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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a mobile-based visible/NIR(Near InfraRed) imaging equipment for the animal testing. This
equipment can provide visible, NIR and merged image through the viewer program. Especially, merged image help researcher to
understand visual messages at animal in-vivo test. Also, it is available to send real-time images through the smart phone. Researcher can
communicate with another researcher who is a long distance away. Also, the equipment was made with portable small size to enable it to
commercia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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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암의조기진단과치료는많은의학자와과학자의중요한관심사
이다. 기존의생체조직분석은CT, MRI, PET, 초음파등비침습적
(non-invasive) 물리적 상진단방법이널리이용되어왔으나대
부분사람을대상으로한임상진단용으로개발되어왔다[1].

그러나 신약과 바이오 마커 등을 개발한 경우 이를 테스트하기
위한임상실험용동물이미징장비의개발은현재미흡한실정이다. 

신약후보물질의 치료효과를 판정하거나 그 효과기전의 작동을
보여줄수있는바이오마커는전임상혹은임상시험단계에서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상은 이론적인 설명에 비하여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정보는 기초의학이나 임상의학에서 큰 가치
와기여도를가지므로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2]. 

임상실험용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미징 장비의 경우에는 사람
을대상으로한장비에비해고려해야하는몇가지특수성이있다.

첫째, 사람은 병원 등에서 이미지를 찍기 위해 장비가 설치된 장
소로 이동하기 쉬우나, 오히려 동물은 이동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는임상실험용동물은규정에정해진한정된곳으로만이동할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임상실험용동물을대상으로하는이미징장
비는이동이용이한포터블장비로개발될필요성이높다.

둘째, 동물의 이동은 물론 실험 역시 규정을 만족시키는 곳에서
제한된인원만이실험에참석가능한데, 이는동물실험에는허가된
공간에서 교육을 받은 실험자만이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임상실험용동물을대상으로하는이미징장비는원격에서실
험을 지시·수행하거나, 현장의 실험자와 원격지의 관리자가 실험
결과의 이미지를 주고 받고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원격 상전송 및
리모트서비스구현이필요하다.

셋째, 임상실험용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미징 장비를 포터블
장비로개발하기위해서는기존의사람을대상으로하는CT, MRI,
PET 등의 고가의 대형장비처럼 구성하기는 어렵다. 또한 초음파
이미징 장비는 작은 동물의 내부장기를 섬세하게 표시하기에는 해
상도에서 충분치 못한 면이 있다. 따라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
존 이미징 장비처럼 인체장기의 포괄적인 이미지를 취득하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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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측되는 결과를 확인하려는 목적하에 수행되는 동물 임상실험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실험에 필요한 특정 이미지를 저렴하고
효율적으로취득할수있는이미징장비로구현할필요가있다.

적외선 역의파장은 700 nm ~ 1300 nm 로장파장이기때문
에 인체에 무해하며, 조직 투과력이 좋고 상의 배후 잡신호를 최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3]. 그리고 근적외선 역에
서형광특성을나타내는형광물질에이미징장비를이용한다면나
노입자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및 암세포 targeting 과 같은 관찰에
매우효과적으로적용할수있을것이다[4].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험용 동물 이미지를 일반적인 가시광 역
의 이미지와 암세포 추적용 형광마커에서 방출하는 근적외선 이미
지를동시에관찰함으로써시각적인이해를극대화시킬수있는장
치를구현하 으며, 취득된가시이미지와근적외선이미지를네트
워크 또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원격 단말기에서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있도록통신시스템을구축하 다.

2. 실험 방법

2.1 기기의 설계 및 구성

기기 설계는 가시광과 근적외선을 촬 할 수 있는 CCD 카메라
(Charge-Coupled Device camera)를각각사용하고, 카메라로입
사되는 광은 카메라의 특성에 맞게 IR pass filter 와 visible pass
filter 를장착하여원하는파장을받아들일수있도록하 다. 또한
가시광선 역과근적외선 역은Cubic 형태의Beam splitter 를
사용하여 두 개의 이미지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 으며, Focusing
lens 를이용하여이미징대상의확대와축소가가능하도록설계하
다. Beam splitter 하단에는 Objective lens 를 장착하고 그 주

위에 실험 대상을 밝힐 수 있는 visible light source 및 근적외선
형광물질을발광시켜주기위한여기광원을원형으로배열되도록하
다(Fig. 1). 

