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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핵산 분석을 위한 미세유체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핵산 혼합물(60)중의 핵산 표적(72)의 미세유체 분석을 위한 방법 및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

다. 상기 시스템은 증대(amplifying) 이전에 혼합물로부터 표적을 예비선별(42)하는 방법(40)을 포함한다. 예비선별

은 표적을 표적-선택성 수용체(78)상에 보유시킨 후 미보유된 비표적 핵산(74)을 제거함에 의해 혼합물(60)을 표적(

72)으로 부화(enrich)시킨다. 이후 예비선별된 표적은 부화된 혼합물로부터 증대(44)되고 검정(46)될 수 있다. 상기 

방법(40)을 수행하도록 배열된 장치(62, 114)가 또한 개시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양태에 따라 예비선별(preselection) 후 상기 예비선별된 표적의 증대를 사용하는 핵산 표적의

예시적인 분석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2는 도 1의 흐름도의 예비선별 부분을 수행하는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3은 예비선별 챔버로 도입된 혼합물을 나타내는, 핵산 혼합물로부터 핵산 표적을 예비선별하기 전의 미세유체 장

치의 실시양태의 부분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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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혼합물이 전극으로 끌어당겨지고 표적이 표적-선택성 수용체에 결합함에 의해 보유되는 것을 나타내는 도 3

의 장치의 부분 단면도이다.

도 5는 혼합물이 미보유된 핵산의 제거에 의해 부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도 3의 장치의 부분 단면도이다.

도 6은 표적이 방출되는 것을 나타내는, 도 3의 장치의 부분 단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양태에 따른, 예시적인 제어 장치와 짝지어지도록 정렬된 집적 미세유체 카트리지를 갖는 미세

유체 시스템을 등 치수로 나타낸 것으로, 제어 장치는 샘플 처리 및/또는 처리에서 짝지어진 카트리지의 작동에 전력

을 공급하고 제어하도록 배열된다.

도 8은 도 7의 카트리지 및 제어 장치의 선택된 측면을 나타내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양태에 따라, 유체의 운동, 샘플, 전기, 디지털 정보, 및 검출된 신호를 예시하는 도 7의 카트리

지 및 제어 장치의 모식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양태에 따라, 도 7의 카트리지 및 제어 장치의 예시적인 작동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11은 도 10의 방법 수행을 위한 유체 네트워크를 도시한, 도 7 및 9의 카트리지의 더욱 상세한 모식도이다.

도 12는 샘플 적재 동안 도 11의 카트리지의 활성 영역을 강조한 모식도이다.

도 13은 샘플 처리 동안 핵산을 필터 스택상에서 분리하기 위한 도 11의 카트리지의 활성 영역을 강조한 모식도이다.

도 14는 핵산을 필터 스택으로부터 방출시키고 방출된 핵산을 카트리지의 검정 부분에 농축시키는 동안의 도 11의 

카트리지의 활성 영역을 강조한 모식도이다.

도 15는 농축된 핵산을 증대제와 평형화시키고 검정 부분상의 증대 챔버로 전달하는 동안의 도 11의 카트리지의 활

성 영역을 강조한 모식도이다.

도 16은 선택성 증대 이후 핵산을 검정 부분상의 검정 챔버로 전달하는 동안의 도 11의 카트리지의 활성 영역을 강조

한 모식도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양태에 따라, 검정 부분의 선택된 측면을 나타내고 카트리지 외부에서 본 도 7 및 11의 카트

리지에 포함된 검정 부분 카트리지의 평면도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양태에 따라, 도 17의 선 18-18을 일반적으로 따라 도시하고 도 7 및 11의 카트리지의 유체-

취급 부분에 부착된 것으로 도시된 도 17의 검정 부분의 부분 단면도이다.

도 19 내지 25는 도 18에 도시된 검정 부분을 제조하기 위한 기판의 개질 동안의 기판의 부분 단면도이다.

도 26은 본 발명에 실시양태에 따라, 기판 표면에 인접하게 현성된 두 유체 구획을 유체 연통시키는 채널의 모식도로

서, 여기서 채널은 기판의 반대쪽 표면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기판의 표면에서 기판으로 들어가고 빠져나온다.

도 27 내지 29는 도 26의 채널의 제조를 위한 기판의 개질 동안의 기판의 부분 단면도이다.

도 30은 도 23의 채널의 개질된 변형물의 부분 단면도이다.

도 31은 도 27 내지 29에 도시된 기판 개질의 변화를 이용하여 검정 부분에서 형성될 수 있는 혼합 챔버의 실시양태

의 평면도이다.

도 32는 본 발명의 실시양태에 따라, 도 18의 선택된 측면을 더욱 상세하게 도시한 것으로, 선택된 박막 층의 검정 챔

버 및 기판-한정된 채널에 대한 배치를 예시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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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게놈 서열분석 및 단백질분석(proteomics)의 빠른 발전은 생명공학 부문에서의 생물학적 샘플중의 핵산 분석을 위한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장치 개발을 촉발시켰다. 따라서, 생명공학 부문에서는 샘플 분석을 위해 종종 칩상 실험실(lab

s-on-a-chip)이라 지칭되는 소형화된 미세유체 장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상기 장치는 매

우 적은 부피의 유체 샘플을 분석할 수 있어 시약 및 샘플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일부 경우에 검정(assa

y)을 극적으로 빠르게 한다. 상기 장치는 그중에서도 인간 건강 평가, 유전 스크리닝, 및 병원체 검출에 장차 사용될 

수 있는데, 임상 환경 또는 야외에서 절차적인, 상대적으로 저단가의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미세유체공학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소량의 묽은 표적 핵산을 분석하는 것은 미세유체 장치에 실질적인 기술적 문

제점을 야기한다. 전형적인 핵산 분석은 초기 샘플 처리 동안의 모든 핵산의 비선택성 단리에 의존한다. 이후, 핵산 표

적(들)은 일반적으로 단리된 모든 핵산의 존재하에 선택적으로 증대되어 증대된 표적을 이후에 검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표적은 초기 샘플 처리 동안에 비교적 묽은 형태로 단리되며 전체 분리된 핵산중에서 단지 

작은 부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임상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인간 병원체는 인간 혈액 1㎕당 실질적으로 1개보다 적

은 입자 또는 유기체에 상응할 수 있다. 게다가, 저-역가 병원체 또는 단일-복제 유전자로부터의 관심 유전자 영역은 

포유류 샘플로부터 분리된 전체 DNA의 백만분의 1 미만을 나타낼 수 있다.

샘플중의 단리된 핵산의 적은 분획을 구성하는 묽은 표적은 표적의 증대에 있어 둘 이상의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먼

저, 표적이 묽으므로, 표적 분자의 검출가능한 수를 포함하는데 충분한 크기의 유체 부피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100㎕ 이상에 달하는 상대적으로 큰 챔버가 필요하다. 그 결과, 검출가능한 수의 표적 분자를 입력할 필요성은 

증대 이전에 추가적인 샘플 처리를 필요하게 하거나 몇몇 유형의 미세유체 장치, 특히 표적 핵산을 증대하고 검정하는

심지어 ㎕ 단위 이하 부피의 장치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큰 부피의 묽은 샘플은 미세유체 장

치의 이점을 상실한다. 둘째로, 표적이 종종 샘플중의 단리된 모든 핵산의 소 분획을 종종 나타내기 때문에, 증대 효율

이 과량의 비표적 핵산에 의해 감소된다. 예를 들어, 비표적 핵산과의 부반응은 표적 증대의 속도를 늦추고 증대제를 

고갈시켜, 적어도 신호대잡음 비를 감소시키거나 표적 신호가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핵산 혼합물중의 핵산 표적의 미세유체 분석을 위한 방법 및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

이다. 상기 시스템은 증대 이전에 혼합물로부터 표적을 예비선별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예비선별은 표적을 표적-선택

성 수용체상에 보유시킨 후 보유되지 않은 비표적 핵산을 제거함으로써 혼합물을 표적으 로 부화시킨다. 이후 예비선

별된 표적을 부화된 혼합물로부터 증대시키고 검정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배열된 장

치를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핵산의 미세유체 분석을 위한 방법 및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상기 시스템은 표적 및 비표적 핵산의 혼

합물로부터 핵산 표적을 예비선별하기 위해 제공된다. 예비선별 동안, 표적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비표적 핵산으로부

터 정제되고, 또한 농축될 수 있다.

예비선별 방법은 하기 단계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다. 핵산 혼합물을 미세유체 챔버로 도입할 수 있다. 챔

버내에서 혼합물은 예를 들어 기판상에 형성된 전자기기에 포함된 전극으로 끌어당겨질 수 있다. 끌어당겨진 혼합물

로부터의 표적 분자는 전극 근처에 고정되고 일반적으로 전극에 연결된 수용체(또는 수용체들)에 의해 선택적으로 결

합된다. 대조적으로, 비표적 핵산은 실질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채 유지된다. 이후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 대량 유체 유

동 또는 미보유된 핵산의 전자동력학적 운동에 의해 미결합된 핵산을 제거함으로써 혼합물을 표적으로 부화시킨다. 

이후, 부화된 혼합물중의 표적을 임의의 적당한 물리적, 전기적, 및/또는 화학적 처리에 의한 추가의 처리를 위해 수용

체로부터 방출할 수 있다.

예비선별된 표적을 증대시킨 후 검정할 수 있다. 증대는 동일하거나 별개의 미세유체 챔버에서 수행될 수 있다. 비표

적 핵산이 예비선별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거되므로, 증대는 비표적 핵산으로 야기되는 부반응이 더 적도록 더욱 효과

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실시양태에서, 예를 들어 별개의 표적 화학종의 증대를 위해 덜 엄중한(stringent) 

증대 조건이 사용될 수 있다. 증대 이후에, 증대된 표적은 직접 검정되거나 수용체로 결합됨을 통해 검정될 수 있다. 

두 경우에서, 검정 수용체는 예를 들어 전기장 강도, 온도, 또는 화학적 엄중성(stringency)을 개질함으로써 표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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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예비선별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엄중성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더 높은 엄중성에서, 예비선별된 표적은 예를 들어

유전자 다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수의 관련되었지만 별개인 화학종으로 분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원에 기술된 방법

및 장치는 묽고/묽거나 복잡한 샘플을 사용하여 더욱 민감하고/하거나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추가의 측면은 하기 항목: (I) 예비선별-보조된 핵산 분석, (II) 집적 카트리지를 사용한 미세유체 분석, (III) 미세유체 

시스템, (IV) 샘플, 및 (V) 검정에서 제공된다.

