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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e-Book에서는 입자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그에 대한 장단점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Flow Imaging Microscopy (FIM) 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IM이 바이오 의약품, 수생 연구, 음식료, 프린터 토너, 작물, 마이크로 캡슐화 공정 및 재료 특성화를 
포함한,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많은 분야에서의 다양한 응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기술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단백질 응집체, 오염 물질, 실리콘 오일 
방울 및 기타 입자 등의 이미지가 담긴 
VisualSpreadsheet® 콜라주 파일.

ULTIMATE GUIDE TO FLOW IMAGING MICROSCOPY 

개요
제1장 

입자 분석이란?

입자 분석이란 물질의 샘플을 추출하고, 
그 샘플을 구성하는 개별 입자를 분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입자 측정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자 농도 
• 입자 크기 분포
• 입자 수
• 입자 모양

일반적으로 입자 분석 결과는 간편하게 그래픽으로 
나타내며 다른 변수와 대비하여 입자 크기를 표시합니다. 
입자 크기는 등가 구면 직경 (equivalent spherical 
diameter, ESD)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입자를 구 (sphere)라고 가정하고 측정한 추정 직경입니다.

입자 분석 시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입자 
크기 분포로 측정 및 보고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입자는 
추정 크기 (ESD)로 표시됩니다. 추정 크기 분포는 중요한 
데이터로 여겨지지만, 입자의 일부 정보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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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그래프는 입자의 크기를 상당히 간단하게 
보여주지만, 모양 또는 형태학적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입자를 정확히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3 YOKOGAWA FLUID IMAGING TECHNOLOGIES, INC.



YOKOGAWA FLUID IMAGING TECHNOLOGIES, INC. 6

제2장  

입자 분석의 역사

SECTION 2.1: 광학 현미경

1600년대에 광학 현미경이 도입되면서 과학자들의 
세계관은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작은 유기체들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광학 현미경은 SVP (Sub-visible particle) 
분석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동 광학 현미경의 장점 

광학 현미경의 장점은 조작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면 폭넓은 배율로 SVP (subvisible 
particle)를 매우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되어 점점 더 작은 
입자를, 심지어 분자 수준까지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수동 광학 현미경의 단점

입자 분석에 수동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샘플에 따라서 샘플의 조제, 슬라이드 
제작 및 검출된 입자를 측정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동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작은 
샘플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샘플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어렵습니다.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는 인적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작업자의 피로감, 작업 방해요인 및 작업 시간은 모두 
작업자뿐만 아니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미경을 사용하여 개별 입자 모양을 비교하는 것은 
번거롭고 느립니다. 한 줌 이상의 입자를 보기가 어렵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샘플을 얻기에는 확실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   전문 하이드로 콜로이드 생산 선두 업체인 CP Kelco의 

저명한 연구원 Ross Clark

EBOOK   The Ultimate Guide to Flow Imaging Microscopy

입자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대응하여, 다양한 
Volumetric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Volumetric 입자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Coulter Counters

• Light Obscuration

• Laser Diffraction

• Light Scattering

이러한 간접 기법은 입자의 실제 물리적 치수가 아니라 
입자의 부피에 비례하는 신호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간접 기술의 기본 원리는 모든 입자가 구형이라고 
가정하고 부피가 equivalent spherical diameter (ESD) 
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입자의 
실제 모양과 단순한 크기 분포를 알 수 없습니다.

SECTION 2.2: VOLUMETRIC 입자 분석 기술

Coulter Counter는 용액 속의 세포를 세는 간접 
Volumetric 입자 분석 방법입니다. 

Time

Target Particle ≈ 3 µm ESD

Signal profile을 기반으로 입자 크기를 간접 계산한 것으로, 여기에서 signal은 부피에 비례합니다.

