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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체액을 분석하는 체액 검사 장치에 있어서, 체액을 수집하는 시험 배지 (test media) 테이프 (30) 를 구비하며, 상기 시험

배지 테이프는 테이프 및 시험 배지 부분을 구비하며, 시험 배지가 없는 자유 테이프 부분은 연속하는 시험 배지 부분 사이

에 위치되며, 상기 검사 장치는 공급부를 더 구비하며, 상기 공급부는 오염되지 않은 시험 배지 테이프를 포함하는 하우징

을 구비하며, 상기 하우징은 하우징으로부터 시험 배지 테이프를 꺼내기 위해 개구를 더 구비하며, 상기 검사 장치는 주변

에 대해 상기 개구를 폐쇄시키는 밀봉 수단을 더 구비하며, 상기 시험 배지 테이프의 자유 테이프 부분은 상기 밀봉 수단이

상기 개구를 폐쇄할 때, 하우징의 벽과 밀봉 수단 사이에 위치된다. 또한, 본 출원은 밀봉 수단을 갖는 시험 배지 카세트에

관한 것이며, 또한 탑재 저장중 습기에 대해 시험 배지의 밀봉을 유지하며 시험 배지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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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체액을 분석하는 체액 검사 장치 (10) 에 있어서,

체액을 수집하는 시험 배지 (test media) 테이프 (30) 를 구비하며,

상기 시험 배지 테이프는 테이프 및 시험 배지 부분을 구비하며, 시험 배지가 없는 자유 테이프 부분은 연속하는 시험 배지

부분 사이에 위치되며,

상기 체액 검사 장치는 공급부 (50a) 를 더 구비하며,

상기 공급부는 오염되지 않은 시험 배지 테이프를 포함하는 하우징을 구비하며, 상기 하우징은 하우징으로부터 시험 배지

테이프를 꺼내기 위해 개구를 더 구비하며,

상기 체액 검사 장치는 주변에 대해 상기 개구를 폐쇄시키는 밀봉 수단을 더 구비하며, 상기 시험 배지 테이프의 자유 테이

프 부분은 상기 밀봉 수단이 상기 개구를 폐쇄할 때, 표면 (통상, 하우징의 벽) 과 상기 밀봉 수단 사이에 위치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체액을 분석하는 체액 검사 장치 (10).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자유 테이프 부분에 있는 상기 테이프는 100㎛ 미만의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액 검사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 수단 또는 상기 하우징은 70 미만의 쇼어경도를 갖는 개스킷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액 검사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 수단은 환형 개스킷을 구비하며, 상기 밀봉 수단이 상기 개구를 폐쇄할 때, 상기 환형 개스킷

은 상기 개구 둘레에 환형으로 위치된 상기 하우징의 벽에 가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액 검사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 수단은 밀봉 재료의 제 1 및 제 2 립 (lip) 을 가지며, 상기 제 1 립은 상기 개구로부터 멀어지

게 경사지며, 상기 제 2 립은 상기 개구를 향하여 경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액 검사 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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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내부 채널 (70) 을 가지며, 이 내부 채널은 상기 하우징의 저장부와 주위 사이의 단독의

공기 연결부이며, 상기 시험 배지 테이프는 하우징의 개구를 통해 하우징을 떠날 때, 상기 채널을 통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액 검사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의 길이는 연속하는 시험 배지 사이의 자유 테이프 부분의 길이와 동일하거나 짧은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체액 검사 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 수단은 하우징의 밀봉을 개방하는 레버를 구비하며, 이 레버는 상기 시험 배지 테이프에 가해

지는 인장에 의해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액 검사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시험 배지 테이프의 오염된 부분을 저장하는 폐기물 저장부 (50b) 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체액 검사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공급부와 폐기물 저장부 사이에 위치되는 노출부를 더 구비하며, 이 노출부는 시험 배지 테

이프의 일부분을 체액에 노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액 검사 장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공급부는 제거가능한 카세트 (5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액 검사 장치.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공급부는 공급 릴 (57) 을 포함하고, 시험 배지 테이프 (30) 의 오염되지 않은 부분은 상기 공급 릴에 감

겨지며, 폐기물 저장부는 저장 릴 (58) 을 포함하고, 시험 배지 테이프의 오염된 부분이 저장 릴 상에 감겨질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액 검사 장치.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피부를 관통하게 되는 관통 장치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액 검사 장치.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체액과 반응하여 유도된 시험 배지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

액 검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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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 수단은, 밀봉 수단이 용기의 개구를 페쇄하는 제 1 위치와, 시험 배지 테이프가 하우징의 밖으

로 나올 수 있도록 개구가 개방되는 제 2 위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액 검사 장치.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 수단은 형상 끼워맞춤 (form fitting) 밀봉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액 검사 장치.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 수단은 유압 밀봉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액 검사 장치.

청구항 18.

체액을 샘플링하는 시험 배지 테이프를 수납하는 검사 카세트 (50) 에 있어서,

시험 배지 테이프 (30) 의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수용되는 공급부 (50a) 를 포함하는 하우징 (100) 을 구비하며, 상기 시험

배지 테이프는 테이프와 시험 배지 부분을 구비하며, 시험 배지가 없는 자유 테이프 부분은 연속하는 시험 배지 부분 사이

에 위치되며, 상기 하우징은 하우징으로부터 시험 배지 테이프를 꺼내기 위한 개구를 구비하며,

상기 검사 카세트는 상기 개구를 폐쇄하는 밀봉 수단을 더 구비하며, 상기 시험 배지 테이프의 자유 테이프 부분은, 상기

밀봉 수단이 상기 개구를 폐쇄할 때, 표면 (통상 하우징의 벽) 과 밀봉 수단 사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사 카세

트.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체액의 지난 샘플에 의해 오염된 시험 배지 테이프를 수용하는 폐기물 저장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검사 카세트.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카세트는, 시험 배지 테이프를 주변에 노출할 수 있는 노출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사 카세트.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자유 테이프 부분의 상기 테이프는 100㎛ 미만의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사 카세트.

청구항 22.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카세트는 검사 장치 (10) 로부터 센서를 수용하는 홈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사 카세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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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내부 채널 (70) 을 가지며, 이 내부 채널은 상기 하우징의 저장부와 주변과 통하는 하우

징의 개구부 사이의 단독의 공기 연결부이며, 상기 시험 배지 테이프는 개구를 통해 하우징을 떠날 때, 상기 채널을 통과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사 카세트.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연속하는 시험 배지는 간격을 가지며, 이 간격은 제 1 시험 배지가 상기 개구를 통해 카세트를 떠날 때,

연속하는 시험 배지가 여전히 저장부 내측에 위치되도록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사 카세트.

청구항 25.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 수단은 공급부로부터 시험 배지 테이프를 꺼낼 수 있는 개방 위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검사 카세트.

청구항 26.

체액 검사용 시험 배지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 오염되지 않은 시험 배지 테이프가 포함되는 하우징을 구비하는 공급부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하우징은 하우징으로부

터 시험 배지 테이프를 꺼내기 위한 개구를 더 구비하고, 상기 공급부는 주변에 대해 상기 개구를 폐쇄하는 밀봉 수단을 더

구비하며,

- 밀봉 수단을 구동하여 하우징의 상기 개구를 개방하는 단계, 및

- 하우징으로부터 시험 배지 테이프를 꺼내어 사용되지 않은 시험 배지를 노출시키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체액 검사용 시험 배지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되지 않은 시험 배지가 노출된 후 개구를 폐쇄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며, 시험 배지가 없는 테

이프 부분은, 상기 밀봉 수단이 상기 개구를 폐쇄할 때, 표면 (통상, 하우징의 벽) 과 밀봉 수단 사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체액 검사용 시험 배지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 26 항 또는 제 27 항의 단계를 구비하는 체액 분석 방법에 있어서, 상기 노출된 시험 배지에 상기 체액을 가하여 분석 검

사를 실행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액 분석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체액 검사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체액을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시험 배지 (test media) 를 포함하

는 시험 배지 카세트가 결합된 체액 검사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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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일반적인 체액 검사

체액의 획득 및 검사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유용하여, 의학적 분석 및 치료, 다른 다양한 적용분야에서 사용의 중요성이 계

속 증가하고 있다. 의학분야에서, 작업자가 실험실 세팅의 외부에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빠르고 재현가능하게 수행하여,

신속한 결과와 검사 정보의 판독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체액에서 검사가 실행되고, 이 검사는 특정분야의 적용

을 위해, 특히 혈액 및/또는 간질액 (interstitial fluid) 의 검사에 관한 것이다. 의학적 상태를 확인하여, 치료 반응을 판정

하고, 치료의 경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체액, 또는 체액에 함유된 분석대상 (analytes) 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이러한 체액

을 검사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검사 단계

체액의 검사는 기본적으로 체액 샘플을 얻는 단계, 샘플을 검사 장치에 이송하는 단계, 체액 샘플을 검사하는 단계 및 검사

결과를 표시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이들 단계는 복수 개의 개별 도구 또는 장치에 의해 일반적으로 실행된다.

