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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명 3D 홀로그래피 현미경

2. 기술 개요 3. 기술의 우수성

당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천기술을 이

용한 3D 홀로그래피 현미경은 광학기술과 

CT 기술을 접목한 제품으로 세포와 조직

을 염색하는 과정없이 3차원으로 정량적

인 영상을 획득하여 세포와 조직 고유의 

질량, 부피, 밀도 등의 다양한 물리/화학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3D 홀로그래피 현미경은 기존 형광현미

경이 지니는 단점인 세포나 조직의 형광 

염색의 전 처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독

성으로 세포가 죽거나 또는 생명 현상이 

바뀔 수 있는 단점을 극복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현재 3D 홀로그래피 현미경을 개발하여 

상용화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단 2곳 

뿐입니다.(스위스 소재 Nanolive社, 한국 

토모큐브)

관련 사진 1 관련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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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용도

현재 3D 홀로그래피 현미경은 주로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포를 관찰하는 실험실과 
병원 및 생명과학 분야 관련 기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3D 홀로그래피 현미경을 AI 기술을 접목하여 Medical 진단기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내 주요 종합병원과 여러 가지 병증에 대한 진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기  업 

관  련

추  가 

정  보

1. 주요 연구 분야
현재 당사는 3D 홀로그래피 현미경과 AI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진단 방법으로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질병의 진단

을 위해서 국내 주요 종합병원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연구 실적

⓵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의 종 분류

- 당사의 3D 홀로그래피 현미경으로 획득한 박테리아 영상데이

터를 학습한 AI가 환자의 혈액에서 체취한 박테리아의 종을 자

동으로 segmentation 하는 것으로 현재 삼성병원과 협업하여 프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98% 이상의 정확도로 20여종의 

박테리아의 종을 분류하고 있음.

⓶ 백혈병 세부 분류

- 당사의 3D 홀로그래피 현미경으로 획득한 영상데이터를 기반

으로 AI가 현재 90% 이상의 정확도로 백혈구 세부 분류를 하

고 있으며 이는 현재 서울대병원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음.

3. 기타 기업 IR관련 사항 4. 문의처

⓵특허 : 현재 국내 특허 12건 등록, 
3건 출원 및 해외 특허 3건 등록, 3건 
출원
⓶투자유치 : 설립 후 현재까지 총 80
억원 투자를 유치함.

성    명 : 오경태
직    책 : 이사
전화번호 : 010-6281-7286
이 메 일 : ktoh@tomoc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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