I. 예비선별-보조된 핵산 분석

본 항목은 예비선별-보조된 핵산 분석을 위한 미세유체 시스템을 기술한다. 예비선별은 비표적 핵산을 적어도 부분

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핵산 혼합물을 핵산 표적(또는 표적들)으로 부화시킨다. 예비선별된 표적은 비표적 핵산으로부

터의 간섭이 감소되므로 더 큰 효율로 추가로 선별, 즉 선택적으로 증대 및 검정될 수 있다. 예비선별-보조된 분석의 

예시적인 방법 및 장치가 본 항목에서 하기에 기술된다. 예비선별-보조된 분석을 위한 카트리지 실시양태가 하기 항

목 II에서 기술된다.

도 1은 핵산의 예비선별-보조된 분석을 위한 방법(40)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핵산 표적은 (4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적-선택성 수용체를 사용하여 예비선별될 수 있다. 예비선별은 혼합물중의 비표적 핵산을 제거함으로써 핵산 혼합

물을 비표적 핵산에 비해 표적으로 부화시켜 표적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제되게 한다. 또한, 예비선별은 표적이 운

반되는 유체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후속 선택성 반응(들) 및/또는 검정, 일명 선별을 위해 표적을 농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비선별된 표적은 (4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택적으로 증대되어 표적-관련 분자의 총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증대는 예를 들어 하기 항목 II 내지 V에 기술된 임의의 시약, 방법 및/또는 장치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

후 증대된 표적은 예를 들어 하기 항목 II 내지 V에 기술된 임의의 검정 절차를 사용하여 (4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검

정될 수 있다. 특히, 증대된 표적은 배치된 수용체 또는 수용체 어레이를 예를 들어 미세유체 카트리지의 검정 챔버내

에서 증대된 표적과 접촉시킴으로써 선택적으로 검정될 수 있다(도 11 내지 17 참조). 이후 증대된 표적의 수용체 또

는 수용체 어레이에의 결합이 측정될 수 있다.

도 2는 핵산 표적의 예비선별 방법(42)에 대한 흐름도를 도시한다. 방법(42)은 도 1의 방법(40)에 한 단계로서 포함

된다.

핵산 표적을 포함하는 핵산의 혼합물은 (4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미세유체 챔버에 도입될 수 있다. 혼합물은 항목 II에

기술된 바와 같이 미세유체 장치내에서 샘플을 예비-처리하여 핵산을 분리함에 의해 제조되거나, 또는 장치 외부에서

예를 들어 자동화 또는 수동 샘플 조작에 의해 예비-처리될 수 있다. 적합한 샘플 은 하기 항목 IV에 기술된 임의의 

샘플을 포함할 수 있다. 혼합물은 대량 유체 유동, 예컨대 기계적 구동 유동에 의해 도입될 수 있다. 다르게는, 혼합물

은 항목 III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유체 및/또는 핵산의 전자동력학적 운동에 의해, 또는 임의의 다른 적당한 펌핑 기작에

의해 도입될 수 있다.

다음으로, 혼합물은 (5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기적으로 전극으로 끌어당겨질 수 있다. 전극은 기판상에 형성된 전

자기기중에 포함될 수 있고, 단일 또는 다수의 전극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적으로 커플링된 제어 장치(항목 II의 도

7 참조)에 의한 전자기기의 제어는 각 전극이 전기적으로 바이어스되거나 바이어스되지 않게 한다. 양(陽)으로 바이

어스되는 경우, 전극은 전극으로부터 확장되는 전기장중에서 음으로 대전된 핵산을 끌어당기고, 이로써 전극 근처의 

혼합물( 및 표적)을 전기적으로 농축한다.

이후 표적을 (5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극 근처에 배치된 수용체에 결합시킴으로써 보유시킬 수 있다. 본원에서, 보

유된 표적은 비표적 핵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유되며, 즉,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제자리에 유지된다. 수

용체에 결합하는 표적의 속도 및/또는 효율은 표적의 농도와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혼합물을 전극으로 끌어당기는 

단계는 표적 결합의 속도 및/또는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다.

수용체는 전극 근처에 배치되고 전극에 연결될 수 있다. 임의의 적당한 연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전극에 

부착 또는 커플링된 겔과 같은 층중에 수용체를 포함함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 다르게는, 또는 부가적으로, 수용체는 

전극에 화학적으로 결합되거나 수용체에 부착된 비오틴 및 전극에 부착된 아비딘(또는 상기와 반대로)과 같은 특정한

결합 쌍 관계를 통해 부착될 수 있다. 수용체를 전극에 연결하는데 적합할 수 있는 다른 특정한 결합 쌍이 하기 표 1 

또는 항목 V에 열거된다. 더욱 일반적으로, 수용체와 전극 사이의 연결은 예비선별 동안 수용체를 전극에 근접하게 

유지시키는 임의의 연결 관계를 지시한다.

수용체는 비표적 핵산에 비해 표적과 특정하게(또는 선택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임의의 물질일 수 있다. 예시적인 수

용체는 핵산, 즉 천연 또는 합성 올리고누클레오티드, 폴리누클레오티드, 또는 그의 구조적 관계물, 예컨대 펩티드 핵

산을 포함한다. 상기 핵산은 표적과의 특정한 염기-쌍으로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수용체는 부분적 또는 완전 단일-

스트랜드 핵산일 수 있으며 적어도 실질적으로 표적에 상보적일 수 있다. 수용체는 선택성 또는 특정 결합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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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길이, 예를 들어 약 6, 10, 15, 또는 20 누클레오티드 이상의 길이를 가질 수 있다. 수용체는 보유 단계가 수행되

는 조건하에서 선택성 결합을 생성하기에 적합한 임의의 GC 함량, 길이, 및 화학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수용체는 전극

근처에 배치되고/되거나 전극에 연결된 단일 화학종 또는 화학종의 혼합물일 수 있다. 혼합물은 예를 들어 다형성인 

하나 이상의 표적, 예컨대 누클레오티드 다형성, 특히 단일-누클레오티드 다형성을 포함하는 표적을 보유하기 위한 

관련 혼합물, 예컨대 하나 이상의 위치에서 변질되는 핵산일 수 있다. 다르게는, 또는 부가적으로, 혼합물은 이격 및/

또는 미연결된 표적 서열에 결합하는 수용체 화학종의 비관련 혼합물일 수 있다. 수용체의 다른 측면은 하기 항목 II 

및 V에 기술된다.

수용체에 대해 적절한 구조를 선택하는 것 이외에, 결합의 선택성(또는 엄중성)은 또한 표적 보유가 일어나는 조건을 

개질함으로써 조정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적당한 온도, 이온 강도, 용매 조성, 및/또는 전기장 강도를 포함하는 임의

의 적당한 조건이 선택될 수 있다. 온도는 전체 미세유체 장치의 주위 온도 제어에 의해, 또는 국소 온도 제어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상기 국소 제어는 전자 온도 제어 장치, 예컨대 박막 히터 및 온도 센서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온 

강도는 예를 들어 핵산 혼합물의 형성 동안 및/또는 이온의 전자동력학적 운동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유사하게, 용매

조성, 예컨대 유기 용매(예: 포름아미드)의 농도는 혼합물의 형성 동안 및/또는 물 또는 유기 용매를 사용한 후속적 희

석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1) 핵산 듀플렉스가 단일 스트랜드로 분리되는 온도, 2) 듀플렉스 길이, 3) GC 함량, 4) 이

온 강도, 및 5) 포름아미드 농도 사이의 상호관계는 당해 분야의 숙련자에게 공지되어 있고/있거나 실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전자적 엄중성이 또한 예를 들어 전극(들)에 인가된 전압 및/또는 전류를 제어함에 의해 수용체-표적 결합( 

및 분리)를 조절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표적 보유 이후에, 혼합물을 (5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미보유된 핵산을 제거함에 의해 표적으로 부화시킬 수 있다. 표

적이 수용체에 의해 선택적으로 보유되므로, 비표적 핵산은 불균형적으로 결합되지 않고 따라서 보유되지 않는다. 즉,

제자리에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핵산 혼합물에 비선택적으로 적용된 힘은 비표적 핵산을 선택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힘은 예를 들어 항목 II에 기술된 미세유체 카트리지의 유체-취급 부분을 사용하여 핵산 혼합물을 함유하는 유

체를 이 동시키는 기계적인 것일 수 있다. 다르게는, 또는 부가적으로, 힘은 전기적으로 구동된 유체 및/또는 핵산 운

동이거나, 핵산 및/또는 유체를 운동시키는 임의의 다른 적당한 힘일 수 있다. 부화 단계는 또한 예를 들어 약하게 결

합되고/되거나 비특정적으로 결합된 비표적 핵산을 제거하기 위해 표적을 세척 용액으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

다.

이후 예비선별된 표적을 (5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용체에의 결합으로부터 방출시킬 수 있다. 방출은 표적 및 수용

체의 분리를 촉진시키는 임의의 처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적합한 처리는 예를 들어 전자적 온도-제어 장치를 사용

한 챔버 내에서의 유체의 가열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르게는, 또는 부가적으로, 상기 처리는 이온 강도, 용매 조성, 및/

또는 전기장 강도(전자적 엄중성) 변화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방출된 표적은 도 1에 도시되고 하기 항목 II에 기술된 바와 같이 선택적으로 증대되고 검정될 수 있다. 선택성 증대는

표적에 선택적인 핵산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몇몇 실시양태에서, 하나 이상의 프라이머가 예비선별에

사용된 수용체(들)에 상응할 수 있지만, 증대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각각은 예비선별에 사용된 수용체(들)와는 구별된

다. 상기 별개의 프라이머는 수용체에 대한 우연한 상보성에 의해 예비선별된 표적을 비표적 서열에 비해 선택적으로

증대시키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몇몇 실시양태에서, 표적의 선택적 검정은 수용체 및 수용체-표적 결합 조건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증대된 표적 검정에 사용되는 수용체(들)는 예비선별에 사용된 수용체와 동일하거나, 관

계되거나, 별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비선별 수용체와 거의 또는 전혀 서열 겹침이 없는 검정 수용체를 사용함으로

써 더 큰 선택성을 얻을 수 있다. 일부 경우에, 예비선별 수용체는 검정 수용체보다 덜 선택성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

비선별 수용체는 더 변질되고(degenerate), 길이가 더 짧고/짧거나, 또는 검정 수용체보다 덜 엄중한 결합 조건하에 

표적과 접촉할 수 있다.

도 3 내지 6은 도 2의 방법(42)을 사용한 미세유체 장치(62) 내에서의 예비선별의 상이한 단계 동안의 핵산 혼합물(6

0)을 다소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3은 장치(62)의 예비선별 챔버(64)에 도입되는 핵산 혼합물(60)을 도시한다. 챔버(64)는 임의의 적당한 유체 구획

일 수 있다. 여기서, 챔버(64)는 기판(68)상에 형성된 전자기기(66)에 의해 부분적으로 한정되는 미세유체 챔버이다. 