획득- 혈관 (Vascular)

체액 샘플을 얻기 위한 방법은 혈액 샘플을 뽑아내기 위해서 정맥 또는 동맥에 중공 바늘 또는 주사기를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혈관의 혈액 샘플링은 고통, 감염, 혈종 (hematoma) 및 다른 출혈로 인한 합병증을 포

함하여 다수의 제한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혈관의 혈액 샘플링은 정기적으로 반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매

우 어려울 수 있어, 환자들 자신에게 실행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는다.

획득- 절개 (Incising)

체액 샘플을 모으기 위한 다른 일반적인 기술로는 피부를 절개하여 피부 표면에서 체액을 모으는 방법이 있다. 란셋, 칼 또

는 다른 절개 도구가 피부에 절개부를 형성하는데 사용된다. 이후, 혈액 또는 간질액이 작은 관 또는 다른 용기에 모이거

나, 또는 시험 스트립에 직접 접촉하게 위치된다. 손가락끝에 혈관이 많아서 충분한 양의 혈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손가

락끝이 체액 원으로서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손가락끝에도 신경종말 (nerve end) 이 상당수 집중되어 있어, 손가락끝을

절개하는 것도 고통스러울 수 있다. 손바닥, 팔뚝, 귓불 등과 같은 선택적인 샘플링 부위가 샘플링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

부위들은 고통이 덜하다. 그러나 이들 부위는 혈액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 선택적인 부위는 비교적 소량의 체

액을 필요로 하는 검사 시스템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며, 그렇지 않다면, 절개 부위로부터 체액의 압출을 용이

하게 하는 단계가 취해진다.

피부를 절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시스템이 당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예컨대, Lange 등에게 특허허여된 미국 특허 제

35,803 호 (1998년 5월 19일자); O'Brien 에게 특허허여된 미국 특허 제 4,924,879 호 (1990년 5월 15일자); Dunchon

등에게 특허허여된 미국 특허 제 5,879,311 호 (1999년 2월 16일자); Douglas 에게 특허허여된 미국 특허 제 5,857,983

호 (1999년 1월 12일자); Douglas 등에게 특허허여된 미국 특허 제 6,183,489 호 (2001년 2월 6일자); Douglas 등에게

특허허여된 미국 특허 제 6,332,871 호 (2001년 12월 25일자); 및 Dunchon 등에게 특허허여된 미국 특허 제 5,964,718

호 (1999년 10월 12일자) 에 예시적인 절개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시판중인 절개 장치로는 아큐첵 소프트클

릭스 란셋 (Accu-Chek Softclix lancet) 이 있다.

압출 (Expressing)

환자들은 예컨대, 절개부위를 둘러싸는 부분에 강제로 압력을 가하는 것 등에 의해 종종 절개 부위로부터 체액을 짜내거나

또는 펌핑하도록 조언을 받는다. 또한, 절개부위로부터 체액의 압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기계 장치가 공지되어 있다. 이러

한 장치는 예컨대, Dunchon 등에게 특허허여된 미국 특허 제 5,879,311 호 (1999년 2월 16일자); Douglas 에게 특허허

여된 미국 특허 제 5,857,983 호 (1999년 1월 12일자); Douglas 등에게 특허허여된 미국 특허 제 6,183,489 호 (2001년

2월 6일자); Douglas 등에게 특허허여된 미국 특허 제 5,951,492 호 (1999년 9월 14일자); Douglas 등에게 특허허여된

미국 특허 제 5,951,493 호 (1999년 9월 14일자); Dunchon 등에게 특허허여된 미국 특허 제 5,964,718 호 (1999년 10월

12일자); 및 Roe 등에게 특허허여된 미국 특허 제 6,086,545 호 (2000년 7월 11일자) 에 개시되어 있다. 절개부로부터 체

액의 압출을 증진시키는, 대표적으로 시판중인 제품으로는 아미라 엣라스트 혈당 시스템 (Amira AtLast blood glucose

system)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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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 (Sampling)

발생된 체액의 획득 (이하, 체액의 "샘플링" 으로 부름) 은 다양한 형태로 취할 수 있다. 체액 표본 (specimen) 이 절개부의

피부 표면에서 취해지면, 샘플링 장치가 체액과 접촉하게 위치된다. 예컨대, 이러한 장치는, 관 또는 시험 스트립이 절개부

를 형성하기 전에 절개 부위에 인접하게 위치되거나 절개부가 형성된 후 바로 절개 부위로 이동되는 시스템을 포함할 수도

있다. 샘플링 관은 흡입 또는 모세관 작용에 의해 체액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샘플링 시스템은 예컨대, Douglas 등에게

특허허여된 미국 특허 제 6,048,352 호 (2000년 4월 11일자); Douglas 등에게 특허허여된 미국 특허 제 6,099,484 호

(2000년 8월 8일자); 및 Douglas 등에게 특허허여된 미국 특허 제 6,332,871 호 (2001년 12월 25일자) 에 개시되어 있

다. 시판중인 샘플링 장치의 예시는 로쉐 컴팩트 (Roche Compact), 아미라 엣라스트 (Amira AtLast), 글루코메터 엘리트

(Glucometer Elite) 및 테라센스 프리스타일 (Therasense FreeStyle) 시험 스트립 들이 있다.

총 검사 (Testing General)

체액 샘플은 공지된 기술과 같이 다양한 특성 또는 성분을 위해 분해될 수 있다. 예컨대, 적혈구용적률 (hematocrit), 혈당,

응고, 납, 철 등으로 분해될 수 있다. 검사 시스템은 체액 샘플을 분해하기 위해서 광학적 (예컨대, 반사도, 흡수, 형광, 라만

효과(Raman) 등), 전기화학적, 및 자기적 수단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검사 시스템은 예컨대, Priest 등에게 특허허여된 미

국 특허 제 5,824,491 호 (1998년 10월 20일자); Douglas 등에게 특허허여된 미국 특허 제 5,962,215 호 (1999년 10월

5일자); 및 Douglas 등에게 특허허여된 미국 특허 제 5,776,719 호 (1998년 7월 7일자) 에 개시되어 있다.

통상, 검사 시스템은 검사 시스템에 존재하는 검사를 받는 체액과 시약 (reagent) 사이의 반응의 이점을 취한다. 예컨대,

광학 시험 스트립은 일반적으로 색의 변화 즉, 사용된 시약 시스템에 의해 형성된 빛깔에 의해 흡수되거나 또는 반사된 파

장의 변화에 따른다 (예컨대, 미국 특허 제 3,802,842 호, 제 4,061,468 호, 및 제 4,490,465 호 참조).