가시 광원으로는 Fig. 2의 (a)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Visible
LED Array 를 사용하 고 적외 광원으로는 (b)에서처럼 IR LED
Array 를 사용하 다. 광원은 두 가지 역의 파장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조사할수있도록ring guide 형태를사용하 다.

광학부에서는 카메라, 렌즈, 필터를 포함한다. Fig. 2의 (c)는 렌
즈의사진이고, (d)와 (e)는 CCD 카메라의칼라특성과흑백에대한
파장곡선을보여주는그래프다. CCD 카메라는4.40 μm x 4.40 μm
의픽셀사이즈를가지며이미지센서의크기는1/1.8̋ 이다. 또한 (f)
는근적외선필터이며 (g)의특성곡선과같이850 nm 의파장을받
는필터를사용하 다.

실험동물이미지를확인하기위해Visible/NIR 이미지와합성된
merged 이미지를 실험자가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하 다.

카메라는 Visible과 NIR 카메라를 사용하여 각각의 카메라에서
Dual 이미지를 얻어서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하 고, 합성된
merged 화면구성은 visible, NIR, merged 이미지를 각각의 하나
의큰화면으로보도록전체화면을구성하 다.

광학계에서 취득된 가시 이미지와 적외 이미지를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으로연결된원격단말기와공유또는공유단말기로전송이
가능하도록네트워크를구축하여실험자와관리자가실험상황에대
한의사소통이원활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 다.

Fig. 2. (a) Visible LED array and CCD camera (b) IR LED array
(c) Lens (d) Camera transmission curve(color) (e) Camera
transmission curve(black and white) (f) NIR filter (g) NIR
filter transmission curve.

Fig. 1. System of a mobile-based portable visible/NIR imag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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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적외선 형광 나노입자 제조

본 연구에서 제작된 장비에 적외선 이미징 관찰을 위한 적외선
형광물질은이중유화방법을이용하여PLGA 고분자내부에반감기
가짧은근적외선(Near InfraRed, NIR) 형광dye 인 Indocyanine
Green(ICG)을 담지시켜 나노입자를 제조하 다. 이중유화방법에
관한Scheme 은Fig. 3과같다[5].

실험방법은PLGA 100 mg 을클로로포름(chloroform) 2 ml 에
용해시켜 PLGA 유기용액을 제조하고, HSA(Human Serum
Albumin) 15 mg, 5 mg/㎖ 의 친수성 마그네타이트 1 ㎖ 및 친수
성 ICG(IndoCynine Green) 5 mg 을 3차 증류수 250 ㎕ 에 순차
적으로 용해시켜 혼합 수용액을 제조하 다. 상기 PLGA 유기용액
에상기혼합수용액을분산및교반시켜제1 분산액을제조하 다.
상기 제 1 분산액을 4 %–PVA 용액 30 ml 에 천천히 적하시키면
서 탐침형 초음파 분산기(700 W, 20 kHz)를 이용하여 95 % 출력
에서5분동안분산및유기용매를제거하기위해밤새교반시켜제
2 분산액을제조하 다. 잔류PVA 를제거하기위하여상기제2 분
산액을 17500 rpm 에서 20분동안원심분리하여상층액은따라내
고, 증류수를첨가하여초음파로재분산시킨뒤다시원심분리하는
과정을 3번 반복한 다음, 상기 PLGA/마그네타이트/ICG 나노입자
를동결건조하여4 ℃보관하 다.

2.3 형광 이미징 테스트 실험

나노입자용액의 상관찰은PBS buffer pH 7.4 용액 1.5 ml 를
Eppendorf tube 에 담고 여기에 나노입자분말 5 mg 을 첨가하여
재 분산시켰고, 대조군으로 PBS buffer 용액 1.5 ml 만을
Eppendorf tube 에 담아 두 용액의 근적외선 상을 비교하 다.
동물실험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의뢰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8
주령 female 헤어리스 마우스(Orient Bio, Seongnam, Korea)를
동물마취제를 이용하여 마취시킨 다음 상기 형광 나노입자의 용액
을꼬리피하에주입하여Visible/NIR 이미지를확인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실험동물 형광 이미징 장비 구축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가시광 역의 이미지와 암세포 추적용
형광마커에서방출하는근적외선이미지를동시에관찰함으로써시
각적인 이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실험동물 형광 이미징 장비를
Fig. 4와같이구현하 다.