전자기기는 챔버(64)내의 유체 및/또는 핵산의 특성을 감지 및/또는 개질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기판은 그중에서도 

반도체 또는 절연체일 수 있다. 챔버는 또한 기판(68) 및/또는 전자기기(66)에 부착된 유체 장벽(70)에 의해 부분적으

로 한정될 수 있다. 기판, 전자기기, 유체 장벽, 및 유체 챔버의 추가의 측면은 하기 항목 II 및 III에 기술된다.

혼합물(60)은 하나 이상의 분자의 핵산 표적(72) 및 비표적 핵산(74)을 포함한다. 비표적(74)은 표적(72)보다 실질적

으로 과량이거나, 또는 적어도 약 1000배 이상 더 풍부할 수 있다. 혼합물(60)은 (7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계적 구

동 유동에 의해 장치(62)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수취될 수 있다. 혼합물(60)은 전자기기(66)의 전극(또는 전극들)(80)

에 연결된 상보적 단일-스트랜드 수용체(78) 에 결합될 수 있도록 단일-스트랜드일 수 있다. 다수의 전극일 경우, 각 

전극은 별개의 수용체 또는 동일한 수용체(또는 수용체의 동일 혼합물)에 연결될 수 있다. 혼합물(60)은 혼합물의 처

리 동안 및 임의의 적당한 듀플렉스-변성 기작에 의해 임의의 시간에 단일-스트랜드화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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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혼합물(60)은 전자기기(66)의 박막 층(82)에 포함된 전자 장치를 사용하여 챔버(64)내에서 열적으로 또는 전자

적으로 변성된다. 다르게는, 혼합물(60)은 장치(62)의 임의의 다른 적당한 부분 또는 장치(62) 외부에서 화학적, 열적

, 및/또는 전기적으로 변성될 수 있다.

도 4는 전극(80)으로 끌어당겨지는 핵산 혼합물(60)을 도시한다. 전극(80)은 (8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양으로 바이어

스될 수 있고, 상기 전극은 전극(80)에 근접하고 따라서 연결된 수용체(들)(78) 근처의 혼합물(60)을 농축하는 전기장

을 생성한다.

도 4는 또한 수용체(78)에 결함함으로써 선택적으로 보유된 표적(72)을 도시한다. 여기서, 수용체(78)는 표적(72)과 

선택적으로 염기-쌍을 이루는 단일-스트랜드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이다. 따라서, 수용체(78)와 표적(72)은 핵산 듀플

렉스(86)를 형성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수용체(78)는 예를 들어 수용체(78)가 화학 합성에 의해 제조되는 경우 표적

(72)보다 실질적으로 짧을 수 있다.

도 5는 미보유된 비표적 핵산(74)의 제거에 의해 표적(72)으로 부화된 혼합물(60)을 도시한다. 제거는 (7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계적 유체 유동에 의해 수행되거나, 또는 유체 및/또는 대전된 분자의 운동을 위한 임의의 다른 적당한 

기작 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도 6은 수용체(78)로부터의 방출 이후의 예비선별된 표적(72)을 도시한다. 방출은 임의의 적당한 온도-, 화학-, 및/

또는 전기-기반 기작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예비선별은 표적(72)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비표적(74)으로부터 정제한

다.

정제된 표적은 예비선별 챔버(64) 또는 장치(62)내 다른 곳에서 증대 및 검정을 포함하여 추가로 처리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정제된 표적은 증대를 위해 다른 챔버로 이동된 후 검정을 위해 예비선별 챔버(64)로 뒤로 이동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체(78)가 표적의 예비선별 및 검정 둘 다를 위해 사용되거나, 또는 챔버(64)내의 동일 또는 별도 부위에

서 별개의 수용체가 검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정제된 표적은 예비선별 챔버(64)에서 증대되고

챔버(64) 또는 별개의 챔버에서 검정될 수 있다.

항목 II에서 더욱 충분히 기술되지만, 혼합물(60)은 예비선별 챔버(64)의 부피보다 상당히 더 큰 부피를 가져, 방법(4

2)의 일부가 순환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방법(42)의 단계 48 내지 54는 챔버(64)에 의해 담긴 혼합물(6

0)의 연속된 부피상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단계 48 내지 54는 예비선별 챔버(64)를 통한 혼합물(72)의 유

동과 공동으로 수행될 수 있다.

II. 집적 카트리지를 사용한 미세유동 분석

핵산의 미세유체 분석을 위한 방법 및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상기 시스템은 입력 포트(들)에서 샘플(들

)을 수취하고, 샘플을 예비-처리하여 핵산을 분리하고, 분리된 핵산을 관심 있는 하나 이상의 핵산(핵산 화학종)에 대

해 검정하도록 배열된 카트리지를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은 항목 I에 기술된 바와 같이 표적을 예비선별, 증대, 및 검

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카트리지의 작동은 전기적으로, 및 선택적으로 기계적으로, 광학적으로, 및/또는 음향적으

로 카트리지와 인터페이스화되는 제어 장치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카트리지는 분리된 부분 또는 장치: 즉 거시적 또

는 더 큰 부피의 유체를 조작하기 위한 유체-취급 부분 및 미시적 또는 더 적은 부피의 유체를 조작하기 위한 유체적

으로 연결된 전자적 검정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두 부분은 별개의 기능을 수행한다. 유체-취급 부분은 샘플 및 

시약의 보유, 전달, 루팅(routing), 및/또는 수취하는 저장기를 갖고, 또한 샘플로부터 핵산 또는 다른 관심 있는 분석

물을 단리하는 예비-처리 부위를 포함한다. 유체-취급 부분은 시약 및 단리된 핵산(또는 분석물)을 전자적 검정 부분

으로 전달하며, 여기서 핵산의 추가적 처리 및 검정이 전자적으로 완료될 수 있다.

유체-취급 부분 또는 장치는 거시적 세계( 및 따라서 사용자)와 카트리지 사이의 다양한 인터페이스 특징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체-취급 부분은 샘플 수취를 위한 유체 인터페이스 또는 입력 포트, 및 제어 장치로의 전기적 

커플링을 위한 전기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유체-취급 부분은 또한 예를 들어 밸브, 펌프, 적용 압력 등을 기계적

으로 제어하기 위한 제어 장치와의 기계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르게는, 또는 부가적으로, 유체-취급 부분

은 미세유체 장치가 제어 장치로의 설치 및 제거를 위해 쉽게 파악되고 취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기계적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유체-취급 부분의 외부 영역을 형성하는 하우징이 제공될 수 있다.

유체-취급 부분은 시간적으로 및 공간적으로 조절되는 형식으로 유체-취급 부분 및 검정 부분의 선택된 구역을 통해

유체, 시약, 및/또는 샘플을 저장하고 지향성으로 이동시키도록 배열된다. 따라서, 유체-취급 부분은 샘플을 예비-처

리 및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유체를 보유하기 위한 시약 챔버, 한 부분 또는 두 부분 모두로부터 폐기 유체 및 부산물을

수취하기 위한 폐기 챔버, 및 샘플 입력 부위를 시약 및 폐기 챔버와 유체적으로 상호연결하는 중간 챔버/통로를 포함

할 수 있다. 중간 챔버는 핵산을 샘플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샘플을 예비-처리하기 위한 부위(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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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취급 부분은 유체 조작의 1차 rde를 갖는다. 유체-취급 부분은 기계적으로 구동된 유체 유동에 의해 시약 및 샘

플을 유체-취급 및 검정 부분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부분은 전자적 검정 부분보다 더 큰 유체 용량을 

갖는다. 따라서, 유체-취급 부분은 임의의 필요한 분지형 및/또는 복잡 유체-네트워크 구조를 제공하는 공정 및 물질

을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체-취급 부분은 주입 몰딩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플라스틱으

로부터 실질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유체-취급 부분의 유체 네트워크는 임의의 적당한 3차원 배열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편평한 표면을 따라 유체 네트워크를 한정하려는 요구에 의해 속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체-취

급 부분은 유체 네트워크 내에서 다양한 치수의 양자택일적 경로를 통해 유체의 유연한 루팅을 제공할 수 있다. 몇몇 

실시양태에서 유체-취급 부분은 공통 평면으로부터 2mm보다 더 멀리 연장되는 유체 경로를 한정할 수 있다.

칩 부분이라고도 지칭되는 검정 부분 또는 장치는 유체-취급 부분에 유체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부분에 고정적으로 

부착될 수 있다. 검정 부분은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유체공학적으로 인터페이스화되지 않을 수 있다. 즉, 검정 부분은 

유체-취급 부분으로부터 샘플 또는 시약을 직접 수취하지만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는 직접 수취하지 않는다.

검정 부분은 반도체 소자(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및 박막 소자(박막 레지스터, 전도체, 패시베이션 층 등)를 포함하

는 전자기기라고도 지칭되는 전자 회로를 포함하도록 배열된다. 상기 전자 장치는 검정 부분에서 기본 층 또는 기판 

상에 형성된다. 본원에서, 기판 '상에 형성된다'는 용어는 반도체 소자 및 박막 소자가 기판 상 및/또는 내에 생성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적합한 기판은 전형적으로 편평하고 반도체(예컨대 규소 또는 갈륨 비화물) 또는 절연체(예컨대 유

리, 세라믹, 또는 알루미나)를 포함할 수 있다. 반도체 기판의 경우, 반도체 소자는 기판상에 직접적으로, 즉 기판의 표

면에 및/또는 표면 아래에 생성될 수 있다. 절연성 기판의 경우, 예를 들어 평판 기기에 대해 사용되는 바와 같이 기판

상에 반전도성 층이 코팅될 수 있다.

기판은 검정 부분에서 조직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기판은 기판 및 전자 회로와 접합된 하나 이상의 유체 구획을

한정할 수 있는 유체 장벽에 부착될 수 있다. 기판이 전형적으로 평면형 또는 편평한 표면을 가지므로, 상기 유체 구

획, 및 기판 및 관련 전자 회로에 의해 부분적으로 한정되는 다른 유체 구획은 평면형 기판 기하구조에 의해 한정될 수

있는 공간적 배열을 갖는다. 전자 회로, 또는 그의 하나 이상의 박막 부분이 기판의 표면에 배치되고, 유체 구획에 관

련하여 작동가능하게 위치하여 유체 구획내에서 핵산을 처리하는 전자 장치를 제공한다. 반면, 기판의 반대쪽 표면은

유체-취급 부분과 인접할 수 있다.