혈당 (Blood Glucose)

일반적인 의약 시험이 혈당의 레벨을 측정하기 위해 실행된다. 혈당의 레벨은 혈액의 분석에 의해 직접 또는 간질액과 같

은 다른 체액의 분석에 의해 간접적으로 판정될 수 있다. 당뇨병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당뇨병의 성질 및 심각성에

따라 하루에 수회씩 혈당을 측정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측정된 혈당의 레벨의 관찰 패턴에 기초하여, 또한 다이어트, 운동

또는 다른 인자 등을 고려하여, 환자 또는 의사는 투여될 인슐린의 적정 레벨을 판정한다. 혈당의 레벨을 적절하게 제어하

는 것은 불면증 및 갑작스런 죽음을 야기할 수 있는 저혈당증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병으로 인해 실명 및 절단에 이르게 하

는 고혈당증을 회피하게 한다. 따라서, 혈당은 감시되어야할 매우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체액의 혈당과 같은 분석대상의 존재에 대한 검사에서, 검사 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되어, 산화효소/과산화효소

(peroxidase) 검출 화학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산화/환원 반응의 이점을 취한다. 검사 시약이 적당 시간 동안 체액의 샘플

에 노출되며, 분석대상 (혈당) 이 존재한다면 변색된다. 통상, 이러한 변화의 강도는 샘플 중 분석대상의 농도에 비례한다.

이후, 시약의 색이 공지된 표준과 비교되며, 이 표준은 샘플에 존재하는 분석대상의 양을 판정할 수 있다. 예컨대, 이러한

판정은 육안 조사 또는 선택된 파장에서 반사도 분광광도계 (reflectance spectrophotometer) 와 같은 도구 또는 혈당 측

정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전자화학 시스템 및 다른 시스템이 구성물의 특성을 위한 체액 검사용으로 이미 공지되어

있다.

시험 배지 (Testing Media)

전술한 바와 같이, 당뇨병 환자들은 환자자신들의 혈당이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 종일

자신들의 혈당 레벨을 감시해야만 한다. 일부의 샘플링 장치는 혈액과 같은 체액의 흡수용 및/또는 시험용 배지를 포함하

는 시험 스트립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검사 후, 혈액에 의해 오염된 시험 배지는 생물학적 위험물 (biohazard) 로 간주되

어, 오염된 시험 스트립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용이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 이는 환자가 집에서 멀리 있을

때, 예컨대 식당에 있을 때, 특히 불편하다. 또한, 각각의 시험 요소들은 상이한 유통기한을 갖는 다른 시험 스트립과 쉽게

섞일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시험 요소를 사용하면 잘못된 판독을 야기할 수도 있어, 예컨대 당뇨병 환자들에게 부적절

한 인슐린 투여와 같은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치료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시험 요소 대부분은 습기에 민감하다.

시험 배지 카세트 (Test Media Casset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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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의 검사를 허용하는 시험 배지 카세트를 갖는 분석 시스템이 종래 기술에 개시되어 있다. 예컨대, 별개로 밀봉된 1 내

지 2 다스 (dozen) 의 스트립으로서 시험 요소의 제한된 수를 포함하는 디스펜서가 이용가능하다. 이러한 시험 스트립 디

스펜서를 사용하는 혈당 측정기가 아큐첵 컴팩트 (Roche Diagnostics GmbH), 및 DEX (Bayer Corporation) 라는 상표명

으로 시판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더 많은 스트립을 포함하여, 사용자에 의해 실행되는 장전 작업을 감소시키는 시

스템을 원하고 있다. 더 많은 시험 요소를 포장하기에 적절한 방법은 예컨대, 미국 특허 제 4,218,421 호 및 미국 특허 제

5,077,010 호에 개시된 검사 필름이다. 그러나 이들 검사 시스템은 자동화된 실험실 시스템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되

었으므로, 환자 자신의 힘으로 검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독일 특허 제 198 19 407 호는 환자 자신의 힘으로 검사하는

환경에 사용하기는 시험 배지 테이프를 적용한 시험 요소 카세트를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특허 제 198 19 407 호에

개시된 장치에 따르면, 여전히 수개의 실제의 문제점이 풀리지 않는다. 혈당 검사 및 다른 분석대상을 위해 사용되는 시험

배지는 대기로부터 습기에 의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정확한 분석 결과를 야기하는 악화를 회피하기 위해 사

용되지 않은 시험 배지를 습기로부터 자유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점이다. 미국 특허 제 5,077,010 호는 차단 부재

또는 탄성이 있는 부재 (해당 명세서 도 21 내지 도 33 참조) 에 의해 밀봉되는 테이프의 출구를 갖는 시험 배지 테이프용

용기가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밀봉 방법은 사진 필름 박스로부터 공지된 밀봉 형식에 필적된다. 미국 특허 제 5,077,010

호의 자동화된 분석 도구는 높은 처리량을 가지므로, 탑재에 요구되는 안정성이 짧다 (통상 단지 하루 또는 이틀). 이와 반

대로, 가정용 진단용품 매장에서 탑재에 요구되는 안정성은 더 길다. 100 개의 범위를 갖는 카세트의 시험 배지 용량으로

환자가 하루에 두 번 검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측정기로의 삽입 후에 시험 배지 카세트의 안정성은 적어도 50일의 범위 내

에서 요구된다. 그러나 환자가 제 2 의 측정기를 가지고 있으며, 단지 가끔 만 현재의 측정기를 사용한다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혈당 검사의 탑재 안정성이 적어도 3개월 이상동안 나타나야만 한다. 미국 특허 제 5,077,010 호에 개

시된 밀봉 형식은 가정용 감시 환경에서 요구되는 탑재 안정성을 얻는데 충분하지 않다.

본 발명의 목적은 현재 시판중인 체액 검사 시스템보다 다수의 시험 배지를 포함하며, 시험 배지의 탑재 안정성이 더 길게

보장되는 체액 검사 장치와 시험 배지 카세트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또한, 조작이 용이하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크기의

다중 검사용 측정기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르면, 검사 테스트 측정기의 개념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 테이프 부분이 연속하는 시험 배

지 사이에 위치되도록, 시험 배지 테이프에는 각각의 시험 배지가 서로 이격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시험 배지 테이프는 습

기에 대해 시험 배지 테이프를 보호하는 공급 용기에 포함된다. 시험 배지는 이송 수단으로서 테이프를 사용함으로써 개구

를 통해 용기로부터 빼내진다. 공급 용기 내에 아직 위치되어 있는 시험 배지는 용기의 개구를 밀봉하는 밀봉 수단을 이용

함으로써 습기에 대해 보호되며, 자유 테이프 부분은 밀봉 수단과 공급 용기의 표면 사이에 위치된다. 이러한 밀봉 형식은

사용자가 별개의 시험 요소를 갖는 검사 장치를 장착할 필요없는 다양한 시험 배지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실험

장치를 가능하게 한다. 시험 배지의 공간에 기인하여, 자유 테이프 부분의 재료는 기술된 밀봉 수단에 의해 적절한 밀봉을

이루기 위해 대개 시험 배지 재료와 관계없이 선택될 수 있다. 통상, 시험 배지 테이프는 시험 배지의 폭과 같거나 또는 더

넓다. 그러나 테이프의 폭은 시험 배지의 폭보다 작고, 각각의 시험 배지를 연결하는 스레드 (thread) 의 형상을 가질 수도

있다. 위치 결정 또는 시험 배지 안내의 이유로, 작은 폭을 갖는 형식의 경우에, 시험 배지의 대향 엣지에 두 개의 테이프 선

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든 실시예에서, 테이프는 정돈된 방식으로 시험 배지를 이송하는 기능을 한다.

