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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상 의료 분야에서 질병 진단  치료를 해서는 분자 수 ( 로틴, DNA 등)의 크기  뿐만 아니라, 세포 수 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실험 샘 이 시간에 따라 변질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해서는 빠른 분석과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 마이크로 크기의 세포내 단백질이나 DNA의 변화 과정 등을 촬

할 수 있는 3차원 형  측 장치를 제작하고 이로부터 얻은 형  이미지를 실시간 통합 리  분석하기 한 서
버 클라이언트 기반의 형  이미지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 다. 시스템은 형  측 장치와 소 트웨어 그리고 형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바일 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개발된 시스템은 의료인이 시공간의 제약 없

이 응 환자의 샘 에서 획득한 형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송받아 분석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므로 유비
쿼터스 헬스 구 에 활용할 수 있다.

ABSTRACT

In the field of clinical medicine and research, the analysis of such as protein and DNA at the molecular level and even at the cell level are 
necessary for disease diagnosis and treatment. In many cases, a real time image of samples is needed for the accurate analysis and 

manipulation of samples since experimental samples are degenerated with time. In this research, a three-dimensional fluorescence microscope 

device was developed for taking images of protein and DNA inside a single cell and the server-client based image analysis system was made 
for an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real-time images taken from the microscope device. The system consists of a fluorescent measurement 

device, the associated software and a client program on smartphone. The developed system allows doctors or experimental managers to receive 

and look at the real-time experimental images taken from the samples of patients anywhere in the emergency, to analyze results and to 
instantly diagnose the disease and to transfer the results to the patients. As a result, the system is able to be utilized in the implementation of 

ubiquitous health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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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새로운 신약개발을 한 임상 실험 기  

분야에서 분자 수 의 크기인 세포내에서 일어나는 형

상들을 상화하고 분석하는 기술인 바이오이미징

(Bioimaging)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세포의 형 이미지 분석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

는데 이는 생체 세포 내 일어나는 상들을 상을 통해 

직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질병의 

조기 진단  치료에 필수 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

다[1-3].  

최근 들어 나노기술이 목된 바이오 이미징 분야는 

분자 수 의 단백질이나 DNA 등에서 일어나는 상까

지도 상으로 렷이 찰할 수 있는 수 으로 발 하

을 뿐만 아니라 최근 10여 년 동안 진단과 치료를 해 

의료 임상 분야에서 필수 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나노미터 크기의 단백질이나 DNA 등을 촬 할 수 있도

록 해 주는 장치와 촬 한 형  이미지를 분석하기 한 

형  이미지 분석 소 트웨어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

다[4-6]. 

3차원 형  이미지 획득을 한 상 촬  장치로 최

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공  미경(Confocal 

Microscope)인데 이는 공  미경에 장착된 핀홀이

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기존의 형  미경으로 얻을 수 

없었던 고배율, 고해상도 형  이미지를 얻게 해 주

기 때문이다. 공  미경 장치로부터 여러 가지 방

법으로 세포를 스캔하여 형  이미지를 획득하기 한 

소 트웨어와 획득된 형  이미지를 분석하기 한 소

트웨어도 필수 이다. 따라서 형  이미지 분석 시스

템은 공  미경 장치와 분석 소 트웨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기  실험과 연구를 해 사용하

고 있다. 

하지만 기 개발된 형  이미지 분석 시스템들은 장치

가 설치되어 있는 실험실이나 병원과 같은 장소에서만 

형  이미지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단 이 있다. 촬 한 

형  이미지에 한 분석 결과가 필요한 경우 단순 실험

자가 실험한 결과를 의사나 연구자에게 시간차를 두고 

오 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송하므로 결과를 긴박하게 

분석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기고, 한 잘못된 

실험이 진행된 경우에도 즉각 인 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형  이미지 분석 시스템은 에

서 소개한 것과 같은 기존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하여 

형  측 장치와 연결된 소 트웨어  컴퓨터를 서버

로 하고 실시간으로 서버와 연결하여 2D  3D 형 이

미지를 의사나 연구자가 즉각 으로 분석  진단할 수 

있도록 Wifi  3G가 작동되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

는 클라이언트 분석 시스템을 함께 개발하여 장소나 시

간 인 제약 없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도록 하 다. 