검정 부분은 유체-취급부보다 실질적으로 적은 유체 용량을 갖는다. 검정 부분에 형성된 처리 챔버는 적합한 기판의 

기하구조로 한정될 수 있다. 따라서, 검정 부분내의 챔버의 치수중 적어도 일부는 유체-취급 부분내의 유체 챔버의 치

수보다 실질적으로 작고, 약 50㎕ 미만, 바람직하게는 10㎕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1㎕ 미만의 부피를 갖는다. 따라

서, 작동가능하게 커플링된 전자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검정 부분의 처리 챔버는 상기 챔버의 정적 유체 용량의 여러 

배의 유체 부피의 샘플을 처리하는데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정 부분은 유체-취급 부분으로부터의 

유체중에 수취된 핵산을, 상기 핵산은 보유하는 반면 유체의 대부분은 유체-취급 부분으로 되돌아가도록 함으로써 

농축할 수 있다. 따라서, 카트리지의 별개의 부분들은 별개의 유체 조작 및 샘플 처리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협동되어

야 한다. 따라서, 후술되는 카트리지 및 방법의 측면이 항목 IV에 기술된 임의의 샘플상에서 및/또는 항목 V에 기술된

임의의 검정방법을 사용하여 사용될 수 있다.

도 7 내지 9는 샘플, 특히 핵산을 함유하는 샘플의 처리 및 분석을 위한 미세유체 시스템(110)의 실시양태를 도시한

다. 도 7 및 8은 각각 시스템의 등치수도 및 단면도를 도시한다. 도 9는 시스템의 선택된 측면을 예시하는 시스템(110

)의 모식도이다. 시스템(110)은 제어 장치(112) 및 상기 제어 장치(112)에 전기적으로 커플링되도록 배열된 집적 카

트리지(114)를 포함한다. 도 7 및 8에서, 카트리지(114)는 제어 장치에 의해 접수되고 따라서 그 안에 설치되도록 정

렬되고 배치되는 것으로 도시된다. 본원에서, '카트리지'란 용어는 더 큰 제어 장치 내에 설치되도록 설계된 작은 모듈

식 단위를 기술한다. 본원에서, '내에 설치되는'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카트리지를 제어 장치 내에 적어도 부분적으

로 삽입함으로써 카트리지가 제어 장치와 적절하게 짝지어졌음을 지시한다. 따라서, 제어 장치(112)는 예를 들어 카

트리지(114)상의 전기 접촉 패드(118)와 요부(116)에 위치한 상응하는 접촉 구조물(120) 사이의 접촉을 통해 형성된

전기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커플링됨으로써 카트리지(114)를 짝지어지게 접수하는 요부(116)를 포함한다(도 8 참조).

다르게는, 제어 장치(112)는 임의의 다른 적당한 구조물을 사용하여 전도적, 전기용량적, 및/또는 유도적으로 카트리

지(114)와 전기적으로 인터페이스화될 수 있다. 제어 장치(112)는 임의의 적당한 크기를 가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손으로 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작거나, 벤치상 또는 바닥상에서 사용하기 위해 더 클 수 있다.

제어 장치(112)는 카트리지(114)의 처리를 제어하기 위해 제어 신호를 카트리지(114)로 발신하고 수신하도록 배열

된다. 몇몇 실시양태에서, 카트리지(114)는 검출 전자기기를 포함한다. 상기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제어 장치는 제어 

장치(112)에 의해 사용되는 신호를 카트리지(114)로부터 수신하여 검출 결과를 결정한다. 제어 장치는 카트리지내의

전자 장치와의 전기적 연결을 통해 및/또는 카 트리지와 인터페이스화되는 센서를 통해, 카트리지 내의 조건(예컨대 

온도, 유량, 압력 등)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다. 다르게는, 또는 부가적으로, 제어 장치(112)는 카트리지상의 정보 

저장 장치(하기 참조)로부터 정보를 읽어 카트리지에 대한 정보, 예컨대 카트리지에 함유된 시약, 카트리지에 의해 수

행되는 검정, 및/또는 허용가능한 샘플 부피 또는 유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어 장치(112)는 일반적으로 그

중에서도 전력/접지 라인, 데이터 입력 라인, 화염 펄스 라인, 데이터 출력 라인, 및/또는 클록 라인을 포함하는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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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III에 기술되는 입력 및 출력 라인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한다.

제어 장치(112)는 검정 데이터의 최종 처리에 참여하거나, 또는 검정 데이터를 다른 장치에 전달할 수 있다. 제어 장

치(112)는 결과, 예컨대 다중 데이터 점들(예를 들어, 시험 핵산의 수용체 어레이(하기 참조)에의 결합으로부터)의 분

석, 및/또는 데이터의 수학적 및/또는 통계적 분석을 번역할 수 있다. 다르게는, 또는 부가적으로, 제어 장치(112)는 

검정 데이터를 다른 장치, 예컨대 중앙화된 본체에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제어 장치(112)는 전달 이전에 검정 데이

터를 코드화할 수 있다.

제어 장치(112)는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 제어기(122)를 포함한다(도 9 참조). 제어기는 일반적으로 (124), (126), (

128)에서 양쪽 화살표로 도시된 제어 장치(112) 및 카트리지(114)에 의해 수행되는 전기, 기계 및/또는 광학적 활동

을 조정하기 위해 전기 신호를 발신 및 수신한다.

제어 장치(112)는 사용자 인터페이스(130)를 통해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으 며, 도 9에 (126)으로 도시된다. 상기 사

용자 인터페이스는 키패드(132)(도 7 참조), 스크린(134), 키보드, 터치패드 및/또는 마우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사

용자 인터페이스는 전형적으로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 및/또는 출력할 수 있게 한다. 입력된 데이터는 예를 들어 샘

플 처리 시작의 신호, 샘플 처리의 정지, 및/또는 다양한 처리 파라미터(예컨대 시간, 온도, 수행될 검정 등)를 위한 값

의 입력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출력된 데이터, 예컨대 처리의 단, 카트리지 파라미터, 측정된 결과 등은 그중에서

도 스크린(134)상에 표시되고/되거나, 인쇄 장치(도시되지 않음)로 전송되고/되거나, 내장 메모리로 저장되고/되거나,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다른 디지털 장치로 전송될 수 있다.

제어 장치(112)는 또한 카트리지(114)와의 하나 이상의 광학적, 기계적 및/또는 유체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도 8 및 9 참조). 광학적 인터페이스(136)는 카트리지(114)로 광을 전송하고/하거나 카트리지로부터 광을 수신할 수 

있다. 광학적 인터페이스(136)는 카트리지가 제어 장치(112)와 짝지어질 때 카트리지(114)의 광학적으로 투명한 영

역(138)과 함께 정렬될 수 있다(도 8 및 하기 논의 참조). 따라서, 광학적 인터페이스(136)는 카트리지로부터 광학 정

보를 수취하는 하나 이상의 이미터 및 검출기를 갖는 검출 기작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상기 광학 정보는 카트리지 내

의 처리에 의해 생성된 검정 결과와 관련될 수 있다. 다르게는, 또는 부가적으로, 광학적 인터페이스(136)는 샘플 처

리의 측면, 예를 들어 광-촉매 화학 반응, 샘플 붕괴, 샘플 가열 등을 위한 광원의 제공에 관계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도, 광학적 인터페이스(136)의 작동은 제어기(122)에 의해 지향 될 수 있고, 도 9에서 (1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

기(122)에 의해 수취된 상응하는 측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따라서 광학적 인터페이스(136)로부터의 측정이 전자적으

로 처리되고 저장될 수 있다. 제어 장치(112)는 예를 들어 카트리지상에 압력을 제공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하나 이상

의 전자적으로 제어되는 기계적 인터페이스(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할 수 있다. 제어 장치(112)의 예시적인 기계적 인

터페이스는 그중에서도 하나 이상의 밸브 작동기, 밸브 작동기를 제어하는 밸브 조절기, 주사 펌프, 초음파기, 및/또는

공기 압력원을 포함할 수 있다. 몇몇 실시양태에서, 제어 장치는 제어 장치를 카트리지에 유체적으로 연결하는 하나 

이상의 유체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어 장치는 유체를 저장하고 상기 유체를 카트리지로 전달하

는 유체 저장기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도시된 제어 장치(112)는 카트리지(114)에 유체적으로 커플링되도

록 배열되지 않는다. 대신, 본 실시양태에서, 카트리지(114)는 작동 동안 폐쇄 또는 단리된 유체 시스템, 즉 샘플이 수

취된 후에 실질적으로 유체가 네트워크로 첨가되거나 그로부터 제거되지 않는 유체 네트워크이다. 미세유체 시스템

에서 광학 검출, 및 기계적 및 유체 인터페이스의 추가의 측면은 하기 항목 III에 기술된다.

카트리지(114)는 적절하게 배열되고 치수화될 수 있다. 몇몇 실시양태에서, 카트리지(114)는 일회용이고, 즉 한 샘플

또는 한 세트의 샘플(일반적으로 병렬로)을 분석하는데 1회 사용하도록 의도된다. 카트리지(114)는 수행될 검정, 조

작될 유체 부피, 카트리지의 비유체 부피 등에 의해 지배되는 크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카트리지(114)는 전형적

으로 한손으로 쉽게 쥐고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충 분히 작다(또는 그보다 더 작음).

카트리지(114)는 전형적으로 둘 이상의 구조적 및 기능적 별도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유체-취급 부분(142) 및 검정(

또는 칩) 부분(144). 유체-취급 부분은 예를 들어 밸브 및 펌프를 작동시키는 제어 장치와 함께 외부 기계적 인터페이

스를 형성하는 하우징(145)을 포함할 수 있다. 하우징은 내부 유체 구획의 구조를 한정할 수 있다. 하우징(145)은 또

한 카트리지의 외부 구조를 실질적으로 한정할 수 있고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취급될 손잡이 표면을 제공할 수 있다. 