테이프 재료로는 예컨대, 오디오 카세트용 플라스틱이 이 용도에 아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적절한 테이프 재료는

폴리에스테르, 폴리카보네이트, 셀룰로오스 유도체 및 폴리스티렌 플라스틱 호일이다. 그러나 물 또는 수증기를 아주 높은

등급으로 이송시키지 않는 비흡습성 (non-hygroscopic)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연속하는 시험 배

지 사이에 자유 테이프 부분이 없는 테이프가 적절하게 밀봉될 수 없으며, 이는 시험 배지 재료가 다공성이어서, 테이프가

본 발명에 따라 밀봉될 때조차 공급 용기로의 습기의 흐름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 테이프 부분에서의 테이

프의 두께는 밀봉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중요한 매개변수이다.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테이프의 두께를 감소시킴으로써 저

장 하우징 내로의 습기의 누출이 감소됨을 발견하였다. 상호작용하는 다수의 매개변수들이 있지만, 테이프의 두께의 특유

의 효과는 도 1 로부터 알 수 있다. 테이프 (T) 는 변형가능한 개스킷 (G) 을 갖는 밀봉 수단 (S) 과 용기 하우징 (H) 의 표

면 사이에 위치된다. 밀봉 수단은 하우징의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며, 따라서 테이프와 하우징 표면 위에 개스킷을 가압시

킨다. 개스킷은 테이프의 좌우 측의 테이프 영역에서 더 강하게 가압 된다. 테이프 또는 개스킷 재료로 채워지지 않은 누출

부분 (L) 에는 습한 공기의 유입을 허용한다. 따라서, 테이프 두께의 감소가 누출 부분의 단면을 감소시킨다. 100㎛ 미만의

두께를 갖는 테이프는, 개스킷이 비교적 강성일지라도 하우징에 습기의 유입을 제한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테이프의 두께

는 50㎛ 미만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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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 수단은 오염되지 않은 시험 배지 테이프가 저장되는 하우징 (용기) 의 개구를 폐쇄하는 수단이다. 밀봉 수단은 개스킷

이 고정되는 재료의 본체이거나 또는 개스킷 재료 본체인 것이 바람직하다. 선택적으로, 개스킷은 밀봉 수단이 용기 개구

를 폐쇄하게 가압하는 표면에 고정될 수 있다. 또한, 개스킷 재료가 표면 및 밀봉 수단의 본체 상에 존재하는 실시예도 가

능하다. 또한, 개스킷의 가요성의 증가는 습기의 유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도 1 의 도면으로부터 알 수 있다. 개스킷은 70

미만의 쇼어 경도 (A) 를 가지며, 30 내지 50 의 범위의 쇼어 경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 바람직하게는 30 미만의

쇼어 경도가 아주 적합하다. 쇼어 경도 (A) 는 DIN 53505 (1987년 6월) 에 의해 정의된다. 본 발명을 실현하는데 아주 적

합한 개스킷 재료는 열경화성 탄성체 및 가황 고무 (vulcanized rubber) 이다. 특히 경질 성분으로서 폴리스티렌을, 연질

성분으로서 부타디엔 또는 이소프렌의 중합체를 구비하는 이러한 탄성체가 특히 적합하다. 적절한 개스킷 재료로는 쉘

(Shell) 사의 Kraton D, Kraton G 및 Cariflex TR, 필립스 (Philips) 사의 Solprene이 있다. 개스킷의 낮은 흡수성의 관점

에서, 올레피닉 열가소성 중합체 (olefinic thermoplastic polymer) 에 기초한 탄성체가 바람직하다.

개스킷이 용기 개구를 환형으로 둘러싸도록 환형상을 갖는 개스킷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환형 개스킷에 의해 적절한 밀봉

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환형이 아닌 개스킷 (예컨대, 직선형 개스킷) 의 적절한 밀봉은 밀봉이 더 어려우며, 그 이유는 이

러한 개스킷의 단부에서 누출을 폐쇄시키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가요성 개스킷이 없는 밀봉 수단을 가질 수도 있다. 밀봉 수단의 표면과 하우징의 표면 및 테이프 사이에 꼭 맞게 밀봉 수

단이 설계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출 채널의 단면은, 증기 유동/습기 이송이 매우 낮게 되는 크기로 감소된다. 바람

직하게는, 이들 실시예는 8㎜ 이상의 길이를 갖는 누출 채널을 갖도록 설계된다. 이러한 꼭 맞는 실시예에서, 밀봉 수단은

테이프의 이동에 의해 시험 배지를 꺼내게 개방되며, 밀봉 수단은 형상 끼워맞춤 상태로 폐쇄되어 공급부에서 사용되지 않

는 시험 배지를 보호한다. 또한, 유압 밀봉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유체 또는 겔로 채워진 변형가능한

파우치는 공급 하우징의 내부로부터 외부로 테이프를 통과시키는 채널에 위치된다. 이 파우치는 (테이프가 꺼내지는) 개방

위치로부터 파우치를 형상 끼워맞춤하여 테이프를 밀봉하는 폐쇄 위치로 변형하도록 유압에 의해 기계적으로 구동된다.

유압 파우치는 액츄에이터 기구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유압 전달의 가능성 때문에 이점이 있다.

밀봉 수단의 본체 및 저장 용기의 본체는 대개 습기에 불침투성이 있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다수의 재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제조의 양태에 기인하여,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에틸렌과 같은 플라스틱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재료는 습기에 대해 완전한 불침투성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는 건조제에 의해 확산되는 습기를 포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밀봉 수단은 밀봉을 이루기 위해 밀봉 수단 본체에 압력을 가하도록 작용하는 가압 수단을 더 구비한다. 이러한 가압 수단

은 예컨대, 코일 스프링, 공압 액츄에이터, 모터, 전자석, 압축 재료 또는 응력 재료 등이다. 바람직한 실시예로부터, 특히

휴지 위치에서 밀봉 수단 본체 위에 가압하는 탄성 밀봉 수단이 제조가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적절한 밀봉에 필요한 압력은 밀봉되는 면적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개스킷의 쇼어 경도를 따른다. 그러나 요구되는 압력은

수 N(newton) 이하의 범위이다.

또한, 시험 배지의 장착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임의의 기준에 대해서는 하기에 특정 실시예와 연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 1 일반적인 개념은 시험 배지 테이프를 내장하는 체액 검사 장치에 관한 것이다. 시험 배지 테이프는 센서에

의해 분석되는 체액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험 배지를 유지한다. 바람직하게는 카세트의 시험 배지 테이프가 전

부 사용된 후, 신규의 시험 배지 카세트가 검사 장치에 삽입될 수 있도록, 시험 배지 테이프가 카세트에 수용된다. 사용된

시험 배지의 처분에 대한 요구 없이 연속적인 검사가 실행될 수 있도록 각각의 검사 전후에 시험 배지가 지수화된다. 시험

배지가 수동으로 또는 자동으로 지수화될 수 있다.

시험 배지는 샘플로부터 분석대상물에 의해 검출가능한 결과를 유도하는 검사 화학을 포함하는 배지이다. 검사 화학 및 검

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검사 일반" 을 참조한다. 시험 배지는 검사 유체 샘플을 전부 빨아들이도록 설계된다. 이는 체액

샘플에 의해 검사 장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하기에 더욱 상세히 기술되는 바와 같이, 연속하는 시험 배지 사이의 자

유 테이프 부분에 위치되는 시험 배지 상에 테이프를 구비하는 시험 배지 테이프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바

람직한 위치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갖는 구조를 구비한다; 시험 배지-시험 배지가 없는 테이프- 시험 배지가 있는 테이프-

등을 갖는 테이프. 예컨대, 이 테이프는 오디오 카세트용으로 사용되는 종래의 플라스틱 테이프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이 시험 배지는 아교접착, 용접 또는 접착 테이프의 사용에 의해 테이프에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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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라, 체액을 분석하는 체액 검사 장치가 제공된다. 검사 장치는 체액을 수비하게 되는 시험 배지 테

이프를 포함하는 시험 배지 카세트를 포함한다. 카세트는 시험 배지 테이프의 오염되지 않은 부분을 저장하는 공급부를 포

함한다. 시험 배지 테이프의 오염된 부분을 저장하는 저장부가 더 사용된다. 주위의 습기로부터 시험 배지 테이프를 보호

하도록 설계된 공급부와 반대로, 샘플이 빨아 들여진 시험 배지가 건조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연장하도록 개방되게 오염

된 테이프용 저장부가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개방은 주위와 기체를 교환하는 슬릿 또는 홈을 갖는 플라스틱

용기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시험 배지 테이프 공급 용기 내에 건조제가 있다는 것이

다. 개방 사이클 중 또는 벽 재료를 통해 확산에 의해 용기에 진입한 습기가 흡수되어 시험 배지가 악화되지 않는다. 그러

나 본 발명에 따른 밀봉의 개념은 건조제의 사용에 기인하여 진부한 것은 아니며, 이는 장착 중 밀봉 수단 없이 진입하는

습기의 양이 건조제의 합리적인 양에 의해 처리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한 건조제가 당 분야에서 이미

공지되어 있으며, 예컨대, 이들 건조제는 분자 체 (molecular sieve), 실리카 겔 등이다.