를 들어, 의사가 병원에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한 환자

의 형  이미지를 보고 곧바로 처방을 해야 될 상황이 발

생할 때, 모바일 형  이미지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의사

가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병원 서버로 속한 후 형 이

미지를 다운로드하여 곧바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은 향후 유비쿼터스 

헬스(ubiquitous health) 구 에 활용할 수 있다[7].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개발된 3차

원 형  측 장치  형 이미지 측정 장비에 해 설명

하고 3장에서는 형  이미지 분석을 한 서버 클라이언

트 기반의 형  이미지 분석 시스템 체 인 구조를 살

펴본다. 그리고 4장에서는 스마트폰 기반의 클라이언트 

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능을 살펴보고 5장에서는 앞으

로는 연구 방향에 해 언 하고 결론을 맺는다.

Ⅱ. 형  측정 장치 제작  실험

형  이미지의 장 은 육안으로 찰이 불가능한 단

백질  DNA의 변화와 바이러스의 발  치를 이미지

로 얻을 수 있고 동시에 네 가지 서로 다른 색의 형 으

로 각각 단백질  세포 소기  등을 표시할 수 있어 정

확하고 많은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형  이미지는 형  물질을 주입한 후 다양한 원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세포들의 변화를 학 미경을 통

해 촬 하는데 형  측 장치의 핵심은 공  미경

이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3차원 형  측정 장치 

개략도이다. 기존의 3차원 측정 장치는 하나의 PMT를 

이용하여 하나의 특수한 이  입력 장에 한 형

입력을 얻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형  측정 장치

는 동시에 두 개의 PMTs를 구성함으로써 두 개 이상의 

형 물질에서 나오는 주  역 (λ>665 nm)  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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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550nm <λ< 600nm)이 동시에 측정가능 하도록 

하여, 실시간으로 두 가지 형 물질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실험  측정 시간을 이고자 하 다. 

투사 이져는 532nm의 Nd: Yag 이 를 사용하 다. 

그림 1. 형 측정장치 개략도
Fig. 1 Overview of a our optical fluorescence 

measurement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사용한 형  측 장

치를 보여 다. 제작된 형  측 장치는 형  미경

(Olympus BX51M)과  공  스캔 장치(NSS NF-1000K), 

원  제어 장치와 형  이미지 그래버(grabber)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림 2. 제작된 형  측 장치
Fig. 2 Our optical fluorescence measurement device

한 PMTs를 두 개를 사용하므로 기존의 공  

미경과 비교하여 픽셀 강도 민감도가 증가되었고, 픽셀 

매칭 작업이 불필요하며, 측정시편이 이 에 매우 민

감할 경우 이 에 의한 오차율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

능하도록 구성한 것이 본 연구의 핵심 기술이다.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멀티 PMTs 장치를 가진 

3차원 공  장치를 사용하여 3차원 형상의 형 이미

지를 얻기 하여 3D 하이드로젤 내에 세포를 주입하여 

촬 한 것이다. 하이드로젤은 PEG를 사용하 고, 하이

드로젤을 만들기 해서 UV 빛을 이용하여 3차원 마이

크로 형상에서 고형화하 다. 

그림 3. 3D 하이드로젤내의 세포 이미지 
(직경 400μm * 높이 300 μm)

Fig. 3 3D Cell image within the hydrogel
(Width 400μm * height 300 μm)

그림 4는 제작된 형  측정시스템을 통하여 하이드로

젤 내의 세포 이미지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3의 하이

드로젤 이미지는 완 히 제거되었으며, 하이드로젤 내

의 세포의 형상을 완 히 측정 가능함을 볼 수 있으므로 

형  측정 장치가 잘 동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 3D 하이드로 내의 세포이미지 측정결과
Fig. 4 Measurement results of 3D cell image  within 

the hydro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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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형  이미지 분석 시스템의 

제 인 구조와 기능

형  측 장치로부터 획득한 형  이미지를 분석하

기 해 본 연구에서는 서버 클라이언트 기반의 형  이

미지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 다. 개발된 시스템의 체

인 구조는 그림 5과 같다. 형  이미지 획득 소 트웨

어는 장치와 연결된 컴퓨터에서 수행되며 장치로부터 

다양한 옵션으로 형 이미지를 획득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버 클라이언트 기반의 분석 시스템은  형  

측 장치와 연결된 컴퓨터와 상호 통신하며 시공간의 제

약을 받지 않고 형  이미지를 분석  진단할 수 있도록 

해 다. 