검정 부분(144)은 예를 들어 유체-취급 부분(132)의 외부 또는 내부 표면상에서 유체-취급 부분(142)에 고정적으로 

부착될 수 있다. 검정 부분(144)의 외부 부착은 예를 들어 결과가 광학적으로, 예컨대 광학적 인터페이스(136)를 사

용하여 측정될 경우 적합할 수 있다. 내부 및/또는 외부 부착은 결과가 전기적으로 측정될 경우, 또는 유체-취급 부분

(142)이 광학적으로 투명할 경우 적합할 수 있다. 검정 부분(144)은 또한 전형적으로 하기와 같이 유체-취급 부분(14

2)에 유체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두 부분 사이의 유체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유체-취급 부분(142)은 유체를 카트리지 외부로부터 수취하고, 유체를 저장하고, 유체를 예를 들어 기계적으

로 구동된 유체 유동에 의해 유체-취급 부분(142) 및 검정 부분(144) 둘 다에서 유체 구획으로 전달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따라서, 유체-취급 부분은 검정 부분(144)의 상응하는 유체 네트워크(또는 유체 공간)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유

체 용량(부피)를 갖는 유체 네트워크(146)를 한정할 수 있다. 각 유체 네트워크는 하나의 유체 구획을 갖거나, 더욱 전

형적으로는 유 체적으로 연결된 유체 구획을 가질 수 있고, 일반적으로 챔버는 유체 도관에 의해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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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취급 부분(142)은 샘플 입력 부위 또는 포트(150)를 포함한다. 샘플 입력 부위(150)는 일반적으로 외부적으로 

접근가능하지만 샘플이 상기 부위로 도입된 후에 밀봉될 수 있다. 카트리지(114)는 하나의 샘플 입력 부위(150)를 포

함하는 것으로 도시되지만, 임의의 적당한 수의 샘플 입력 부위가 유체-취급 부분(142)에 포함될 수 있다.

유체-취급 부분(142)은 또한 지지 시약을 담는 하나 이상의 시약 저장기(또는 유체 저장 챔버)(152)를 포함한다(도 9

참조). 시약 저장기(152)는 각각 외부적으로 접근가능하여, 유체-취급 부분이 제조된 후에 시약이 적재될 수 있도록 

한다. 다르게는, 시약 저장기(152)중 일부 또는 전부가 제조 동안 시약으로 적재될 수 있다. 지지 시약은 일반적으로 

샘플 처리, 분석, 및/또는 일반적 카트리지(114) 작동에 관계된 임의의 유체 용액 또는 혼합물을 포함한다.

유체-취급 부분(142)은 또한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챔버, 예컨대 예비-처리 챔버(들)(154) 및/또는 폐기 챔버(들)(15

6)를 포함할 수 있다. 예비-처리 챔버(들)(154) 및 폐기 챔버(들)(156)는 예를 들어 샘플 입력 부위(150) 및/또는 시

약 저장기(152)를 통해 오직 내부적으로 접근가능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이 사용자에게 외부적으로 접근가능할 수 있

다. 예비-처리 챔버(들)는 일반적으로 유체 유동과 협력하여 샘플의 조성을 개질하도록 배열된 유체 통로(passage)

이다. 예를 들어, 상기 통로는 입력된 샘플로부터 분석물(예컨대 핵산)을 분리할 수 있고, 즉, 하기와 같이 폐기 물질 

또는 샘플의 폐기 부분으로부터 적어도 부분적으로 분석물을 분리한다. 유체-취급 부분의 추가의 측면은 하기 항목 II

I에 기술된다.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유체-취급 부분(142) 및 카트리지(114)의 사실상 모든 유체 구획은 샘플 입력(150)을 제외

하고는 소비자의 접근에 대해 밀봉된다. 상기 밀봉은 시약의 잠재적인 오염을 피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및/또는 유체

-취급 부분(142)으로부터의 유체의 손실을 피하도록 작동될 수 있다. 시약 및/또는 예비-처리 및/또는 추가의 처리로

생성된 처리 부산물중 일부는 시약 또는 부산물이 누출되고/되거나 사용자와 접촉할 경우 유독성이거나 사용자에게 

유해할 수 있다. 게다가, 시약중 일부는 매우 비쌀 수 있고 따라서 카트리지(114)에 최소한으로 공급된다. 따라서, 카

트리지(114)의 바람직한 실행양태는 샘플 입력(150)만을 위한 유체 인터페이스(들), 전기적 인터페이스(118), 및 임

의적인 기계적, 광학적 및/또는 음향적 인터페이스를 갖는 일체형 밀봉 일회용 카트리지이다.

검정 부분(144)은 유체-취급 부분(142)에서의 핵산 분리 이후에 유체 네트워크(148)에서의 핵산의 추가의 처리를 

위해 배열된다. 따라서, 검정 부분(144)은 유체-취급 부분(142)으로부터 수취된 핵산의 제어된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박막 전자 소자를 포함할 수 있는 전자기기 또는 전자 회로(158)에 의존한다. 대조적으로, 검정 부분(144)의 대량 유

체 유동은 유체-취급 부분(142)으로부터 검정 부분(144)을 통과하고 다시 상기 부분(142)으로 돌아가는 기계적으로 

구동된 유체 유동에 의해 중개될 수 있다.

검정 부분의 전자 회로(158)는 유체 및/또는 분석물 특성을 개질 및/또는 감 지하기 위한 박막 전자 소자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박막 소자의 예시적인 역할은 단리된 핵산의 농축 및/또는 예비선별, 핵산의 다른 반응 챔버 및/또는 검정 

부위로의 이동, 및/또는 반응 조건 제어(예를 들어 증대, 수용체로의 혼성화, 이중-스트랜드 핵산의 변성 등의 동안) 

등을 포함할 수 있다(또한 항목 III 참조). 박막 소자는 유체 네트워크(148)의 임의의 영역에 작동가능하게 커플링될 

수 있다. 작동가능하게 커플링된다는 것은 유체와의 예를 들어 전극과의 직접 접촉, 또는 하나 이상의 절연 박막 층에

의해 유체로부터 이격된 것을 포함할 수 있다(하기 참조). 두 경우에서, 작동가능하게 배치된 소자는 기판의 표면 근

처에 배치될 수 있다(하기 참조). 전자 회로, 박막 층, 및 기판의 추가의 측면은 하기 본 항목 및 항목 III에 기술된다.

검정 부분(144)의 전자 회로(158)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제어 장치(112)에 전기적으로 커플링됨에 의해 제어된다. 

예를 들어,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128)에 도시된 제어기(122)는 접촉 구조물(120)을 경유하여, 카트리지(114)의

유체-취급 부분(142)상에 배치된 접촉 패드(118)와 커플링될 수 있다. 차례로, 접촉 패드(118)는 (160)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전자 회로(158)와 전기적으로 커플링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추가의 집적 회로, 또는 인터페이스 회로가 

회로(158) 중간의 접촉 패드(118)에 전기적으로 커플링됨으로써 예를 들어 회로(158)가 더 큰 복잡성을 갖고/갖거나

카트리지(114)상의 별개의 접촉 패드(또는 부위)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접촉 패드는 단독으로 또는 인터

페이스 회로와 조합되어, 카트리지가 제어 장치에 설치될 때 전자기기를 제어기에 전기적으로 커플링하는 상 호연결 

회로를 형성한다. 접촉 패드는 또한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유체-취급 부분(142)에서 카트리지(114)에 담지된 

전자적 정보 저장 장치(162)에 커플링될 수 있다. 정보 저장 장치는 카트리지에 관련된 정보, 예를 들어 유체 네트워

크 배열, 저장기 내용물, 검정 능력, 및/또는 검정 파라미터 등을 저장할 수 있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접촉 패드(118) 

또는 다른 전기적 커플링 구조물이 유체-취급 부분(142)에 포함되는 대신, 또는 포함됨에 부가적으로 검정 부분(114

)상에 배치될 수 있다.

검정 부분(144)은 전형적으로 유체 네트워크(148)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회로(158)의 작동에 의해 핵산 처리를 수

행하도록 배열된다. 여기서, 유체 네트워크(148)는 3개의 기능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된다: 농축기(164), 증대 

챔버(166), 및 검정 챔버(168). 하기에 더욱 상세하게 기술되는 바와 같이, 상기 기능 영역 각각은 핵산 보유 및 방출(

및 따라서 농축), 및/또는 전극의 하위세트를 향한 지향된 운동을 용이하게 하는 전극을 포함할 수 있다. 농축기(164)

및 챔버(166,168)는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구획의 직렬 어레이로서 별개의 구획/통로에 의해 한정될 수 있다. 

다르게는, 상기 기능 영역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중복되어, 예를 들어 하나의 챔버에 의해 모두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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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기(164)는 예비-처리 챔버(154)로부터 수취된 핵산을 농축하도록 배열된다. 농축기(164)의 전극은 전기적으로 

양으로 바이어스될 수 있으며, 유체가 유체-취급 부분(142)으로부터 농축기를 통과하여 다시 유체-취급 부분(142)의

폐기 챔버(156)로 돌아가도록 한다. 따라서, 농축기(164)는 다수의 분리된 부위에서 유 체-취급 부분(142)으로 유체

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도 11 내지 17 참조), 이는 농축기가 도관으로서 작용하게 한다. 도관은 농축기의 유체 용량

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유체 부피의 (두 유체-취급 부분 저장기 사이에서의) 전달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 처리 단

계는 유체를 제거하고, 그중에서도 양으로 대전되거나, 대전되지 않았거나, 약하게 음으로 대전된 물질을 제거함으로

써 핵산을 부분적으로 정제할 수 있다.

몇몇 실시양태에서, 농축기(164)는 핵산 예비선별을 수행하도록 배열된다(항목 I 참조). 상기 예비선별은 검정 부분

에서 박막 전자 소자의 제어하에 증대와 같은 추가의 처리를 수행하기에 충분히 작은 부피로 표적 핵산을 농축할 수 

있다. 따라서, 농축기(164)에서의 예비선별은 샘플을 유체-취급 부분에서의 더 큰 부피로부터 검정 부분에서의 실질

적으로 더 적은 부피로의 전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표적 핵산의 전자적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증대 챔버(166)는 검정 감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증대 반응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표적 핵산(또는 핵산들)을 농축된

핵산중으로부터 복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증대 반응은 일반적으로 표적 핵산의 분자의 총 수(또는 표적 화학종내

에 함유된 영역)를 증가시키는 임의의 반응을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전체 핵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표적 핵산을 부화

시킨다. DNA 복제, DNA로부터의 RNA 전사, 및/또는 프라이머의 주형-지향 결찰을 수행하는 효소가 증대 반응을 중

개할 수 있다. 사용된 방법 및 효소에 따라, 증대는 열 사이클링(예를 들어, 폴리머라제 쇄 반응(PCR) 또는 리가제 쇄 

반응(LCR))을 포함하거나 등온성(예를 들어, 스트랜드-치환 증대(SDA) 또는 핵산 서열-기반 증대(NASBA))일 수 

있다. 상기 방법중 임의의 것을 가지고, 챔버(166)중의 온도 제어가 회로(158)에 포함된 박막 히터와 같은 히터에 의

해 결정될 수 있다. 핵산은 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증대 동안에, 예를 들어 라벨링된 프라이머 또는 누클레오티드

를 혼입시킴에 의해 라벨링될 수 있다. 프라이머 또는 누클레오티드는 하기 항목 III에 기술되고 표 1에 열거된 바와 

같이 염료,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특정 결합 부재로 라벨링될 수 있다. 다르게는, 핵산은 격리된 처리 단계에서(예를 

들어, 종말 트랜스퍼라제, 프라이머 연장, 친화력 시약, 핵산 염료 등에 의해), 또는 샘플을 입력하기 전에 라벨링될 수

있다. 상기 격리된 라벨링은 예를 들어 증대 단계가 생략될 경우 적합할 수 있는데, 충분한 양의 표적 핵산이 입력된 

샘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검정 챔버(168)는 특정 서열, 길이, 및/또는 서열 모티프의 존재에 따라 핵산을 분리 또는 구별하는 처리 단계를 수행

할 수 있다. 몇몇 실시양태에서, 검정 챔버는 핵산을 위한 하나 또는 다수의 특정 수용체를 포함한다. 수용체는 표적 

핵산에 특정하게 결합하는 임의의 약품을 포함할 수 있다. 예시적인 수용체는 단일-스트랜드 핵산, 펩티드 핵산, 항체

, 화학적 복합물, 중합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수용체는 어레이 내에 배치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한정된 위치에 고정

됨으로써, 표적 핵산이 수용체중 하나에 결합되면 검정 챔버내의 한정된 위치(들)에서 검출가능한 신호가 생성된다. 