본 발명은 시험 배지 테이프가 전부 사용되면, 전체 장치가 버려지도록 시험 배지 테이프가 검사 장치에 속하는 일회용 장

치를 더 제안한다. 선택적으로, 시험 배지 테이프는 검사 장치에 제거가능하게 수납되는 일회용 카세트로 위치될 수도 있

다. 용어 "체액 검사 장치" 는 본 출원 내에서 양 실시예 (예컨대, 카세트가 있는 실시예 및 카세트가 없는 실시예) 에 사용

된다. 그러나 시험 배지 카세트를 사용하는 실시예가 고려된다면, 이 용어는, 카세트가 삽입되는 장치를 나타내는데 사용

된다.

유럽 특허 출원 제 02026242.4 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체액이 바람직하게 적용되는 시험 배지 테이프는 팁과 같은 형상

으로 노출될 수 있어, 시험 배지에 체액의 적용을 단순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시험 배지 테이프는 검사 장치 또는 시험

배지 카세트에 속할 수 있는 볼록한 팁 부분에 안내될 수 있다.

검사 장치는 신체 부분을 찌르는 찌름 장치 (prickling unit) 를 더 구비한다. 팁 부분(만약 존재한다면) 이 종래의 찌름 장

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찌름 장치의 절개 (lancing) 개구가 볼록부에 위치되거나 볼록부에 가깝게 위치될 수 있다. 찌름 장

치는 시험 배지 테이프 아래에 위치될 수 있으며, 절개 장치가 시험 배지 테이프를 관통하거나 또는 시험 배지 테이프의 홈

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검사 장치는 체액 샘플의 적용을 위한 가시적인 사용자 안내수단을 더 사용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검사 장치는

체액이 적용되어야 하는 시험 요소의 부분을 조명함으로써 지시되는 조명 장치를 구비한다. 사용자가 체액을 적용하게 적

시에 및/또는 공간적인 안내를 조명이 수행한다. 또한, 조명은 찌르는 신체 부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시험 배지에 조명되는 영역은 검사 장치에 의해 요구되는 체액의 양 (또는 액적 (droplet) 크기) 을 나타낼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는 체액 샘플을 수집하는 검사 카세트에 관한 것이다. 카세트는 오염되지 않은 시험 배지 테이프가

수용되는 공급부를 갖는 하우징을 포함한다. 하우징은 시험 배지 테이프의 오염된 부분이 오염 후에 수용되는 저장부를 포

함한다. 습기에 대해 사용되지 않은 시험 배지를 밀봉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밀봉 개념이 사용되도록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연속하는 시험 배지 사이에 자유 테이프 부분을 갖는 테이프가 사용된다. 본 발명의 밀봉 수단은 시험 배지 카세트 또

는 검사 장치에 속할 수도 있다. 예컨대, 가압판 (pressure application plate) 과 같은 밀봉 수단 부분이 검사 장치에 속하

고, 캐스킷과 같은 다른 부분이 카세트에 속하는 추가의 실시예도 가능하다. 오염되지 않은 시험 배지 테이프를 수용하는

용기가 밀봉 수단에 의해 폐쇄될 수 있는 개구를 제외하고 습기에 대해 폐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세트는, 시험 배지 테

이프가 체액에 노출되고, 시험 배지 테이프가 지나는 볼록한 팁 부분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 특히, 시험 배지 테이프의 오

염되지 않은 부분이 감겨지는 하우징의 공급부에 공급 릴이 위치되며, 시험 배지 테이프의 오염된 부분이 감겨지는 하우징

의 저장부에 저장 릴이 위치된다. 오염된 시험 배지 테이프를 저장하는 릴을 사용하는 실시예에서, 용기 내로의 습한 공기

의 누출을 회피하기 위해, 공급 릴의 축선이 공급 용기 하우징을 관통하지 않을 때가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시험 배지는 습기, 햇빛 등에 의해 파괴되거나 또는 변형된다. 따라서, 검사 장치의 장착에 사용되기 전에 시험

배지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취해져야 한다. 제 1 기준은 주변으로부터의 습기의 접촉이 방지되도록 사용 전에 전체 시험

배지 카세트를 포장하는 것이다. 이는 예컨대, 블리스터 포장 (blister package) 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선택적으로, 시

험 배지가 체액 적용을 위해 노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카세트 하우징이 습기에 대해 폐쇄될 수 있다. 카세트의 사용 이전

에 제거될 수 있는 노출 부분에 걸쳐 방습 커버 (humidity proof cover) 를 사용하는 실시예도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은

등록특허 10-0699214

- 10 -



- 오염되지 않은 시험 배지 테이프가 포함되는 용기를 구비하는 공급부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용기는 용기로부터 시험 배

지 테이프를 꺼내는 개구를 더 구비하고,

- 주변에 대해 상기 개구를 폐쇄할 수 있는 밀봉 수단을 제공하는 단계,

- 밀봉 수단을 구동하여 용기의 상기 개구를 개방하는 단계, 및

- 용기로부터 시험 배지 테이프의 부분을 제거하여 사용되지 않은 시험 배지를 노출시키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검사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방법은 용기의 상기 개구를 폐쇄하게 밀봉 수단을 구동하는 단계 및 검사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구동은 바람직하게

는 공급부 용기의 표면 위에 밀봉 수단을 가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폐쇄 수단은 두 개의 특징적인 위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1 폐쇄 위치에서, 밀봉 수단은 용기를 폐쇄하여 습기에 대해 시험 배지를 보호하기 위해 공급 용기의 표면과 밀봉하여

결합된다. 제 2 개방 위치에서, 밀봉 수단은 개방되어 시험 배지 테이프가 공급 용기를 떠나게 한다. 개구는 시험 배지를 갖

는 시험 배지 테이프가 통과하기에 충분한 폭 (통상, 테이프만의 두께보다는 두꺼움) 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시험 배지를 제공하는 방법은

- 오염되지 않은 시험 배지 테이프가 포함되는 용기를 구비하는 공급부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용기는 용기로부터 시험 배

지 테이프를 꺼내는 개구를 더 구비하고,

- 주변에 대해 상기 개구를 폐쇄할 수 있는 밀봉 수단을 제공하는 단계,

- 제 1 폐쇄 위치로부터 제 2 개방 위치로 밀봉 수단을 이동시켜 용기의 상기 개구를 개방하는 단계,

- 용기로부터 시험 배지 테이프의 부분을 제거하여 사용되지 않은 시험 배지를 노출시키는 단계, 및

- 상기 제 2 개방 위치로부터 상기 제 1 폐쇄 위치로 밀봉 수단을 이동시켜 용기의 상기 개구를 폐쇄하는 단계를 구비할 수

도 있다.

또한, 밀봉 수단이 폐쇄되면, 자유 테이프 부분이 테이프가 휴지 중일 때, 밀봉 수단과 표면 사이에 위치될 수 있다. 상기 표

면은 통상 공급 용기의 표면이다. 밀봉 수단을 통한 폐쇄는 바람직하게는 다른 표면 (통상, 용기 표면) 위에 밀봉 수단이 가

압되어 습기에 대해 오염되지 않은 시험 배지 테이프의 밀봉을 발생시킴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따른 다른 형태, 실시예, 목적, 구성, 이점, 특징 및 양태는 하기 도면 및 명세서로부터 명확해질 것이다.

실시예

본 발명의 원리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하, 도면에 기재된 실시예를 참조로 하고, 동일한 부분에는 동일한 용어를 사

용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본 발명의 범주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며, 도시된 장치의 변형 및 추가 변경, 기재된 본

발명의 원리의 추가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본 발명의 당업자에게 이해될 것이다. 본 발명에 관련되지 않은 구성

의 일부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시되지 않은 것임이 당업자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습기 밀봉 원리가 도 1 에 도시되어 있으며, 이는 상기에서 이미 설명되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거칠기가 낮은 하우징 표면

(H) 상에, 밀봉 재료 (G) 에 의해 테스트-캐리어-테이프 (T) 가 가압된다. 밀봉력 (F) 은 시험 배지 테이프 둘레에 가요성

개스킷을 가압한다. 남아있는 누출 채널 (L) 은 개스킷 재료 부분, 테이프 두께, 밀봉력, 및 밀봉 수단이 움직이는 시간 패

턴에 의해 최소화된다.

