한 다음 관찰하기도 한다
(Table 2).
뿐만 아니라 투과전자현미경이 아닌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에서 사용되는 건조방법을
통하여 시료를 제작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법을 응용하여 배
양된 세포의 골격과 소기관들을 분석한 연구도 소개되었다.
Porter와 Anderson (1982)은 PtK2 세포를 초기에 -182�
C에
서 얼리고 난 후, -95�
C에서 동결건조(freeze dry)를 시행
한 시료와, glutaraldehyde (GTA)를 이용한 전고정 및 osmium tetroxide (OsO4)를 사용하여 후고정을 시행한 뒤 시료
를 동결건조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결치환(freeze substitution)으로 시료를 준비하고 임계점건조기(critical point dryer:
CPD)를 이용하여 건조시킨 시료, 화학적 전∙후고정 이후
에 탈수를 거쳐 CPD를 이용하여 건조한 시료를 각각 쌍입
체상(stereo paired image)을 통하여 비교 관찰하기도 하였
다 (Porter와 Anderson, 1982). 고압전현미경의 높은 투과력

Fig. 5. 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ic image of primary cultured
astroctye. The whole mounted cell could be observed without sectioning and many miochondria are identified in various shapes of thread
(arrow head, original magnification: ×6,000) (Kim et al., The society
for Korean Microscopy 37th Conference, 2006).

을 이용하면 초박절편, 혹은 후박절편(thick-section)을 제작
하지 않고 세포를 그대로 관찰할 수 있으며, 3차원 구조도
확인할 수 있다(Fig. 5).

고압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연구 소개
물리학, 재료공학 등의 연구자들은 고압전자현미경을 이
용하여 다양한 물질의 구조연구에 앞장섰다. 그러한 재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생물시료들은 강한 전자빔을 견디
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였으며,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앞서 소개한 높은 해상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시료의 손
상(beam damage)은 세포의 미세구조 및 거대분자 관찰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Hama와 Nagata, 1970). 1973년에는
Massover 등(1973)에 의해서 ferritin 거대분자에 관한 연구
가 발표되기도 하였으며, 난황에 존재하는 수용성 단백질에
관한 연구에도 이용되었다(Hayashi, 1977). 뿐만 아니라 개
구리 난자 표면의 세포막에 관한 연구(Massover, 1973), 세
포 내 세포질세망, 당단백질, 골지복합체의 미세구조에 관한
연구 (Rambourg 등, 1974), 췌장 분비물의 결합구조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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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gura 등, 1973) 등에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신경성장인자
(nerve growth factor: NGF)의 수용체로 알려져 있는 TrkA
(neurotrophin receptor)의 분포를 통상적인 전자현미경과
고압전자현미경을 이용, 전자단층영상을 제작하여 분석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으며(Nishida 등, 2007), 금 입
자를 이용하여 마우스의 큰포식세포에 존재하는 결합부위
를 관찰하였다(Takata 등, 1984).
통상적인 전자현미경보다 높은 투과력은 초고압전자현미
경이 가지는 큰 장점이며 이를 이용한 형태의 3차원적 연
구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초고압전자현미경은 상대적으로
두꺼운 시료를 이용, 시료의 각도를 달리하여 투과되는 전
자의 밀도가 다른 한 쌍의 사진으로 입체상을 얻을 수 있
으며(쌍입체상: stereo paired image), 또한 -60�에서 +60�
의 이미지를 연속된 기울기에 따라 촬영한 후 주로 역투사
(back-projection) 방식을 이용하여 복원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면 3차원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Lucić 등,
2005). 1976년에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경세포 축삭
(axon) 내의 무과립세포질세망(SER) 구조를 3차원으로 재
구성 하기도 하였으며(Tsukita와 Ishikawa, 1976), 이러한
입체구조는 초고압전자현미경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전자현
미경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고압전자현미경
을 이용한 3차원적 재구성도 다양한 조직에서 보고되었다
(Lee 등, 2005b). 상대적으로 두꺼운 절편을 이용한 전자단
층촬영(electron tomography: ET)은 얇은 시료를 이용하는
통상적인 전자현미경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
다. 흰쥐 심근의 가로세관에 관한 형태구조적 연구가 보고
되었으며(Nakamura 등, 1986), X, Y, Z 축의 조정을 통하여
입체구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연구도 진행되었다
(Arii와 Hama, 1987). 연속절편을 이용한 기니아피그의 모
용세포의 재구현 (Takasaka와 Shinkawa, 1987) 및 배양된
CHO 세포 관찰과 쥐의 창자, 간, 이자의 관찰(Nagata, 2001)
등의 연구가 좋은 예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고압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신경연접의
3차원적 형태를 재구성하여 발표하였고(Lee 등, 2005a), 생
물학 분야에서는 식물의 엽육세포의 색소체 미세구조를 3
차원적으로 분석하여 보고되기도 하였다(Kim 등, 2006b).
골지염색 등을 이용한 고압전자현미경으로의 접근은 신경
세포의 형태적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초기에는 소뇌
조롱박세포의 가지돌기 및 가지돌기 가시 등에 관한 연구
가 많이 진행되었으며(Palay와 Chan-Palay, 1973), 골지염
색과 연속절편을 이용하여, 금붕어의 후각망울에 존재하는
ruffed cell을 분석하였으며, 세포의 형태적인 특징을 기술하
기도 하였다(Kosaka와 Hama, 1979). 이어서 ruffed cell은
자세한 구조와 함께 신경연접의 종류에 따른 비교 분석 연
구가 발표되었으며(Kosaka와 Hama, 1980), 이러한 ruffed
cell의 신경가지를 3차원 구조로 관찰하여 신경연접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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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actical 3-D reconstruction of the parallel fiber-Purkinje cell
synapses (Lee et al., 2005a)