따라서, 증대가 사용될 경우, 증대된 핵산(표적)을 각각의 수용체와 접촉시켜 결합을 시험한다. 수용체 어레이는 추가

로 후술되는 바와 같이 어레이의 수용체 위에서 표적을 전기적으로 농축하는 전극에 근접하게 배치될 수 있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검정 챔버는 예를 들어 전기영동 및/또는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크기에 따라 표적 핵산을 분리할

수 있다. 다르게는, 또는 부가적으로, 검정 챔버는 고정되지 않은 수용체, 예컨대 분자 표지(beacon)를 제공하고/하거

나 수용체 없는 검출을 위한 부위를 제공할 수 있다.

광학적 인터페이스(136)는 검정 부분(144)의 임의의 적당한 위치에서 샘플 처리를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학

적 인터페이스는 전술한 바와 같이 증대 챔버(166)에서 핵산의 증대를 감시하고, 검정 챔버(168)에서의 처리 이후 증

대된 핵산의 결합 및/또는 위치를 검출하기 위한 격리된 이미터-검출기 쌍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르게는, 또는 부가적

으로, 광학적 인터페이스는 칩 유체 네트워크(148)를 통과하는 유체 운동을 감시할 수 있다.

도 9는 (17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굵은 화살표로 지시되는 샘플 처리 동안 유체 네트워크(146,148)를 통과하는 유

체 운동(시약 및/또는 샘플)의 예시적인 방향을 도시한다. 일반적으로, 유체는 시약 저장기(152)로부터 샘플 입력 부

위(150) 및 예비-처리 챔버(들)(154)를 통해 폐기 챔버(들)(156) 및 검정 부분(144)으로 유동한다(하기 참조). 유체-

취급 부분(142)으로부터 검정 부분(144)으로 들어가는 유체는 폐기 챔버(들)(156)로 역으로 유동하거나 또는 검정 

부분중의 다른 유체 구획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도 10은 샘플중의 표적 핵산(들)을 분석하기 위한 카트리지(114)의 제어 장치(112)와의 작동을 위한 예시적인 방법(

180)을 예시하는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샘플을 (18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트리지(114)의 샘플 입력 부위(

150)에서 예를 들어 주입에 의해 도입(적재)할 수 있다. 다음으로, (18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카트리지를 

전도성 접촉을 위해 요부(recess)(116)와 짝지음에 의해 샘플을 갖는 카트리지를 제어 장치(114)와 전기적으로 커플

링시킬 수 있다. (186)에 지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적재 및 커플링은 역 순서로 수행될 수 있으며, 즉, 카트리지가 제어 

장치와 커플링된 후에 샘플을 카트리지에 도입시킬 수 있다. 이후 (18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트리지를 활성화시켜 

처리를 개시한다. 카트리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130)를 통한 사용자로부터의 입력, 카트리지의 제어 장치로의 커플

링, 및/또는 샘플의 도입 등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다. 활성화 후에, 샘플을 (19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비-처리한다.

예비-처리는 전형적으로 샘플을 예비-처리 챔버(154)로 이동시키고, 필요시에 추가로 후술되는 바와 같이 샘플을 처

리하여 핵산을 방출 및 단리시킨다. 단리된 핵산을 (19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기계적 구동 유동에 의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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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분(144)의 농축기(164)로 이동시키고, 농축한다. 농축된 핵산을 필요한 경우 (19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관심있

는 핵산을 표적으로 하는 프라이머의 사용을 통해 선택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19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수용체 또는 수용체 어레이를 증대된 핵산과 접촉시킴에 의해 증대된 핵산을 검정할 수 있다. 이후 검정 결

과를 (19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학적으로 및/또는 전기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도 11은 각각 카트리지(114)의 유체-취급 부분(142) 및 검정 부분(144)의 상호연결된 유체 네트워크(146,148)에 의

해 형성된 예시적인 자기-함유(self-contained) 유체 네트워크(202)를 더욱 상세하게 도시한 것이다. 챔버는 사각형,

또는 원으로 나타낸다. 챔버를 상호연결하는 채널(204)은 평행선으로 나타낸다. 도시된 바와 같이, 채널(204)은 유체

-취급 부분(142)과 검정 부분(144) 사이의 인터페이스(205)를 가로지르는 위치에서 유체-취급 부분(142)을 검정 부

분(144)과 유체적으로 연결한다. 밸브(206)는 흑색 '나비넥타이'(폐쇄 밸브) 또는 백색 나비넥타이(개방 밸브; 하기 

참조)로 나타낸다. 밸브는 전형적으로 전기적으로 활성화되며, 따라서 제어 장치(112)에 전기적으로 커플링될 수 있

다(도시되지 않음). 다르게는, 또는 부가적으로, 밸브는 제어 장치(112)상의 전기적으로 활성화된 밸브 작동기/조절기

에 의해 기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예시적인 밸브는 솔레노이드 밸브 및 단일 사용 밸브를 포함한다. 기체-선택성 

배출구(208)는 종결된 채널상의 얇은 사각형으로 나타낸다(예를 들어 검정 챔버(168)상의 배출구 참조). 적합한 밸브

및 배출구는 항목 III에 추가로 기술된다.

도 11은 샘플을 수취할 준비가 되고 활성화될 카트리지를 도시한다. 따라서, 카트리지는 유체를 나타내기 위해 점각

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시약 저장기(152)에서 시약으로 예비적재되었다. 예비적재된 시약 저장기(152)는 적당한 pH,

완충 용량, 이온 강도, 용매 조성 등의 세척 용액(210,212)을 담을 수 있다. 또한 하나 이상의 저장기(152)는 예를 들

어 혼돈방향(chaotropic)제, 고 또는 저 이온 강도의 완충액, 하나 이상의 이온성 또는 비이온성 세제, 및/또는 유기 

용매(들)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용혈(lysing) 시약(214)을 보유할 수 있다. 게다가, 하나 이상의 저장기(152)는 PCR 혼

합물(216)과 같은 증대 혼합물, 또는 하나 이상의 증대 시약을 포함하는 임의의 다른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관 심있는 핵산(들)에 선택적으로 혼성화되는 임의의 핵산(들)이 증대 시약일 수 있다.

PCR 혼합물(216)은 일반적으로 적당한 완충액, Mg +2 , 표적 핵산(들)의 선택적 증대를 위한 특정 프라이머, dNTP,

및/또는 열 안정성 폴리머라제 등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프라이머 및/또는 dNTP는 예를 들어 전술된 바와 같이 염

료 또는 비오틴을 사용하여 라벨링될 수 있다. PCR 혼합물(216)은 카트리지에 의해 이행되는 증대 방법을 기준으로 

임의의 다른 적당한 증대 혼합물로 대체될 수 있다. 또한, RNA를 분석하기 위해, PCR 혼합물은 역 전사효소를 포함

할 수 있다. 다르게는, 격리된 저장기는 일반적으로 증대 이전에 RNA를 주형으로서 사용하는 상보 DNA의 합성을 수

행하기 위한 시약을 제공할 수 있다.

시약 저장기(152)는 기계적으로 구동된 유체 유동을 바탕으로 유체를 전달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약 저

장기(152)는 각 백에 양압을 발휘하는 스프링 또는 다른 탄성 구조물을 갖는 접을 수 있는 백으로서 구성될 수 있다. 

다르게는, 시약 저장기(152)는 기체로 가압될 수 있다. 가압의 기작이 무엇이든 간에, 밸브(206)는 각 저장기로부터의

시약의 전달을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작동된다. 항목 III은 기계적으로 구동된 유체 유동을 생성하는 추가의 

예시적인 기작을 기술한다.

카트리지(114)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 챔버를 포함한다. 내부 챔버는 폐기 챔버(156), 이 경우는 A 및 

B로 표시되는 2개의 폐기 챔버를 포함한 다. 폐기 챔버(156)는 시약 저장기(152)( 및 샘플 입력(150))로부터 유체를 

수취하고 따라서 기체가 폐기 챔버로부터 방출되도록 하는 배출구(208)를 포함할 수 있다. 내부 챔버(통로)는 샘플 

챔버(218), 필터 스택(220), 및 칩 챔버(164,166,168)를 포함한다. 샘플 챔버(218) 및 필터 스택(220)은 하기에 추가

로 기술되듯이 각각 샘플을 수취하고 예비-처리하도록 배열된다. 검정 챔버(168)는 조절되는 배출구(222), 즉 배출

구(208)를 제어하는 밸브(206)에 의해 배기될 수 있다. 내부 챔버 및/또는 채널(206)중 일부 또는 전부는 예를 들어 

카트리지 제작의 일부로서 적당한 유체로 하도(prime)될 수 있다. 특히, 검정 부분(144)의 챔버/채널은 하도될 수 있

다. 따라서, 챔버 및/또는 채널중 일부는 카트리지 활성화 이전에 미하도될 수 있다.

도 12는 샘플 적재 동안 카트리지(114)의 유체 이동의 활성 영역을 도시한다. 여기서, 그리고 도 13 내지 16에서, 굵

은 점각은 활성 영역을 지시하는 반면, 얇은 점각은 카트리지의 다른 곳의 저장기의 시약 또는 폐기물을 지시한다. 샘

플, 예컨대 액체계 샘플을 샘플 입력 부위(150)에 적재하고 일반적으로 (224)에 지시된 통로를 따라 샘플 챔버(218)

에 의해 수취한다. 적재될 수 있는 샘플의 부피는 여기서 샘플 챔버(218)상의 배출구(208), 및 샘플 챔버의 용량에 의

해 한정된다. 샘플 챔버(218)가 채워지면, 배출구(208)는 역 압력을 제공하여 추가의 샘플의 도입을 한정한다. 다르

게는, 또는 부가적으로, 전기적 또는 광학적 유체 센서(도시되지 않음)가 샘플 챔버(218) 내 또는 주위에 배치되어 샘

플 용량 도달시에 신호할 수 있다. 샘플 챔버(218)로부터 하류의 밸브(226)는 샘플이 이 시간에 필터 스택(220)으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나, 또는 샘플은 예를 들어 폐기 챔버 A를 통한 배출에 의해 샘플 입력 부위(150)로부터

필터 스택으로 직접 적재될 수 있다.