체액 검사 장치 (10) 가 도 2 에 도시되어 있다. 장치에 관한 도면에서는 검사 결과 및 사용 지시를 나타내기 위해 하우징

(11) 과 표시장치 (12) 를 도시하고 있다. 장치의 전방 단부에는, 시험 배지 테이프 (30) 가 지나는 팁 부분 (20) 이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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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검사 장치의 전방 단부에 있는 시험 배지는 체액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팁과 같은 방식으로 팁 부분에 노출된

다. 이러한 이유로, 팁 부분은 신체부분 (예컨대, 손가락 또는 팔) 에 접근가능하도록 검사 장치의 하우징 (11) 의 윤곽선

밖으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돌출한다. 팁 부분에서, 동일 적용을 위한 위치를 지시하는 조명 영역 (30') 을 볼 수 있다.

도 3 은 본 발명의 밀봉 개념의 개선된 실시예를 도시한다. 시험 배지 테이프 (30) 의 일부분이 공급부의 하우징 (50) 외부

측에 위치된다. 하우징은 개구 (51) 를 구비하며, 이 개구를 통해 테이프가 뽑히게 될 수 있다. 하우징에 도시된 사각형

(52, 53) 은 개구의 밀봉중 밀봉 수단 (도시하지 않음) 의 개스킷이 위에 가압되는 하우징 표면 상의 위치를 나타낸다. 밀봉

용으로 두 개(이상)의 개스킷을 사용하면 누출의 방지를 개선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은 환형 개스킷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개스킷은 환형 개스킷의 단면 영역 내에 개구를 포함하도록 개구 (51) 주변 부분 위에 환형상으로 가압된

다. 두 개 이상의 환형 개스킷이 사용될 때, 환형 개스킷이 다음의 소형의 환형 개스킷을 완전히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도 4 에서, A-A 선을 따라 도 3 을 절단한 단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개스킷은 하우징 (50) 의 표면에 수직하게 위치되는 것

이 아니라 수직에 가깝게 위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부 개스킷 (53) 은 개구 (51) 로부터 멀어지게 개스킷의 기부 (53b)

로부터 개스킷의 자유 단부 (53e) 로의 방향으로 경사져 있다. 내부 개스킷 (52) 은 개구를 향해 개스킷의 기부 (52b) 로부

터 개스킷의 자유 단부 (52e) 로의 방향으로 경사져 있다. 외부 개스킷의 경사는 이러한 경사를 이루지 않는 개스킷보다 공

기의 유입을 차단하는데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경사에 기인하여, 공기가 하우징에 진입하려 할 때 (이는 하우징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낮은 경우) 밀봉이 더욱 강화되며, 그 이유는 공기 압력이 개스킷의 단부 (53e) 의 압력을 용기 (50)

의 표면 (54) 위에서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하우징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 이상인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리가 내부 개

스킷에 적용된다.

도 4 에서 더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부로부터 자유 단부 부분을 향해 개스킷이 테이퍼질 때, 바람직하다. 개스킷 단부 부

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욱 가요적이며, 이는 테이프의 형상과 일치함으로써 누출 영역의 단면을 감소시킨다. 상기 개구

(51) 둘레에 환형 개스킷에 의해 감싸지는 영역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낮은 힘이 요구되어 소형의 누출 채널 (L) 을 이룬

다. 이 실시예에서, 가압 수단 (55)(도 3 에 도시되지 않음) 은 하부측에 개스킷이 고정되는 판 형상을 갖는다. 특히, 판과

개스킷의 두 개의 부품 성형에 의해 개스킷을 판에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압 판 (55) 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검사 장

치에 스프링 수단 (도시되지 않음) 이 속하게 된다. 또한, 도 4 에서 시험 배지 테이프가 릴에 반드시 감겨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저장 용기 내의 테이프의 위치는 다소 임의적이지만, 걸림 (jam) 또는 차단 (blockage) 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

도 5 는 공급 용기 (50) 의 경사면 (62) 위에 가압되는 평행사변형 밀봉 수단 (60) 을 갖는 실시예를 통해 절단된 단면도이

다. 밀봉 수단 자체는 밀봉재료 (예컨대, 고무) 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밀봉재료 (개스킷) 가 공급 용기의 표면 위에 가압되

는 밀봉 수단의 표면에 존재할 수 있다. 자유 테이프 부분이 시험 배지 테이프에 대해 가압되는 밀봉 수단 부분에 위치될

때, 본 실시예에서의 밀봉이 다시 이루어진다. 도 5 에 도시된 각은 0 내지 45도 범위가 바람직하다.

도 6 은 도 5 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실시예이다. 평행사변형의 밀봉 수단 대신에, 형상 끼워맞춤 밀봉 수단 (61) 이 사용된

다. 하우징 (50) 의 표면은 밀봉 수단 (61) 의 컨투어 (63) 에 끼움장착되는 컨투어 (62) 를 개구부에 갖는다. 밀봉 수단의

컨투어는 개스킷 자체 (예컨대, 고무)로서 작용을 하는 재료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개스킷이 밀봉 수단의 표면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하우징의 표면에 고정된 개스킷을 갖는 밀봉 원리가 채용될 수도 있다.

도 7 은 밀봉 수단을 갖는 시험 배지 테이프 용기 (50) 를 통해 절단된 단면도이다. 시험 배지 테이프 (30) 는 릴 (57) 상에

감겨진다. 릴로부터 테이프가 확산 채널 (70) 을 통해 안내되고, 용기의 개구를 통해 용기를 나간다. 레버 (80) 의 제 1 아

암에 고정되는 환형 개스킷 (53) 에 의해 개구가 밀봉된다. 또한, 이러한 레버는 당업자에게 "댄서 (dancer)" 로 공지되어

있다. 레버는 회전의 중심 (81) 을 갖는다. 스프링 요소 (82) 는 용기 면 위에 개스킷의 가압을 유지시킨다. 시험 배지 테이

프 (30) 가 이미 전술된 바와 같이 개스킷과 용기 표면 사이에 위치된다 (즉, 자유 단부가 개스킷과 용기 표면 사이에 위치

된다). 용기 외부에 위치되는 테이프는 레버의 다른 아암에서 휠로 안내된다. 테이프가 도 7 에 도시된 방향으로 꺼내지면,

테이프 인장이 스프링 요소 (82) 의 스프링력에 대해 회전의 중심 (81) 주위에서 레버 (80) 를 회전시킨다. 이 운동은 개스

킷 (53) 의 접촉 압력을 감소시킨다. 테이프가 개스킷을 통해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이에 의해, 하우징 내부 측의 테이프 부

분이 인장되게 된다. 추가의 운동으로, 릴의 마찰이 테이프 인장을 증가시켜, 개스킷이 더 크게 들어올려진다. 이렇게 형성

된 개구는 개스킷의 접촉 없이 시험 배지를 통해 나갈 수 있을 만큼 크다. 테이프가 용기의 외부로 꺼내지게 될 수 있다. 충

분한 테이프 부분이 용기의 외부로 취해지면, 검사 장치 (또는 사용자) 는 테이프 찢기를 중단하고, 스프링 요소에 의해 야

기된 레버의 운동에 기인하여 밀봉이 폐쇄된다. 이 실시예에서, 이는 레버에 작용하는 힘이 테이프의 유지 (retention)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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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릴 (57) 에 마찰이 부과될 때, 바람직하다. 다른 실시예에서, 공급 릴의 마찰 부과는 재밍을 야기할

수 있는 테이프의 제어되지 않은 감김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바람직하다. 또한, 릴에 적절하게 감겨진 테이프는,

최외각 테이프 층 아래의 시험 배지가 이미 하우징에 진입된 습기에 대해 보호되는 이점을 갖는다.