특징을 기술하기도 하였다(Kosaka와 Hama, 1981). 또한 광
학현미경, 전자현미경, 고압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mitral
cell에 관한 형태 분석 연구도 진행되었으며, 신경연접의 특
징에 따라 세가지 종류로 분류한 연구에도 골지염색이 이
용되었다(Kosaka와 Hama, 1982).

고압전자현미경을 이용한 국내의 연구 성과
우리나라는 2004년 대전에 위치한 한국기초과학연구
소 (KBSI)에 초고압전자현미경이 설치되었으며, 의∙생물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nano-particle
을 운반하는 liposome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확
인하기 위하여 고압전자현미경을 이용하였다(Park 등, 2006).
초파리를 각각 고압동결법(high-pressure freezing: HPF)과
동결치환기법(freeze-substitution: FS)으로 고정하여 250 nm
의 두꺼운 절편으로 제작한 후, 초고압전자현미경을 이용하
여 tilting image를 얻었다. 이를 통하여 발달중인 광수용체
세포의 세가지 형태가 발견되어 보고되기도 하였다(Mun
등, 2007). 소뇌 조롱박세포의 가지돌기가시에 관한 형태연
구를 위해 각각 250 nm, 500 nm, 1,000 nm의 두꺼운 연속절
편을 이용하여 조롱박세포의 가지 및 가지돌기가시를 평행
섬유와 함께 3차원 재구성하기도 하였고 (Lee 등, 2005a;
Fig. 6), 골지염색으로 표지된 조롱박세포 가지돌기가시를 고
압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하여 정상적인 가지돌기가시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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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VEM images of plastid in plant cell. Six small inclusion bodies scattered throughout a single plastid (Kim, 2006a).

와 학습에 따른 신경가소성을 규명하였다(Lee 등, 2004; Lee
등, 2007).
의학분야뿐만 아니라 식물학에서도 고압전자현미경을 이
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식물세포의 내부구조
를 관찰하고 이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전자현미경에서 관찰하기 힘든 식물세포 엽록체의
특정적 구조배열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다(Kim, 2006a;
Fig. 7). 또한 국제 쌀 연구소에서는 고압전자현미경을 이용
하여 벼 내부의 녹말복합체 미세구조를 확인하여, 전분함량
이 높은 새로운 품종개량을 위한 연구자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Kim 등, 2005).

결

론

세포나 조직의 3차원적 연구는 보다 자세하고, 사실적인
형태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연구방법이
며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현미경들이 이용되고 있다. 높
은 해상력을 지닌 전자현미경을 비롯하여 투과력이 높은
고압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전자토모그램기법은 세포소기관
의 미세구조에 관한 형태적 분석뿐만 아니라, 거대분자나

바이러스 등의 구조연구에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고압
전자현미경의 높은 해상력과 투과력은 생물시료의 3차원적
구조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 중 하나이며, 다양한 실험
적 기법들과 사용되어 의∙생물 분야의 연구에 응용될 것
이다.

요

약

전자현미경(Electron Microscopy)은 우수한 해상력을 제
공하여, 조직이나 세포의 미세구조 연구에 다양하게 이용되
나, 전자빔 투과력의 한계로 100 nm 전후의 매우 얇은 조직
만을 관찰할 수 있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좀 더 두꺼
운 조직을 관찰하기 위해서 높은 가속전압을 이용하는 현
미경이 개발되었다. 전자현미경의 투과력은 사용하는 가속전
압에 의해 증가되며, 전압의 크기에 따라 전자현미경(Conventional Electron Microscopy), 중전압현미경(Intermediate
Voltage Electron Microscopy), 고압전자현미경(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y: HVEM) 및 초고압전자현미경 (Ultra
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y)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고압전자현미경은 500~1,000 kV의 높은 가속전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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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증가된 투과력을 이용, 통상적인 전자현미경보다 두꺼
운 시료를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과 높은 해상력으로 조직
이나 세포의 3차원적 구조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초고압전자현미경이 설치되어 운용
중이며, 의생물 분야뿐만 아니라 재료 기술분야에서도 활발
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압전자현미경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를 소개하여 형태학자
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찾아보기 낱말 : 초고압전자현미경, 삼차원 재구성, 전자단층

기법, 쌍입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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