= signal produced for 4 µm (ESD) calibrated bead

= signal produced for target particle

= signal produced for 2 µm (ESD) calibrated bead

Source: cancer.gov http://visualsonline.cancer.gov/details.cfm?imageid=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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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TRIC 방법의 장점

Volumetric 측정법은 통계적으로 상당한 양의 데이터
(분당 최대 수만 개의 입자)를 빠르게 계수하고 사이징 할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vs 주파수 또는 부피를 나타내는 입자 크기 
분포는 쉽게 생성됩니다. 전체 분포에 대한 상세한 입자 
통계량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VOLUMETRIC 방법의 단점

Volumetric 기법의 가장 큰 단점은 모든 입자가 구형이라
고 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입자 계수 및 
크기 분포에만 국한됩니다. 

샘플의 입자들은 입자의 유형과 모양이 다양하여 균일하
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Volumetric 기법은 모든 입자
가 구형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합물의 여러 다
른 입자 유형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SECTION 2.3: 플로우 이미징 현미경 (FLOW IMAGING 
MICROSCOPY, FIM)

플로우 이미징 입자 분석기는 하나의 기기에서 다음 세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합니다.

• 현미경을 통한 유체 샘플의 추출
• 유체 스트림 내에서 확대된 입자의 디지털 이미지 

촬영

• 다양한 측정값을 사용하여 입자의 특성 분석

ADVANTAGES OF FLOW IMAGING MICROSCOPY

FIM은 수동 현미경의 장점과 Volumetric 기술의 
장점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만큼 현미경 화상을 큰 샘플 부피에서 
신속하게 취합니다. 또한 각 입자마다 여러 번의 측정이 
이루어지므로 철저한 입자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화된 소프트웨어가 추가되어 정교한 데이터 
후처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샘플에 대한 심층 분석과 
데이터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GlaxoSmithKline의 프로젝트 팀은 새로운 비경구 제형에서 입자를 계수하기 위한 광 차폐 (light-obscuration) 
장치를 사용한 이후, 광 차폐 방법이 샘플에서 계수된 입자를 판독해 내기는 하지만 그 입자의 성질을 밝혀낼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입자가 식별되지 않을 경우 실제 제품 관련 입자의 수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   Morrone, GregJ., Wasfi Al-Azzam. “From Safety Snapshot: An imaging particle analyzer can give researchers a better 
picture of particles in parenteral formulations.” Drug Discovery & Development, Volume 14, Issue 5.

EBOOK   The Ultimate Guide to Flow Imaging Microscopy

플로우 이미징 현미경의 한계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입자의 세부 정보를 분석하는 
영상 시스템의 성능이 중요합니다. 계측기의 광학 
시스템과 센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의 크기와 특성을 
측정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분석 중인 샘플에 대해 이러한 유형의 
기구에서 올바른 대물렌즈를 선택하여, 연구 중인 입자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얻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로우 이미징 현미경은 현재 300 nm ~ 5 mm 범위의 
입자를 특정하고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Cheng Her 박사는 John Carpenter 박사와 함께 Colorado 대학교 
제약 생명 공학 센터의 FlowCam을 사용합니다.

EBOOK   The Ultimate Guide to Flow Imaging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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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 이미징 현미경의 상세 내용

SECTION 3.1: 플로우 이미징 현미경의 작동 방법

플로우 이미징 현미경은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하여 샘플에서 각 입자의 크기와 모양을 측정합니다. 사람이 직접 
현미경을 관찰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 이미지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샘플은 현미경 광학계를 통과하여 플로우 셀을 통해 흐릅니다. 초당 수천 개의 입자 이미지가 
촬영됩니다. 

움직이는 입자의 선명한 이미지를 촬영하기 위해, 고속 셔터와 동기 결합된 스트로보 LED 조명을 사용하여 공간 
속에서 멈춘 것처럼 촬영됩니다. 

카메라 시야의 각 프레임이 촬영되면, 소프트웨어가 실시간으로 배경에서 입자 이미지를 추출하여 저장합니다.

