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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live의 3D Cell Explorer와 Basler ace USB 3.0 
카메라를 이용한 생체 내부 연구

고객

 � NANOLIVE.SA

 � 소재지: 스위스 에쿠블렌스

 � 업종: 바이오테크놀로지

 � 수행 연도: 2015년

애플리케이션

Nanolive SA는 2013년 11월에 스위스 로잔 EPFL Innovation 

Park에 설립된 벤처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세포 손상 없이 살아 있

는 세포를 3D로 탐구할 수 있게 해 주는 혁신적인 현미경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세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간이기 때

문에 이 현미경은 교육, 생물학, 제약, 화장품, 연구실 및 산업 현장

에서 모든 규칙을 바꿀 수 있는 현미경 역사에서의 중요한 이정표입

니다.

2014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Eric Betzig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

명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며 여러분은 필히 살아있

는 세포를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Nanolive의 현미경은 지금까지는 볼 수 없던 살아있는 세포의 모습

을 선명하게 보여 줍니다. 오랜 시간 많은 준비가 필요한 특별한 절

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학 처리나 마커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에 대한 관찰이 완전히 비 침습적이며 세포 각 부분을 

200nm 해상도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3D Cell Explorer는 완전히 새로운 형식으로 세포를 보여 주는데 

세포의 형태를 실시간 3D로 종합적으로 재현합니다. 

솔루션 및 장점 

3D Cell Explorer는 빛의 한계를 극복하는 특수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인체용으로 사용되는 MRI/CT 스캔과 유

사한 Nanolive의 제품은 살아있는 세포 내의 굴절률을 이용한 완

전한 X선 단층 촬영 기능을 제공합니다. 처음으로 세포 내부를 사

실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으며 핵과 세포 소기관과 같은 내

부 형태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D Cell Explorer 덕분에 연

구원들은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추측”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세포에 대한 자극과 약물의 효과를 눈으

로 확인하고 측정하여 완전히 새로운 연구 분야와 보다 스마트한 제

품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Nanolive의 기술은 회절 한계를 훨씬 벗어난 해상도로 서로 다른 

세포 부분의 물리적 굴절률을 탐지합니다. Nanolive의 현미경인 

3D Cell Explorer는 특별한 교육 없이도 다룰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 홀로그래피와 회전식 스캐닝 기술을 조합해 이 시스템은 

세포를 통과할 때 빛에 생기는 변화를 감지합니다. 표본은 표본 아

래에 있는 높은 조리개수의 에어 오브젝티브(air objective)와 표본 

위의 회전식 일루미네이션 암(illumination arm)사이에 배치됩니

다. 다이오드 레이저의 녹색광(520 nm)은 표본 빔과 참조 빔

(reference beams)으로 분리됩니다. 이 광학 경로가 Mach–

Zehnder 간섭계의 한 축을 형성합니다.

표본 빔은 회전식 일루미네이션 암(illumination arm)을 통과해 표

본을 조명합니다. 표본을 통과한 빔과 참조 빔을 결합해 디지털 카

메라인 Basler ace USB 3.0 카메라 acA2000-165um에 홀로그램

이 기록됩니다. 표본 빔은 다시 작은 각도로 회전된 뒤 프로세스가 

반복되고 빔 위치별로 홀로그램이 하나씩 기록됩니다. 

일련의 홀로그램이 캡처 된 뒤 컴퓨터 처리에 의해 표본의 각 평면

에 대한 고해상도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SA(synthetic aperture)및 

복수 시점 홀로그래피 기술(multiple-viewpoint-holographic 

methods)을 채택함으로써 이미지 해상도가 향상됩니다.

같은 목적으로 이 회사는 STEVE라는 직관적이면서 독특한 소프트

웨어를 개발했습니다. 3D로 측정한 세포의 특정 부분에 표시를 하

기 위해 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세포 부분별 물리적 특성(굴절

률)에 따라 “가상 브러쉬” 및 “디지털 페인트” 처리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STEVE는 굴절률이 동일한(세포기관별로 광학 특성에 차이

가 있음)모든 부분을 자동으로 감지해 디지털 방식으로 같은 색상

으로 표시합니다. STEVE 시험 버전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

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실 경우 Nanolive에 요

청하시면 안내용 동영상과 설명서를 보내 드립니다.

Nanolive CEO인 Yann Cotte는 이렇게 말합니다. “3D Cell 

Explorer는 새로운 발견을 위한 도구이며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연구 

분야를 탐구하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3D Cell Explorer는 세

포 단위 변화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하나의 세포 및 세포보

다 작은 규모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한 분석을 가능케 합니다.”

Nanolive의 현미경인 3D Cell Explorer와 소프트웨어인 ST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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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술

 � 세포 활동의 연속적 저속 촬영 녹화를 위한 Basler 

acA2000-165um

 � Nanolive 3D Cell Explorer

 � 소프트웨어 STEVE

추가 정보

http://www.nanolive.ch 

Basler acA2000-165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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