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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escence In Vivo Imaging System



FOBI는 형광표지된 조직 및 개체로부터 형광 신호를 이미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Blue,

Green, Red 및 NIR 채널로 구성되어 다양한 형광 단백질과 형광물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Macro-imaging에 최적화되어 있는 Light source와 filter 및 칼라 카메라를 사용하여 직관적이면서

도 깔끔한 고화질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분석과정이 없어도 background와

signal을 명확하게 구별해 주며, 라이브 창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가형광과 반사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background는 형광영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NEOimage 프로그램은 이러한 background를 효과적으로 쉽게 제거해 주어 영상분석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LED light 의 균일한 광량은 일정한 정량 값을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심플한 디자인

과 쉬운 사용법으로 접근하기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26cm

26cm

40cm
Compact한 크기는 (26x26x40cm)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COMPAC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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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REAL COLOR DATA

FOBI는 칼라카메라 와 최적화된 filter 를 사용하여 형광 시그날을 특별

한 분석 없이 live window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

을 통해 형광의 위치와 세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로

영상 데이터로 남길 수 있습니다.

FOBI는 빠른 영상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빠른 영상속도로 인해서 많은 샘플을 신속하게 처리할 있고, 즉각적 관

찰 및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FAS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을 가지

고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고 쉽습니다. 필터장착, 노출조절

그리고 영상촬영이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 누구나 쉽

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ASY TO USE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설치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이동설치도 용이하고, 관리 및 유지도 간편합

니다.

SIMPLE

4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GFP 부터 ICG까지 대부분의 형광단백질과 형

광물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이상의 형광물질을 이미징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능을 하나의 샘플에서 관찰 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tumor 이미징과 drug 이미징을 한 동물에서 할 수 있

기 때문에, 개발된 drug의 tumor로의 targeting과 tumorization을 동시

에 관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bright 사진과 merge 할 수 있어서 형광이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MULTI FUNCTION



Tumor Imaging

GFP stable cell line 을 이용하여 tumorizatio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GFP stable cell line은 FOBI 영상을 통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FP cell을 피하 등의 조직에 주

사하고 cell이 증식하는 과정을 형광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

다. 이후 다른 조직으로의 전이과정도 영상을 얻을 수 있고,

그 정도를 정량 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형광의 세기는 달라지고, 이에 따른

카메라 노출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NEOimage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출시간과 gain과 같은 영상조건에 따

른 변화를 고려하여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간 다

른 샘플의 결과도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기능이 향상된 줄기세포 또는 면역세

포를 동물 내에서 확인하여 생존여부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는 그 특성상 형광유전자

를 넣어서 분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 세포를 형광시약으로 염색 할 수 있습니다.

형광시약으로 염색된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는 정맥주사,

복강주사 및 피하주사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동물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세포는 FOBI 이미징을 통해서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량 분석을 통해서 얼마나 살아있는

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Cell Tracking



DDS (drug delivery system)

In Vitro로 확인된 drug은 실험목적에 맞게 실험동물

에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영상을 얻음으로써, drug의 이동경로 및 축적 양상을

동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drug의 targeting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In Vivo로 확인된 drug의 영상은 Ex Vivo로 다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형광은 동물이 희생된 후에도 지속적

으로 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조직만 분리하여 다시

한 번 형광영상을 얻고 정량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지는 Ex Vivo data는 In Vivo data와 함께

실험의 신뢰도를 높여 훌륭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형광을 drug이나 세포는 In Vitro 상에서 형광의 세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예비실험 단

계에서 형광의 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 실험의 결과를 예측 또는 수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험적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In Vitro 실험 자체

가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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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GFP로 표지된 식물 잎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물의

잎은 Chlorophyll의 강력한 자가형광으로 인해서 영상을 얻

기 어렵습니다. Chlorophyll의 자가형광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장착하여 GFP 영상만 얻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GFP의 영상에서 방해가 되었던 chlorophyll의 자가형광은

그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Chlorophyll의 활

성 정도를 자가형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의 종자 및 callus에서도 영상을 얻을 수 있어 식

물의 전체 생장 단계에서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ftware - NEOimage

영상촬영 및 분석 기능을 포함한 프로그램 NEOimage는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직관적인 디자인을 가

지고 있습니다. Live 창은 bright 영상 뿐만 아니라 형광영상도 실시간으로 보여주어, 적정 노출시간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숨어있는 형광을 찾거나, 수술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고, 형광

이 포함된 동영상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모든 기능의 명령이 Dialog bar의 아이콘으로 가능하기 때문

에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샘플에서 발생하는 자가형광 및 background는 간단한 방법으로 바로 제거 가능합니다. 분석이 완료되

면 형광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scale bar 가 나타나며 색은 단색, 두 가지 색 또는 무지개 색을 통해

서 강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Scale bar의 최고 값 및 최저 값을 조절하여 서로 다른 노출 시간의 샘플

도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석이 완료된 샘플은 bright 사진과 merge 할 수 있어서 샘플의 어느 위치에서 형광이 나타나는지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사각, 원, 폴리곤 또는 자동으로 영역을 지정하여 정량 할 수 있고, 정량 데이터는 표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엑셀 또는 텍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age Sensor ½” 1.4 megapixel color CCD sensor

Effective Pixels 1392x1040, 4.65µm square pixels 

Frame Rate 15 fps at 1392 x 1040 pixels 

Digital Output 24-bit 

Interface Connector Standard USB 2.0 high-speed interface 

Channel Blue (GFP, FITC…), Green (RFP, Cy3…), Red (Cy5.5, DiD…), NIR (Cy7, ICG…)

Size 26 x 26 x 40 cm

Weight 9 kg

Size (W x D x H) 260 x 260 x 400 mm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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