이미징 기반 시스템에서 입자 측정은 입자의 이미지에서 
직접 이루어집니다. 시스템의 광학 장치가 고정되어 있고 
배율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거리 측정값을 
물체의 실제 거리 측정값으로 직접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입자의 모양에 대한 일반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이미지를 보고 데이터가 올바르게 해석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측정값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Equivalent spherical diameter (ESD) 
• Length, width, and aspect ratio
• Area and volume
• Circularity and elongation

SECTION 3.2: DIRECT 입자 측정

이미지 캡처 중 FlowCam 화면. 가운데 창은 플로우 셀에서 카메라의 전체 시야입니다. 빨간색 상자는 발견된 입자를 나타냅니다. 오른쪽 
창은 저장 및 보관되는 입자 이미지의 ‘콜라주 창’입니다. 메인 창 (왼쪽)에는 입자 측정 요약 그래프와 샘플 실행이 끝날 때 채워지는 통계치가 
표시됩니다. 메인 창은 사용자 정의를 통해 원하는 속성 및 디스플레이 기본 설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응집체를 특정화할 때 이미지의 품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약 공정 초기에 약제 제형의 
실리콘 오일 및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FlowCam을 사용하면 이를 빠르고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Dr. Jeff Schwegman, Founder and CEO AB Bio 
Technologies, Bloomington, IN

• Edge gradient
• Intensity, average intensity, and sigma intensity
• Transparency
• and more (40+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EBOOK   The Ultimate Guide to Flow Imaging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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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FlowCam 시스템에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VisualSpreadsheet®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VisualSpreadsheet는 입자에 대해 수집한 측정값 (또는 
측정값의 조합)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고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결과는 표 형식 뿐만 아니라 
입자 영상으로 표시되며, Excel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동 생성된 산포도 (Scattergram)를 설정하여 
구성 가능한 그래프에서 관심 있는 입자를 신속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3.3: 데이터 처리 - 측정 값 정렬 및 필터링

VisualSpreadsheet interactive scattergram: 왼쪽 창의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큰 입자들만 선택되었습니다 (빨간색). 
오른쪽 창에는 이러한 입자들이 표시되는데, 이 입자들이 고유의 입자가 아닌 오염 물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계측기에서보다 FlowCam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FlowCam에 입자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일입니다. 
FlowCam이 데이터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바꿔 주기 때문이죠.”

- Dan Berdovich, Owner
Micromeasurement Laboratories, Inc.

EBOOK   The Ultimate Guide to Flow Imaging Microscopy

필터링

또한 VisualSpreadsheet를 사용하여 입자 특성을 
기반으로 필터를 작성해 특정 유형의 입자를 자동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작성, 저장하고, 향후 측정에 사용하거나 과거 
측정의 후처리 모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값 필터는 입자 속성의 지정된 범위 내에서 입자를 
분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통계 필터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 집합과 유사한 이미지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VisualSpreadsheet 값 필터는 “길고 마른 (long and skinny)” 특성을 가진 입자를 분리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종횡비 (폭/길이) 가 0 ~ 0.25인 
입자로만 디스플레이를 제한하였습니다. 

“데이터와 즉각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FlowCam은 선별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제제 
개발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답변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Dr Jeff Schwegman, Founder and CEO 
AB BioTechnologies, Bloomington, Indiana

EBOOK   The Ultimate Guide to Flow Imaging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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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 이미징 현미경의 Application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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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1: 비경구 약품 제제에서의 단백질 응집체 및 오염 물질 검출

