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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 광학 연구실(BiOscopy Lab)은 생물학과 의학에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암과뇌질환
등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임상의학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작은 동물 모델을 이용하여 질병의 진행경과를 가시화 하거나 치료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은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본 연구실에서는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광학 이미징 시스템과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분자영상 내시경 이미징 및
센싱 기술 (molecular imaging endoscopy and sensing), 신경광자학 (neurophotonics), 생체 적용에
최적화된 빛을 조절 하는 (optimized light control)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궁극적으로 첨단
의생명 광학 기술을 이용하여 분자, 세포, 조직-장기 및 전신 스케일에서의 기능성 이미징으로 기초

융합연구
및 비전

기술명: Multi-channel fluorescence endoscopy system
요 약: 종양 특이적 분자영상 형광 프로브들과 분자영상이 가능한 다중 채널 형광내시경을 개발하여 전임상
동물 모델에서 검증
우수성: 종양의 특성상 분자 수준의 변화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표지자를 이용한 방법만으로는
진단에 한계가 있는데, 다중형광 양자점 프로브와 분자영상이 가능한 다중형광 내시경을 개발하여
소화기 질환 진단율을 높일 수 있음.
발 표: 논문 (2)_Biomedical Optics Express (IF:3.34, 2014 and 2017) 국제학회 발표(2), 국내학회(6)

생물학과 중개 의학에 있어서 근원적인 통찰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중형광 내시경 시스템을 이용한
in vivo 돼지 대장 내에서 형광영상

채널삽입형 다중형광 내시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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