미사용된 시험 배지를 습기 없이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선택적인) 기준은 도 7 의 확산 채널 (70) 이다. 이 채널은 밀봉의

개방 중 용기의 내부와 주변 사이의 공기의 대류 교환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채널은 용기로부터 새로운 시험 배지

가 밖으로 나오는 시간 동안 개구의 공기 교환 즉, 습기의 흡입량을 제한한다. 채널은 개구로부터 릴의 경로를 따라 습기가

감소한다. 채널에 의한 공기 대류의 방지는 대개 용기로의 습기의 흡입을 대류보다 재료 이송이 훨씬 느린 확산으로 제한

한다.

도 8 은 자기 밀봉 시험 배지 카세트의 추가 실시예를 도시한다. 본 명세서에서 자기 밀봉은, 개구에 작용하여 개구의 밀봉

을 폐쇄하게 외부로부터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카세트의 개구를 자체로 폐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세트는 바람직한

실시예인 시험 배지 테이프의 인장으로 밀봉을 더 개방시킨다. 이 실시예의 레버는 시험 배지 공급 용기 (50) 내측에 제 1

레버 아암을 갖는다. 전술한 도면에서와 같이, 시험 배지 테이프 (30) 가 레버의 일측 아암에서 롤러에 안내되며, 레버의 타

측 아암이 용기 개구를 밀봉하는 환형 밀봉 개스킷을 유지한다. 시험 배지 테이프가 인장되면, 레버가 작동되어 밀봉을 개

방하여 테이프가 자유롭게되어, 미사용 시험 배지를 갖는 시험 배지 테이프의 신규의 부분이 뽑혀질 수 있다. 이후, 테이프

에 적용된 인장력은 감소될 수 있으며, 레버가 카세트의 스프링 수단 (82') 에 의해 회전 구동되어 용기 개구를 폐쇄한다.

도 9 는 검사 장치 (10) 에 삽입되는 시험 배지 카세트 (50) 및 이 검사 장치를 사용하는 단계를 도시한다.

도 9 의 (a)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검사 장치는 카세트가 수용되는 하우징 (100) 을 구비한다. 카세트는 오염되지 않은 시험

배지 테이프 (30) 가 감겨지는 공급 릴 (57) 을 포함하는 공급부 (50a) 를 갖는다. 도 9 는 테이프에 고정되는 패드로서 시

험 배지부 (31) 를 도시한다. 검사 패드는 양면 접착제 테이프를 통해 테이프에 고정된다. 따라서, 시험 배지 테이프의 제조

는 먼저 양면 접착제의 제 1 면으로부터 보호 호일을 제거하고, 시험 배지 패드를 그 면에 적용하고, 이후 양면 접착제의 제

2 면으로부터 보호 호일을 제거하고, 시험 배지 패드와 접착 테이프의 합성 구조를 테이프에 적용함으로써 용이하게 이루

어질 수 있다. 이러한 처리는 매우 양호하게 자동화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양면 접착제가 먼저, 테이프에 적용되고 이후

시험 배지 패드에 접착제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예컨대, 테이프에 시험 배지를 아교로 접착하는 등의 다른 제조 방법이

또한 가능하다.

사용된 (오염된) 시험 배지 테이프가 시험 배지 카세트의 저장부에서 저장 릴 (58) 위에 감겨진다. 시험 배지 테이프의 이

송은 검사 장치 (10) 의 모터 (101) 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모터는 저장 릴의 기어와 맞물려 저장 릴을 회전시키는 기어 휠

을 갖는다. 보통은 공급 릴로부터 저장 릴까지 테이프를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저장 릴을 감는 단일 모터만을 사용해도 충

분하다. 샘플링 및/또는 테스팅을 위한 시험 배지의 적절한 위치 결정을 위해서, 바람직하게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반대 방향

으로 테이프를 이동시킨다. 이는 공급 릴을 감는 별개의 모터 또는 저장 릴을 회전시키는 모터를 갖는 공급 릴의 이동을 허

용하는 기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공급 릴에 연결되는 마찰 부과 수단에 기계적으로 연결된 스프링을 사용할 수

있다. 테이프가 저장 릴 위에 테이프를 감음으로써 공급 릴로부터 뽑혀지면, 스프링이 부하를 받아 스프링 인장이 테이프

를 조금 뒤로 이동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모터를 역회전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고, 공급 릴이 또한 스프링 인장

에 의해 역회전하므로, 적절한 검출을 위해 팁 위에서 테이프를 가압하고 또한 헐렁해진 테이프에 의해 야기되는 잼을 회

피하기에 충분한 응력 하에 테이프가 유지된다. 이러한 기구에 의해, 먼저 기구가 아주 멀게 이동될 때, 측정 (예컨대, 팁

(20) 상에서) 을 위해 시험 배지를 적절하게 위치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한 방향 (이송 방향) 만으로 적절히 이동시킴으로써 시험 배지를 위치결정시키는 이러한 처리는 회피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팁 상에서 시험 배지를 위치 결정하는 것은 시험 배지를 판독하기 위해 채용되는 동일한 광학 장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광학적으로 바람직하게 작동하는 별개의 위치 검출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적절한 위치결정

의 검출은, 테이프 이송중 반사도 모니터링이 시험 배지가 판독 위치에 올 때, 반사도 변화를 나타내도록 상이한 반사도의

시험 배지와 테이프를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위치 결정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될 때, 광학적으로 검

출되는 테이프로 지시 마크 (예컨대, 블랙 바 (black bar)) 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 장치는 테이프의 이송, 밀봉의 개폐 및 시험 배지의 판독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를 더 구비한다. 제어 장치 또는 별개

의 연산 장치가 얻어진 판독으로부터 분석 결과의 연산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위치 결정 검출 수단은 제어 장치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카세트는 테이프가 안내되는 팁 (20) 을 더 구비한다. 이 (임의의) 팁은 예컨대 손가락끝으로 편리한 샘플 적용을 위해 작

용한다. 팁에 대한 상세 및 테이프가 팁으로부터 어떻게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출원계류중인 유럽 특허출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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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6242.4 호를 참조한다. 카세트는 검사 장치에 속하는 계량 광학장치 (102) 를 수용하는 홈을 더 구비한다. 도 9 에서

볼 수 있는 광학장치 부분은 팁 (20) 에 광을 결합하여 팁에 위치된 시험 배지를 조명하는 광결합 소자이다. 샘플이 이 시험

배지에 적용되면, 시험 배지의 하부측으로부터 후방으로 반사된 빛의 강도가 변화하며, 반사 강도 ( 바람직하게는 특히, 파

장의 범위) 가 검출장치 (도시되지 않음) 에 의해 판독될 수 있으며, 이 강도는 제어 장치 또는 연산 장치에 의해 분석 농도

(analytical concentration) 로 변환될 수 있다. 시험 배지로부터 광학 판독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검출되는 광에 대부분

투명한 테이프 재료를 채용하거나, 또는 예컨대, 글루코트랜드 (Glucotrend®) 로 시판중인 광학 시험 요소로 공지된 시험

배지 아래에 홈을 갖는 테이프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9 에 도시된 실시예와 별도로, 전자화학 시험 요소로 공지

된 바와 같이 작동하는 시험 배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검사 장치는 전극을 사용하여 시험 배지와 접촉

하고, 분석대상의 농도로 변환될 수 있는 판독을 이루기 위해 전류 또는 전압의 적용 및 측정을 제어하는 검사 장치를 채용

한다) 그러나, 일회용 (disposable) 시험 요소에 의한 광학 및 전자화학 조성 측정이 종래에 이미 공지되어 있으므로, 상세

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9 의 (a) 는 폐쇄된 (폐쇄 위치) 밀봉 (52, 55) 을 갖는 검사 장치의 저장 위치에서 검사 장치 (검사 장치가 시험 배지 카

세트를 수납하기 때문에, 검사 시스템으로 불릴 수도 있음) 를 도시한다. 검사 장치는 카세트 (50) 의 개구 위에 액츄에이

터로부터 멀어지게 마주하는 측면에 밀봉 판 (55) 을 가압하는 가압 액츄에이터 (예컨대, 코일 스프링) 를 구비한다. 밀봉

이 폐쇄될 때, 자유 테이프 부분이 카세트의 개구와 개스킷 사이에 위치된다. 이 실시예는 오염되지 않은 시험 배지 테이프

를 포함하고 있는 공급부를 개구에 연결하는 확산 채널 (70) 을 구비한다. 또한, 공급부 (50a) 는 밀봉이 폐쇄될 때, 주위에

대해 폐쇄되며, 저장부 (50b) 는 주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시험 배지 카세트는 테이프가 안내되는 롤러 또는

핀 (59) 을 더 구비한다.