비경구 약품 개발에 있어서 미립자는 항상 심각한 
걱정거리였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에서 이 문제는 
제품의 효능, 안전성 및 면역원성에 대한 응집체 
및 오염 물질 입자의 영향이 보고됨에 따라 더 
심각해집니다. FDA 규정은 단백질 치료제 및 기타 
생물 제제 입자의 크기 및 양 측정 이외에 입자의 
심층 특성 평가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FlowCam은 이러한 생물 의약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를 특성화하기 위한 훌륭한 도구입니다. 
사용자는 기기를 통해 이러한 치료법에 존재하는 
입자의 수, 크기 및 유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이 정보는 샘플의 총 입자 부하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입자 모집단 (예: 제제 내 내재적 
입자 vs. 고유 입자)을 모니터링하며, 비정상적인 
입자를 감지 및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벨이 없는 방법으로서 FlowCam은 많은 생체 치료 
및 그 응집체 분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단백질, 세포, adeno 관련 바이러스 및 기타 API가 
포함됩니다. 많은 약물 전달 플랫폼과 하이드로겔 
구체 (그림 2)와 같은 이들 집합체도 FlowCam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FlowCam은 또한 
실리콘 오일 방울 및 유리 플레이크 같은 제제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유 입자 및 외적 
입자를 찾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술과 달리, FlowCam은 다양한 크기의 
입자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300 nm ~ 2 µm 사이의 
입자는 FlowCam Nano를 통해 볼 수 있고 (그림 
3), 2 µm ~ 1 mm 사이의 입자는 FlowCam 8000 
및 FlowCam LO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광학 
현미경으로 입자를 탐지할 수 있다면, FlowCam
으로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림 2.  이 샘플에서는 약물 전달에 사용되는 미소 구체와 오염 
물질 입자 간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단백질 응집체, 유리 파편, 실리콘 오일 방울 및 그 밖의 
다양한 고유, 외부 및 내재적 입자 이미지를 포함하는 
VisualSpreadsheet 콜라주 파일

EBOOK   The Ultimate Guide to Flow Imaging Microscopy

그림 3.  FlowCam Nano에 의해 촬영된 생물 의약품 샘플 
(입자의 직경은 µm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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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2: 수중 미생물의 동정

FlowCam은 1990년대 후반 해양 생물학자들이 
해양 생식 플랑크톤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하였습니다. 오늘날 해양 과학에서 FlowCam
의 사용에는 해양 및 민물 연구, 식수 모니터링, 조류 
배양, 유해 녹조 모니터링 등이 포함됩니다. 

특정 FlowCam 모델은 flow cytometer의 형광 
검출 기능과 현미경의 이미징 기능을 결합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을 식별하고 열거할 수 있으며, 각 입자 및/
또는 유기체의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FlowCam 사용자들은 FlowCam 예제 
라이브러리의 도움을 받아 식별 프로세스를 
반자동화하는 라이브러리를 구축합니다. 형광 
기능이 있는 FlowCam 모델은 추가적으로 녹조 및 
규조류 등 엽록소 함유 유기체를 생물 잔해 및 시아노 
박테리아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식수 시설 및 모니터링 기관은 FlowCam Cyano를 
사용하여, 시아노 박테리아 (cyanotoxins와 미각 및 
냄새 화합물의 주요 생산자)를 신속하게 탐지, 식별 
및 정량화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에 입각한 
시험 및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양 환경에서 FlowCam 은 연구자, 교육자, 
양식업자들이 1차 생산을 연구하고 어류 살처분 및 
조개류 폐쇄를 유발하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유해 
녹조를 탐지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림 
2).

그림 1.  FlowCam Cyano 를 사용하여 규조류 및 녹조류 
(상단) 를 시아노 박테리아 (하단) 와 구분합니다.

그림  2.   FlowCam 은 Maine 만에서 이와 같은 해양 와편모조
류 (dinoflagellates)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FlowCam 은 여기에 보이는 Daphnia와 요각류 
(copepods) 같은 동물성 플랑크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quatic Applications 페이지 
(fluidimaging.com)를 참조하십시오

EBOOK   The Ultimate Guide to Flow Imaging Microscopy

SECTION 4.3: 농작물 및 토양 과학

농경학에서 FlowCam의 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료 입자의 미세 캡슐화 과정 모니터링

• 토양 미생물, 진드기, 삼림 쓰레기 무척추동물 및 
선충의 존재 판단과 건강 및 성장 모니터링

• 종자 생존성 (seed viability) 판단 및 식물 
발달에 있어서 자연 발생적 결함의 관찰

• 꽃가루 입자 및 꽃가루 껍질 캡슐 분석

“입자의 크기나 모양 문제에서 가장 나쁜 부분은 아마도 
gum 입자 크기나 모양 또 다른 성분의 입자를 검사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서에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레시피나 기계가 비난을 받습니다.”