그림 5. 서버 클라이언트 기반의 형 이미지 분석 
시스템의 체 인 구조 

Fig. 5 Overview of analysis system of fluorescence 
images based on server-client

형  이미지 획득 소 트웨어는 스캔된 형  이미지

를 보여주는 디스 이 부분과 각종 기능들(시스템 

제어를 한 기능, 상 획득 환경을 설정하기 한 기

능, 시스템 상태를 보여 주는 기능, 기타 부가 인 기능)

로 구성되어 있다. 역별 기능을 살펴보면 먼  시스

템 제어 기능은 그림 6의 (a)에서 보는바와 같이 형 이

미지를 획득하기 한 두 가지 모드인 CSM/CCD 선택

과 3차원 뷰 기능과 컬러화와 병합 뷰 기능, 일 장 

기능을 포함한다. 그림 6의 (b)는 Axial Positioning, 

Image Sectioning와 같은 부가 인 기능을 보여 다. 그

림 6의 (c)는 상 획득 환경 설정을 한 표 인 기능

인 (zoom) 설정, 뷰 모드 설정,  CSM 상 획득을 

한 센서 민감도 설정, 이  워 설정 등의 기능을 보

여 다. 

그림 6. 형  이미지 획득 소 트웨어 기능들
Fig. 6 Functions of fluorescence images  

acquisition software

 

그림 7. 모바일 형  이미지 분석 시스템 서버 구조
Fig. 7 Sever architecture of mobile fluorescence 

images analysis system

모바일 형  이미지 분석 로그램은 서버 클라이언

트 구조를 가진다. 서버는  형  이미지 획득 소 트웨어

에서 생성된 정보를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있거

나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될 때 필요한 정보를 클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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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 보낸다.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송받은 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

는 기능으로 구성된다. 그림 7은 서버 측 구조와 기능들

을 보여주고 그림 8은 클라이언트 측 구조와 기능들을 

보여 다. 

그림 8. 모바일 형  이미지 분석 시스템 클라이언트 
구조와 기능

Fig. 8 Client architecture and functions of mobile 
fluorescence images analysis system

일반 으로 서버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서버에서 

부분의 계산이나 처리가 이루어지고 클라이언트 측에

서는 서버에서 처리된 결과를 가져와 보여 다. 하지만 

모바일 형  이미지 분석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데이터 분석을 한 처리와 계산이 이루어진다. 최근 스

마트 폰의 앙처리장치 성능이나 메모리의 용량이 형

 이미지 분석을 한 충분한 컴퓨  능력을 제공해 주

기 때문이다. 실제 구  결과 형  이미지 처리를 한 

계산 능력과 처리 속도 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Ⅳ. 모바일 형 이미지 분석 시스템 구

클라이언트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갤럭시를 기 으

로 구 하 다. 서버 클라이언트 간 통신은 소켓 로그

램을 사용하 고 데이터 송을 해서는 두 개의 포트

를 사용하여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체 인 정보 달

을 해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형 이미지 일 송을 

해 사용하 다.

그림 9 (a)는 클라이언트 로그램의 시작 화면을 보

여 주고 (b)는 서버에 속하여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있

는 데이터들을 가져와 사  순서로 보여  것이다. 데

이터 정보에는 데이터 종류, 장 날짜, 장한 사람 등

을 있다. 서버 속 시 제공되는 기능들에 해서는 참고

문헌 [8]을 참고하기 바란다.

(a)                     (b)

그림 9. 서버 연결과 클라이언트 시작화면 
Fig. 9 Server connection and client start screen

(a) (b) (c)

그림 10. 클라이언트 형  이미지 분석 
Fig. 10 Example of client fluorescence images analysis

그림 10 (a)는 형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직후 화

면이다. 그림 (b)는 형  이미지 분석 결과를 보여 다. 

형  이미지 분석은 체 데이터에 한 분석과 사용

자가 지정한 부분 역에 한 분석, 형  이미지에 

한 추가 정보 기능으로 구분된다. 형 이미지 분석을 

해 컬러 이미지는 그 이스 일 이미지로 변환하여 

각 픽셀들의 강도 값을 이용하 다. 그림 (c)는 형  이

미지들에 한 추가 정보들도 형  이미지와 함께 보

여 으로 형 이미지 분석에 부가 인 도움을 주도

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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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 나노 마이크로 크기인 세포들의 상호 작

용이나 세포내에서의 이동, 세포의 생성과 소멸 등을 

상화할 수 있는 형  측 장치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형 이미지를 분석 진단할 수 있는 서버 클라이언트 기

반의 형 이미지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 다. 개발한 시

스템은 의사가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환자의 형 이미

지를 시공간에 제약 없이 진단할 수 있도록 해 주므로 유

비쿼터스 헬스 구 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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