샘플은 임의의 적당한 형태의, 예를 들어 항목 IV에 기술된 임의의 샘플일 수 있다. 그러나, 본원에 기술된 카트리지 

실시양태는 핵산(227)을 분석하도록 배열되므로, 샘플은 일반적으로 핵산, 즉 DNA 및/또는 RNA를 함유하거나, 핵산

을 담는 것으로 생각된다. 핵산(227)은 조직 또는 생물학적 입자에 담지될 수 있고/있거나, 그로부터의 추출물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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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고/있거나,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정제될 수 있다. 세포(228), 바이러스, 및 세포 기관은 예시적인 생물학적

입자이다. 적재된 샘플 부피는 샘플 입수가능성, 작은 부피 취급의 용이성, 샘플중의 표적 핵산의 풍부성 및/또는 카

트리지 용량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임의의 적당한 부피일 수 있다.

도 13은 샘플 예비-처리 동안 카트리지(114)의 유체 이동의 활성 영역을 도시한다. 밸브(230,232,234)를 개방함으

로써 통로(229)를 따라 용혈 시약(214)을 도입할 수 있다. 용혈 시약은 따라서 전형적으로 샘플을 그의 핵산(227)과 

함께 샘플 챔버(218)로부터 필터 스택(220)으로 운송한다. 과량의 유체는 폐기 챔버 A로 운송될 수 있다. 필터 스택

은 일반적으로 핵산 단리, 즉 하기 3가지 이상의 기능중 임의의 것 또는 전부를 통해 샘플 폐기 물질로부터 적어도 부

분적인 분리를 수행하도록 배열된다: 입자 여과, 샘플로부터의 핵산 방출, 및 방출된 핵산의 보유. 폐기 물질은 본원에

서 관심있는 핵산에 상응하지 않는 임의의 샘플-유도된 성 분, 착물, 집단 또는 미립자로서 정의된다. 예시적인 폐기 

물질은 세포 또는 바이러스 파편, 미파괴 세포 또는 바이러스 입자, 세포 멤브레인, 세포질 성분, 가용성 비-핵산 물질

, 불용성 비-핵산 물질, 및/또는 관심 없는 핵산 등을 포함한다. 폐기 물질은 또한 그를 제거함으로써 핵산이 농축되는

샘플-유도된 유체일 수 있다.

여과는 세포, 입자, 및/또는 파편 등을 기계적으로 보유하는 필터에 의해 수행되는 임의의 크기 선별 처리이다. 따라

서, 필터 스택은 붕괴 처리를 위해 샘플 입자(세포, 바이러스 등)를 국소화시킬 수 있고 또한 카트리지 유체 네트워크(

202)에서 하류 처리 및/또는 유체 유동과 간섭할 수 있는 미립자를 제거할 수 있다. 상기 제 1 기능에 적합한 필터는 

소-공극 멤브레인, 섬유 필터, 및/또는 좁아진 채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필터 스택에는 하나 이상의 필터가 포함될 

수 있다. 몇몇 실시양태에서, 필터 스택은 유체 유동의 방향을 따른 직렬내에서 감소되는 배제 한계를 갖는 일련의 필

터를 포함한다. 상기 직렬 배치는 필터가 입자로 막히게 되는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필터 스택(220)상에 보유된 샘플을 처리하여 샘플중의 미처리 및/또는 덜 허용가능한 형태로부터 핵산(227)을 방출

할 수 있다. 다르게는, 또는 부가적으로, 방출 처리는 필터 스택상의 샘플 보유 이전에 수행될 수 있다. 상기 처리는 그

중에서도 세포 표면, 핵, 및/또는 미토콘드리아 멤브레인의 온전성을 개질하고/하거나 세포억제 구조를 분해할 수 있

다. 예시적인 방출 처리는 압력(예를 들어, 음파 또는 초음파/펄스 또는 프렌치(French) 프레스와 같은 채널 좁힘에 

의해 생성된 압력 저하); 온도 이동(가열 및/또는 냉각); 전기적 처리, 예컨대 전압 펄스; 화학적 처리, 예컨대 세제, 혼

돈방향제, 유기 용매, 고 또는 저 염 등; 및/또는 유체 구획내의 돌기부(예컨대 스파이크 또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등

에서의 변화를 포함한다. 여기서, 핵산(227)은 핵산을 운송하는 세포(228)로부터 유리된 후에 도시된다.

핵산 보유는 일반적으로 필터의 하류에서 이행된다. 핵산 보유는 핵산(227)을 가역적으로 결합시키는 보유 매트릭스

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이 두 번째 기능에 적합한 보유 매트릭스는 그중에서도 비드, 입자, 및/또는 멤브레인을 포함

할 수 있다. 예시적인 보유 매트릭스는 양으로 대전된 수지(이온 교환 수지), 및/또는 활성 실리카 등을 포함할 수 있

다. 핵산(227)이 보유되면, 추가의 용혈 시약 또는 세척 용액이 보유된 핵산(227)을 지나 이동하여 미보유된 오염물

을 세척해낸다.

도 14는 필터 스택(220)으로부터의 핵산(227)의 방출 및 검정 부분(144)의 농축 챔버(164)에서의 방출된 핵산(227)

의 농축 동안 카트리지(114)의 유체 이동의 활성 영역을 도시한다. 유체는 (210)에 도시된 세척 용액 A으로부터 유체

통로(236)를 따라 샘플 챔버(218) 및 필터 스택(220)을 통과하여 별개의 폐기 챔버, 폐기 챔버 B로 유동한다. 통로(2

36)를 통한 유동을 개시하기 위해, 밸브(230,234)를 폐쇄하고, 밸브(232)를 계속 개방하고, 밸브(238,240)를 개방한

다. 세척 용액 A는 필터 스택(220)에 보유된 핵산(227)을 방출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도 7 참조). 따라서, 세척 용액 

A는 핵산(227)이 필터 스택내에서 보유 매트릭스에 의해 보유되는 기작을 기본으로 배합될 수 있다. 보유된 핵산을 

방출하기 위한 세척 용액은 유체의 pH, 이온 강도, 및/또는 유전 상수를 변경시킬 수 있다. 예시적인 세척 용액은 높

거나 낮은 pH, 높거나 낮은 이온 강도, 및/또는 유기 용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예비-처리는 샘플로부터의 첫단계 농

축 및 정제를 제공할 수 있다.

방출된 핵산(227)은 농축 챔버(164)에서 추가로 농축( 및 정제)될 수 있다. 농축 챔버(164)는 전형적으로 검정 부분(

144) 내에 형성되고, 하나, 또는 전형적으로 다수의 전극을 포함한다. 전극중 하나 이상은 방출된 핵산이 농축 챔버(1

64)에 들어가기 전 또는 들어갈 때에 전기적으로 바이어스(양으로)될 수 있다. 그 결과, 농축 챔버(164)를 통과해 유

동하는 핵산(227)이 양으로 바이어스된 전극(들)으로 끌어당겨져 보유될 수 있다. 핵산(227)을 담지하는 대량의 유체

, 및 추가의 세척 용액 A가 폐기 챔버 B로 운송될 수 있다. 따라서, 핵산(227)은 농축될 수 있고, 농축 챔버(164)에서 

보유됨에 의해 추가로 정제될 수 있다. 이렇게 핵산(227)이 농축됨으로써 검정 부분(144)이 부피가 매우 작은 유체 

구획, 예를 들어 약 1㎕ 미만의 유체 용량을 갖는 처리가 이루어지는 구획을 갖는 검정 부분(144)이 가능해질 수 있다

. 전극 구조, 수, 배치, 및 코팅의 추가의 측면이 후술된다.

몇몇 실시양태에서, 농축 챔버(164)는 예비선별 챔버, 예컨대 도 3 내지 6의 예비선별 챔버(64)로서 배열된다. 따라

서, 농축 챔버(164)는 예비-처리된 샘플을 관심 있는 표적 핵산(들)에 대해 농축 및 부화시킴으로써, 예비선별된 표적

이 후술되는 바와 같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가로 처리될 수 있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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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농축된 핵산이 검정 부분(144)의 증대 챔버(166)로 전달되는 동안 카트리지(114)의 유체 이동의 활성 영역

을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전형적으 로 유체는 PCR 혼합물(216)을 담고 있는 챔버(152)로부터, 유체 통로(242)

를 따라 증대 챔버(166)로 유동한다. 통로(242)를 따른 유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유하는 양의 바이어스를 농축 챔

버(164)에서 전극(들)으로부터 제거할 때 밸브(238,240)를 폐쇄하고, 밸브(244) 및 배출-밸브(222)를 개방한다. PC

R 혼합물(216)은 유체 유동에 의해 핵산(227)을 운송할 수 있다. 다르게는, 양의 바이어스는 핵산(227)을 PCR 혼합

물(216)로 예비적재된 증대 챔버(166)로 전기영동적으로 전달하도록 증대 챔버(166)(하기 참조)에서 전극에 부여된

다. 두 경우에, 증대 챔버(166)로부터 및 검정 챔버(168)내로의 과량의 유체의 유동은 예를 들어 연결 채널(246)에서 

유체 수준을 감시하고 배출-밸브(222)의 적시의 폐쇄를 신호하는 전기적 또는 광학적 센서(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몇몇 실시양태에서, 농축 챔버(164)는 핵산(227)을 증대 챔버(166)로 이동시키기 전에 먼저 PCR 혼

합물(216)로 평형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PCR 혼합물(216)은 보유하는 양의 바이어스를 농축 챔버(164)에서 제거

하고 배출-밸브(222)를 개방하기 전에, 개방된 밸브(240)를 통해 폐기 챔버 B로 향할 수 있다. 증대 챔버(166)에 위

치한 핵산(227)은 예를 들어 등온 항온처리 또는 열 사이클링에 의해 증대되어 핵산(227)중에서 관심 있는 핵산 표적

(또는 핵산 영역)(247)의 양을 선택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또는 일부 경우에 증대되지 않은채로 유지될 수 있다.

