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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를 입체적으로 찍는 
3차원 홀로그래픽 현미경

| 참고자료 |
[기사1] Holotomography Unlocks New Potential for Life Sciences Research, Photonics MEDIA, http://www.photonics.
com/Article.aspx?AID=60967

세포의 3차원 영상을 측정하는 것은 생명과학, 의학 연구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 기술은 세포를 형광 물질 등으로 염색해야 

효과적으로 3차원 영상 획득이 가능했으나, 염색 과정으로 인해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기 어려웠으며, 특히 체내에 다시 주입

해야 하는 면역세포나 줄기세포 등에는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박용근 교수는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을 이용해서, CT

촬영의 원리를 레이저로 현미경 수준에서 구현한다. 이를 통해, 염색 과정 없이 살아있는 세포 그대로 3차원 영상을 측정하고 세포 

내부를 관찰 할 수 있게 해 준다. KAIST창업원의 EndRun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창업, 2016초 상업화에 성공하여 제품을 출시

하였다. 2016/11월 현재 전세계 10여 개국의 판매망을 설립, 해외 수출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MIT, 피츠버그의대, 독일암센터, 

서울대 아산병원 등에서 제품을 활용 중이다.

3D Holographic Microscope : HT-1 Series

Model HT-1S
Standard

HT-1H
High resolution

Objective 60x NA 0.8 60x NA 1.2(water Immersion)

Lateral resolution 166 ㎚ 110 ㎚

Axial resolution 1 ㎛ 356 ㎚

Field of view 80 ㎛

Depth of field 40 ㎛

Imaging speed Over 150fps [2D holography]
Over 2.5fps [3D holography]

Time lapse over 72hrs
Sample prep. No labeling

Size 445㎜ X 500㎜ X 180㎜

Weight 17㎏

그림 1. 개발된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 제품 사진과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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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발된 현미경으로 측정한 다양한 세포 의 3차원 영상(적혈구, 백혈구, 간세포)

  1. 연구배경
세포의 3차원 영상을 측정하는 것은 생명과학, 의학 연구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 기술은 세포를 형광 물질 등으로 

염색해야 효과적으로 3차원 영상 획득이 가능했으나, 염색 

과정으로 인해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기 어려웠으며, 특히 

체내에 다시 주입해야 하는 면역세포나 줄기세포 등에는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박용근 교수는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을 이용해서, CT촬영의 원리를 레이저로 

현미경 수준에서 구현한다. 이를 통해, 염색 과정 없이 살아

있는 세포 그대로 3차원 영상을 측정하고 세포 내부를 관찰 

할 수 있게 해 준다. 

  2. 연구내용

CT촬영과 동일한 원리를 현미경에서 구현하였다. 다만, 

차이는 CT는 X-ray의 흡수차이를 이용하며, 환자 등의 

내부를 본다면, 이 제품은 laser를 이용하여 세포나 그 

소기관의 밀도차에 의한 RI값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염색 없이 세포의 3차원 영상 

구현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다.

Tomography 기술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세포와 조직을 

염색하지 않고, 실시간 3차원 영상을 매우 빠른 시간에 획득 

가능하다. 기존 기술은 세포를 형광 물질 등으로 염색해야 

효과적으로 3차원 영상 획득이 가능

했으나, 염색 과정으로 인해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기 어려웠으며, 특히 

체내에 다시 주입해야 하는 면역세포

나 줄기세포 등에는 적용이 원천적 

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밀도, 질량,  

부피 등 여려가지 정량적인 data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노과학, 세포

생물학, 미생물학, 질병진단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사료

된다.

  3. 우수성과 및 기대효과 
•소프트뱅크 등으로부터 약 30억원 투자 유치

•2016 10대 기계기술 선정, 대한기계학회(2016/11)

• 본 솔루션은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국내외 5개의 

특허 출원 및 등

• 생체세포를 염색없이 2D, 3D, 4D로 실시간 관찰가능, 기존 광학현미경 사용 환경

에 호환되도록 제작되어 손쉽게 세포를 관찰하고 정량화(quantification) 가능

• 기존 세포를 관찰 시 생체세포가 투명하고 작아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웠음, 그러나 

본 제품 개발을 통해 그동안 관찰이 불가능했던 세포의 물리적인 현상을 손쉽게 

이해 가능 

• 신약개발 및 새로운 질병진단, 치료법 발굴에 획기적 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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