-Ross Clark, Distinguished Research Fellow 
CP Kelco

SECTION 4.4: 식음료 특성 평가

식음료 산업의 모든 면에서 재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FlowCam을 사용하면 다양한 입자 유형을 이질적인 
혼합물에서 분리하여, 내용물을 확인하고 공정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hydrocolloids가 있습니다. Xanthan gum, 
guar gum, 펙틴 (pectin) 및 기타 제품들은 식품, 
음료 및 개인 위생 관리 제품에 농도를 주고, 안정화 
및 질감, 그 밖의 속성들을 주는 데 사용됩니다. 
분산성 (dispersibility), 수화 속도, 분말 흐름 및 
기타 주요 성능 특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제제, 생산 및 포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개별 입자의 크기와 모양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설탕과 혼합된 펙틴과 같은 응집된 
입자와 혼합물은 함께 고정된 상태로 있도록 하기 
위해 적합한 입자 크기를 요구합니다. 이들이 분리될 
경우, 필요한 특성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FlowCam으로 촬영된 Xanthan gum 및 cellulose 
gum 입자 

FlowCam으로 촬영한 꽃가루 입자

EBOOK   The Ultimate Guide to Flow Imaging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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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토너 입자의 크기와 모양은 프린터의 이미지 
해상도 및 효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입자의 일관성은 입자가 보유하는 전하 
분포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전체 이미지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FIM을 사용한 이미지 특성화는 생산 중 및 생산 
후 프린터 토너 입자의 크기, 형태, 원형성 및 재료 
균일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FIM은 프린터 토너 제조 시 품질 제어 분석과 관련된 
주요 특성 중 하나인 입자 원형성을 측정하는 능력에 
대해 매우 긴요합니다. 다른 고 부피 입자 분석 
기술은 입자 크기를 결정할 수 있긴 하지만, 모든 
입자를 구(spheres)로 가정하기 때문에 입자의 형상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VisualSpreadsheet를 사용하여 원형 적합성 및 
원형 특성이 낮은 입자를 필터링 함으로써 토너 
응집체를 찾기 위한 소프트웨어 필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VisualSpreadsheet는 사용자에게 전체 
입자 크기 분포 (PSD) 뿐만 아니라 특정 범위 및 
특이치를 별도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SECTION 4.5: 프린터 토너 품질 보증

FlowCam으로 촬영한 컬러 프린터 토너 입자. 
원형성 값은 각 이미지 아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입자는 원형성이 감소하는 순서로 표시되며, 여기에서 1은 
완벽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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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캡슐화는 소량의 물질 (유효 성분)이 
제2의 물질 내부에 포장되어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효 성분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의약품에서 식품, 세제까지 광범위한 용도로 입자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플로우 이미징 현미경은 마이크로 캡슐화 
프로세스에 대해 독자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농도, pH 또는 기타 
변수의 영향을 연구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캡슐 
형성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공정을 최적화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FlowCam은 샘플이 일정한 교반 하에서 
냉각될 때 시험 용기 (test vat) 내 coacervate 
형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샘플은 매 15~30분마다 수집 및 분석되었습니다. 
입자 이미지의 육안 검사와 통계적 패턴 인식 
분석을 통해 t0 + 39분에 가장 깨끗한 coacervates 
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젤라틴이 캡슐 벽에 부착되기 시작하여 응집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coacervates를 분해하게 
됩니다.

FlowCam은 coacervates 형성 과정에 엄청난 
통찰력을 제공하며, 마이크로 캡슐화 연구 개발 
및 품질 관리 용도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4.6: 마이크로 캡슐화 프로세스 분석

9분 시점에 분석된 샘플. 짙은 원형이 유효 성분입니다.

39분에 분석된 샘플. Coacervates가 완전히 형성되었습니다.