CCD 는 NIR 카메라와 Visible 카메라를 사용하여 각각의 CCD
에서Dual 이미지를얻어서두이미지를겹치게하여merged 시키
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때 Visible 이미지를 100으로 두고 그 위
에 게이지바(guage bar)로 파장대를 설정한 NIR 이미지를 뿌리는
방법을택하 다.

화면구성은동시에 visible, NIR, merged 이미지세개의화면
을한창에서분할해봄과동시에클릭으로각각의이미지를하나의
큰화면으로보도록전체화면을구성하 다.

해상도는 실험실환경과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노트북에 적합
한상태로1,024×768 에맞추도록개발하 고프로그램틀의크기
에제약이없도록조절할수있게제작하 다.

실험 중 데이터 분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간간격을 설정해주어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능을 부가적으로 추가하 으며, 전송용 이미
지를자동저장및삭제하는기능을갖추어홈페이지서버에전송해
원격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하 다.

3.2 적외선 형광 나노입자 제조

Fig. 5는 제조한 적외선 형광나노입자를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으로 관찰한 결과이며, 입도분석
기로분석한결과평균입경은 190 nm 의크기를갖는입자임을확
인하 다.

본나노입자를사용하여적외선형광이미지를획득하 다.

Fig. 3. Nanoparticle fabrication using double emulsion method.

Fig. 4. Mobile-based portable visible/NIR imag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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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Visible과 NIR 상의 관찰

Eppendorf tube 에 분산시킨 적외선 형광 나노입자 용액과 대
조군은Visible/NIR 이미징프로그램을사용하여Fig. 6과같이관
찰하 다. Fig. 6의 (a)는 Color 이미지이며 (b)는 NIR 이미지, (c)
는 상기 두 이미지가 합성된 merged 이미지로, 그 형광의 세기를
가시화시켜서인식할수있도록하 다.

Fig. 7은 마우스를Visible/NIR 이미징 프로그램을사용하여 관
찰한것이다. 마우스꼬리피하사진으로근적외선형광의분포를관
찰할 수 있었다. Fig. 7(a)는 Color 이미지이며 (b)는 NIR 이미지,
(c)는 상기 두 이미지가 합성된(merged)이미지이다. Fig. 7의 결과
와같이마우스꼬리에있는형광물질의거동을확인함으로써암세
포등의표적물질을관찰할수있음을확인하 다. 마지막으로취득
된 Visible 이미지와 NIR 이미지를 wifi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
한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이용하여원격으로확인하 다.

Fig. 8의 (a)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화
면이며, (b)는 Color 이미지, NIR 이미지, merged 이미지를 한 화
면에서관찰한사진이다.

4. 결론

본연구는Visible/NIR merged 실험동물이미징용포터블장비
의 개발을 위하여 Visible 과 NIR 광원과 함께 visible 과 NIR
pass filter 를 장착하여 원하는 파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Beam splitter 를 사용하여 상기 두 파장의 역을 visible
카메라와NIR 카메라로확인할수있도록구분하 으며Focusing
lens 를통하여확대, 축소를가능하도록하 다. 그리고컴퓨터프
로그래밍을 통한 이미징 프로그램 제작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완료하 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은 접근이
제한된실험구역에서취득된임상실험용동물의이미지를공간적으
로떨어진원격지에서도실시간으로관찰하고분석할수있도록함
으로써 실험자와 관리자 사이의 실험상황에 대한 의사소통을 원활
하게만들어효율적인실험이가능하도록하는장점을갖도록하
다. 아울러 인체와 생체에 무해한 가시/근적외 광원을 이용한 이미
징장치이기때문에동물은물론사람에게도적용가능하여대상범

Fig. 5. SEM image of near infrared nanoparticles.

Fig. 6. Imaging of PBS buffer(left) and PLGA/magnetite/ICG
nanoparticles solution(right) (a) Color imaging (b) NIR
imaging (c) Merged imaging.

Fig. 7. Imaging of PLGA/magnetite/ICG nanoparticles by tail
subcutaneous injection of hairless mouse (a) Color imaging
(b) NIR imaging (c) Merged imaging.

Fig. 8. Screen of the application (a) Login screen of the application
(b) Screen of imaging test using the smart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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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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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점차확장될수있어잠재력이클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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