도 9 의 (b) 는 개방된 밀봉을 갖는 "개방 위치" 의 검사 장치를 도시한다. 가압 액츄에이터의 힘에 대해 개구로부터 멀어지

게 압력판 (55) 을 이동시킴으로써 개방될 수 있다. 이는 개구로부터 압력 판이 물러나게 하는 반대방향 끌개 (reverse

attractor)(예컨대, 압력판을 끌어당기는 전자석) 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도 9 의 (b) 는 또한 시험 배지 (31a) 가 공급 릴

(도 9 의 (a) 참조) 상의 위치로부터 확산 채널 내의 위치로 이동되지만, 여전히 공급부 내에 위치되는 것을 도시한다. 도 9

의 (b) 는 시험 배지 이송의 중간 상태의 스냅샷이다. 시험 배지의 도시된 위치는 통상의 대기 위치가 아니라, 가능한 짧게

밀봉의 개방 시간 주기를 유지하기 위해 단지 짧게만 지속되는 위치이다. 이 화살표는 테이프의 이송 방향을 도시한다.

도 9 의 (c) 에서, 체액을 샘플링하는 샘플링 위치를 알 수 있다. 시험 배지 (31a) 가 팁 상에 위치되고, 밀봉이 다시 폐쇄된

다. 팁 상의 시험 배지에 체액이 적용된 후, 검사 장치가 시험 배지의 하부측으로부터 반사된 빛을 판독하여, 분석대상 조

성으로 변환될 수 있는 판독을 얻는다. 밀봉의 개방에 요구되는 부가적인 테이프 이송이 필요치 않도록, 체액 적용 및 판독

이 동일한 테이프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검사 장치 내에서의 광학 또는 전자화학 판독

분석을 다른 위치에서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샘플링 위치와 별개인 판독 위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도 9

의 (c) 의 폐쇄된 밀봉은 반대방향 액츄에이터를 비활성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어, 가압 액츄에이터가 다시 공급부의

개구 위에 압력판을 가압한다.

도 9 의 (d) 는 사용된 시험 배지의 저장부 (50b) 로의 이송 중 취한 스냅샷이다. 사용된 시험 배지가 저장부 내측에 위치되

면, 밀봉이 다시 폐쇄된다. 도 9 의 (d)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 개의 연속하는 시험 배지는 선행하는 시험 배지가 이미 저

장부 내에 위치될 때, 후속하는 시험 배지가 공급부 내에 아직 위치되어 있을 정도로 큰 경우가 바람직하다. 후속하는 시험

배지가 아직 릴 상에 있다면, 습기에 대해 보호되도록 테이프 층에 의해 덮여지는 경우가 더 바람직하다.

도 10 은 공급 릴 (57) 에 위치되는 공급부 (50a) 를 갖는 시험 배지 카세트 (50) 를 도시한다. 시험 배지 테이프는 확산 채

널 (70) 을 통해 공급부를 떠난다. 확산 채널의 외부 단부에 위치되는 공급부의 개구에서, 밀봉 수단 (80') 이 위치된다. 이

밀봉 수단은 카세트의 하우징에 회전가능하게 고정된 축선 (81') 을 갖는다. 이 밀봉 수단은 환형 개스킷 (도시되지 않음)

이 고정되는 밀봉부를 갖는다. 카세트가 휴지중일 때 (즉, 테이프에 테이프를 찢는 힘이 적용되지 않음) 밀봉부는 카세트의

개구를 둘러싸는 면을 (즉, 본 실시예에서 확산 채널의 외부 단부에서) 가압한다. 이러한 가압 작용을 이루기 위한 힘이 카

세트에 일체로 속하는 스프링 수단 (59)(카세트에 속하지 않는 비일체형 또는 동일한 스프링 수단이 예상될 수도 있음) 을

통해 밀봉 수단 (80') 에 적용된다. 도시된 경우의 일체형 스프링 수단은 카세트 하우징과 동일한 제조 단계 (예컨대, 사출

성형) 로 제조될 수 있는 플라스틱 재료의 노우즈 (nose) 이다. 밀봉 수단 (80') 이 조립되면, 스프링 수단 (59) 이 변형되고

밀봉 수단 위에 작용하는 스프링 인장이 비응력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시도를 노우즈에 의해 형성된다. 테이프

(30) 가 공급부로부터 꺼내질 때, 테이프는 밀봉 수단의 유지되는 힘 및/또는 공급 릴의 마찰을 극복하도록 인장될 필요가

있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밀봉 수단은 테이프가 이어진 감기는 채널을 카세트 하우징에 함께 형성하는 곡면부를 갖는

다. 테이프에 응력이 작용하면, 테이프가 똑바른 방향으로 되려하므로, 스프링 수단 (59) 의 힘에 대해 밀봉 수단을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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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기 위해서 밀봉 수단의 곡면부에 작용한다. 이 움직임은 밀봉을 개방하여 시험 배지 테이프가 통과하게 한다. 도 10

은 건조제 (71) 로 채워지는 공급부에 연결되는 챔버를 도시하며, 이 건조제는 도시된 경우에는 분자체 (molecular sieve)

이다.

도 11 은 유압 밀봉의 개념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하우징은 상부 (100a) 및 하부 (100b) 를 가지며, 이들은 시험 배지 테이

프가 움직이는 저장부의 출구에 채널을 형성한다. 이 채널 부분 내에서, 유체로 채워진 파우치 (105) 가 위치된다. 이 파우

치는 가요성 재료 (예컨대, 폴리에틸렌) 로 이루어지며, 이 파우치는 그 휴지 위치에서 도 11 에 도시된 바와 같은 형상을

갖는다. 이 위치에서, 채널이 개방되어 시험 배지 테이프가 공급부로부터 꺼내질 수 있고, 테이프 배지 (31) 가 통과될 수

있다. 압력이 채널 외부측에 위치된 파우치의 부분에 적용되면, 채널 부분에 위치된 파우치의 부분이 팽창하여 채널 내에

서 테이프와 끼워 맞춤식으로 결합한다. 압력의 적용은 예컨대, 스탬프 (110) 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습기에 대해 공급

부의 빈틈없는 밀봉을 얻기 위해서는, 미사용된 시험 배지가 꺼내지는 경우 파우치에 의해 채널이 폐쇄된다. 이 폐쇄된 위

치에서, 두 개의 연속하는 시험 배지 사이의 자유 테이프 부분은 채널에 위치되어 유압 밀봉 수단에 의해 끼워 맞춤식의 밀

봉을 형성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누출 부분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2 는 검사 장치의 사시도이다.

도 3 은 밀봉 개념의 사시도이다.

도 4 는 도 3 의 A-A 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이다.

도 5 는 사다리꼴 밀봉 수단을 갖는 시험 배지 카세트를 도시한다.

도 6 은 형상 끼워맞춤 (form fitting) 밀봉 수단을 갖는 시험 배지 카세트를 도시한다.

도 7 은 시험 배지 테이프에 인장을 가함으로써 공급 용기를 개방하는 레버를 갖는 시험 배지 카세트를 도시한다.

도 8 은 시험 배지 테이프에 인장을 가함으로써 공급 용기를 개방하는 레버를 갖는 시험 배지 카세트를 도시한다.

도 9 는 검사 장치 및 조작 단계를 도시한다.

도 10 은 자기 밀봉 수단을 갖는 검사 매거진을 도시한다.

도 11 은 유압 밀봉 수단을 도시한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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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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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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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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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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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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