58분에 분석된 샘플. Coacervates가 여전히 보이고, 응집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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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7: 기준에서 벗어난 샘플의 특성 평가 - 컬럼 충전재 품질 관리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column chromatography)
에서, 이동 상 (mobile phase)의 다른 성분 용출 
속도는 정지 상 (stationary phase)의 입자 크기 및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지 상이 균일한 입자로 
이루어지면 용출 속도의 정밀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FlowCam은 중요한 크기 및 모양 정보를 제공하여 
컬럼 밀도를 더욱 엄격하게 제어하고, 결과적으로 
보다 나은 컬럼 성능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FlowCam은 서로 다른 로트의 컬럼 충전재에 종종 
존재하는 손상된 (비구형) 입자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형의 허용 가능한 입자  vs. 불규칙하고 허용 불가능한 

입자

SECTION 4.8: 적층 제조 - 금속 분말의 특성 분석

원형의 허용 가능한 금속 입자

금속 적층 제조 (3-D 프린팅이라고도 함) 는 고품질의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복합 금속 
분말을 필요로 합니다. ISO/ASTM은 품질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특정 특성에 대한 사양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입자 크기 분포, 형태학, 오염, 그리고 
사용되는 금속 분말의 요건이 포함됩니다.

FlowCam을 사용하여 금속 분말을 샘플링하면 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입자가 필요한 종횡비 
(원형) 를 갖추고 있는지, 오염이 존재하는지, 또는 
사용된 분말이 재사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입자의 적합성은 인쇄물의 최종 품질뿐만 
아니라 제조 시 벌크 분말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기: Farzadfar, S.A. et. al (2020) 
doi: 10.1016/j.powtec.2020.07.092

인쇄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불규칙한 금속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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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9: 이질적 샘플에서의 입자 분화 - 세정수 (WASH WATER)

FlowCam 은 여러 입자 유형이 존재하는 이질적 
샘플을 분석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징 입자 분석 및 패턴 인식 기술을 통해 샘플에 
존재하는 입자의 종류 및 양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본 실험 예에서는 전자 기기 제조 공정의 세정수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기기는 제조 공정에서 
섬유, 금속 및 플라스틱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세정합니다.

입자가 너무 많으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정수에는 이러한 각 입자 유형이 일정 수 
미만으로 함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정수 
내에 존재하는 입자의 유형 및 수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지표 역할을 합니다.

이 샘플의 분석을 통해, 길고 마른 섬유 입자, 반투명 
금속 부스러기, 더 불투명한 플라스틱 입자 등 다양한 
입자 유형이 밝혀졌습니다. 

입자 특성을 기반으로 입자 유형별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각 실험에서 자동적으로 
서로 다른 입자 유형으로 필터링되었습니다. 
해당 입자 부피 퍼센트, 입자/mL, PPM이 동시에 
산출되었습니다. 

FlowCam을 통해 사용자는 제조 공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조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섬유

금속

Pla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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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에게 맞는 용도를 찾기 어려우십니까?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까?

FlowCam이 귀하에게 적합한지 궁금하십
니까?

contact@fluidimaging.com 

플로우 이미징 기술의 전체 라인업

FlowCam 8000 Series
입자경 2 µm ~ 1 mm

다중 대물 렌즈

ALH for FlowCamTM 

8000 시리즈 및 
FlowCam LO와 통합되어 

높은 처리량 공정 가능

FlowCam Nano
입자경 300 nm ~ 2 µm

FlowCam Macro
입자경 300 µm ~ 5 nm 

FlowCam Cyano
시아노 박테리아와 다른 

해조류를 구별

VisualSpreadsheet Software
FlowCam의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FlowCam 5000
입자경 2 µm ~ 1 mm

단일 대물 렌즈

FlowCam LO
하나의 계측기에서 

플로우 이미징과 광 차폐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음

EBOOK   The Ultimate Guide to Flow Imaging Microscopy

21 YOKOGAWA FLUID IMAGING TECHNOLOGIES, I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