도 16은 증대된 핵산(247)의 검정 부분(144)의 검정 챔버(168)으로의 전달 동안 카트리지(114)의 유체 이동의 활성 

영역을 도시한다. 유체는 유체 통로(248)를 따라 세척 용액 B를 담는 챔버(152)로부터 검정 챔버(168)로 유동한다. 

검정 챔버(168)의 과충전은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 배출-밸브(22)상의 배출구(208)에 의해, 또는 유체 위치를 감시하

고 밸브(250)의 폐쇄를 신호하는 센서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핵산(227) 및 증대된 표적 핵산(247

)은 유체 유동 및/또는 검정 챔버(168)에 배치된 전극을 전기영동적으로 사용함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하기 참조). 

몇몇 실시양태에서, 증대 챔버(166)는 먼저 배출-밸브(222)를 폐쇄하고 밸브(240,250)를 개방함으로써 세척 용액 B

가 증대 챔버(166), 농축 챔버(164)를 통과하여 폐기 챔버 B로 향하게 함에 의해 세척 용액 B로 평형화될 수 있다. 다

르게는, 또는 부가적으로, 증대된 핵산(들)(247)은 검정 용액으로 예비적재된 검정 챔버(168)로 전기영동적으로 전달

될 수 있다.

증대된 표적 핵산(들)(247)( 및 단리된 핵산(227))은 검정 챔버(168)에서 검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정 챔버(168)

는 항목 III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핵산 동정 및/또는 정량을 위한 하나 이상의 배치된 수용체(위치상 어레이)를 포함할 

수 있다. 증대된 핵산(247)을 수용체에 혼성화시키는 것은 검정 챔버(168)에서 수용체에 가깝게 배치된 전극에 의해 

보조될 수 있다. 전극은 순서적인 방식으로 양으로 바이어스되어 증대된 핵산이 어레이의 개별 멤버(또는 하위그룹)

로 향하게 할 수 있다. 증대된 핵산(들)(247)을 어레이의 많은 위치 또는 모든 위치로 전기영동적으로 이동시켜 특정 

결합 또는 혼성화시킨 후에, 미결합 또는 미혼성화 핵산(들)을 전기영동적으로 및/또는 유체 유동(여기에 도시되지 않

음)에 의해 제거할 수 있다.

도 17 및 18은 각각 카트리지(114)의 외부의 평면 및 단면에서 본 검정 부분(144)의 선택된 측면을 도시한다. 검정 

부분(144)은 기판 부분(258)을 포함한다. 기판 부분(258)은 검정 부분의 유체 구획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한정한다. 

기판 부분은 기판(260)을 포함할 수 있다. 기판 부분은 또한 기판상에 형성되고 기판의 표면(262) 근처에 배치된 전

자 회로(158) 및/또는 박막 층을 포함할 수 있다. 회로의 박막 전자 소자 및 네트워크(148)의 유체 구획은 각각 기판

의 공통 표면 근처에 배치되어 전자 소자가 유체 네트워크의 영역에 가깝게 덧붙여지고/지거나 유체 접촉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박막 소자는 유체 네트워크(148)에서 유체(또는 샘플/분석물)의 특성을 개질 및/또는 감지하도록 배

열될 수 있다. 기판(260)을 위한 예시적인 물질은 규소, 전형적으로 단결정 규소이다. 다른 적합한 기판 물질 및 특성

은 하기 항목 III에 기술된다.

유체 네트워크(148) 또는 하나 이상의 유체 구획의 유체적으로 연결된 유체 공간은 기판 부분(258) 및 유체 장벽(263

)을 사용하여 기판의 표면(262) 근처에 공동으로 한정될 수 있다. 유체 공간은 기판 부분과 유체 장벽 사이에 유체를 

담기 위한 전체 유체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공동으로 한정된'이란 용어는 유체 공간, 또는 그의 유체 구획이 실질적

으로(또는 완전히) 기판 부분(258)과 유체 장벽(263) 사이에 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체 장벽(263)은 유체가 장

치로부터, 장벽을 통해, 유체 네트워크(148), 또는 그의 구획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탈출 또는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

는 임의의 구조일 수 있다. 카트리지로부터의 유체의 실질적인 빠져나감을 방지한다는 것은 유체의 방울, 소적, 또는 

스트림이 유체 장벽을 통해 장치를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체 장벽은 유체 네트워크(148)를 

장치의 외부 영역과 유체적으로 연결하는 개구가 없을 수 있다. 유체 장벽은 또한 유체 장벽과 기판 부분 사이의 접합

부에서 한정된 주변부를 유체적으로 밀봉하여 카트리지로부터 접합부에서 유체가 실질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유체 장벽은 또한 유체 네트워크(148)로부터의 증발 손실을 제한한다.

유체 네트워크(148)는 다음과 같이 형성될 수 있다. 기판(260)의 표면(262) 및/또는 회로(158)는 유체 네트워크(148

)의 기부 벽(264)을 한정할 수 있다. 패턴화된 채널 층(266)이 기판(262) 및 기부 벽(264) 위에 배치되어 측벽(268)

을 한정할 수 있다. 채널 층(266)은 네거티브 또는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예컨대 SU-8 또는 PLP), 폴리이미드, 건

조 필름(예컨대 듀퐁 리스톤(DuPont Riston)), 및/또는 유리를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임의의 적당한 물질로부

터 형성될 수 있다. 채널 층(266)을 패턴화하는 방법은 포토리소그래피, 마이크로머시닝, 몰딩, 스탬핑, 및/또는 레이

저 에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커버(270)는 채널 층(266)상에 배치될 수 있고, 기부(264)로부터 이격되어, 전자 회로(

158)로부터 이격된 유체 네트워크(148)의 상부 영역을 밀봉한다(도 18 참조). 커버(270)는 채널 층(266)으로부터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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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된 구성요소일 수 있고, 예컨대 채널 층(266)에 결합 또는 달리 부착된 층이거나, 또는 채널 층(266)과 일체로 형성

될 수 있다. 두 경우에, 유체 장벽(263)은 유체 이동 및 카트리지로부터의 탈출에 대해 밀봉된 반대쪽 벽(271)을 포함

할 수 있다. 커버(270)는 검정이 커버를 통해 광학적으로 검출될 경우 투명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유리 또는 투명한 플

라스틱일 수 있다. 다르게는, 커버(270)는 예 를 들어 검정이 전기적으로 검출될 경우 광학적으로 불투명할 수 있다. 

유체 네트워크(148)는 별개의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전술된 바와 같은 공간적으로 별개의 챔버(164,166,168)를 포함

하고/하거나, 공유된 유체 구획에서 별개의 처리가 수행될 수 있다.

회로(158)의 하나 이상의 박막 부분이 기판(260)의 표면(262)상에 형성되고 담지될 수 있다. 회로는 전형적으로 적

어도 부분적으로 하나 이상의 전자 회로를 한정하는 박막 층을 포함한다. 회로는 유체 네트워크(148)에서 유체와 접

촉하는 전극(272)을 포함할 수 있다. 전극 및 다른 박막 소자(항목 III 참조)는 일반적으로 기판상에 형성된, 즉 기판(2

62)상 및/또는 아래에 제작된 반도체 회로(신호 처리 회로 포함)를 통해 전기 접촉 패드(274)(도 17 참조)에 전기적으

로 커플링될 수 있다. 주어진 수의 접촉 패드(274)는 실질적으로 더 큰 수의 전극 및/또는 다른 박막 소자를 제어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접촉 패드(274)는 전기적으로 예를 들어 가요성 회로를 갖는 접촉부(118)에 커플링된

다.

전극(272)은 임의의 적당한 조성, 분포, 및 코팅을 가질 수 있다. 전극(272)에 적합한 물질은 전도성 물질, 예컨대 금

속, 금속 합금, 또는 금속 유도체이다. 예시적인 전극 물질은 금, 백금, 구리, 알루미늄, 티타늄, 텅스텐, 및/또는 금속 

규화물 등을 포함한다. 회로(158)는 유체 네트워크(148)의 기부(264)를 따라 하나 또는 다수의 부위에서 전극을 포함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극은 농축기(164)에서와 같이 채널/챔버를 따라 단일 파일(file)로

, 및/또는 챔버(166,168)에서와 같이 2차원 어레이로, 다수의 분리된 단위로서 정렬될 수 있다. 다르게는, 또는 부가

적으로, 전극(272)은 연장될 수 있거나 임의의 다른 형상 또는 형상들을 가질 수 있다. 전극(272)은 개별적인 기준으

로 양으로 또는 음으로 전기적으로 바이어싱되어 핵산이 전극으로 끌어당겨지거나 그로부터 반발되게 할 수 있거나, 

또는 전극은 전기적으로 바이어싱되지 않을 수 있다. 전기적 바이어싱는 핵산의 목적하는 보유 및/또는 지향된 이동

을 기준으로 제어 장치(112) 및/또는 카트리지(114)에 의해 임의의 적당한 공간적 및 시간-조절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전극(272)은 침투층으로 코팅되어 유체 구획에서의 유체 및 이온의 전극으로의 접근은 허용하지만, 더 큰 분

자(예컨대 핵산)가 전극에 직접 접촉되는 것은 배제할 수 있다. 상기 직접 접촉은 핵산을 화학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

다. 적합한 전극 코팅은 그중에서도 하이드로겔 및/또는 졸-겔을 포함할 수 있고, 스퍼터링, 스핀-코팅 등과 같은 임

의의 적당한 방법에 의해 도포될 수 있다. 코팅을 위한 예시적인 물질은 그중에서도 폴리아크릴아미드, 아가로스, 및/

또는 합성 중합체를 포함할 수 있다.

검정 부분(144)은 유체-취급 부분(142)에 유체적으로 연결된다. 임의의 적당한 인터페이스 통로(또는 단일 통로)가 

카트리지의 유체 네트워크(146,148)를 연결하기 위한 상기 연결에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유체 연결은 유체가 유체 구

획에 관련하여, 즉 유체 구획으로 및/또는 유체 구획으로부터 루팅되도록 할 수 있다.

유체 네트워크(146,148)는 기판(260) 및/또는 유체 장벽(263)에 의해 공간적으로 격리될 수 있다. 기판(260)에 의해

격리될 경우, 인터페이스 통로는 기판(260)을 통해, 일반적으로 기판(260)의 표면(262) 및 반대쪽 표면(276) 사이에 

서 연장되어 유체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통로는 유체 이동을 위한 통로를 한정하는 공급 구조로서 

기술될 수 있다. 다르게는, 또는 부가적으로,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 채널은 기판(260)의 가장자리(278)(도 17) 둘레

로 연장되어 유체 네트워크(146)(도 11 내지 16)를 연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페이스 채널은 채널(266) 및/또는

커버(270)를 통해 연장될 수 있으나, 카트리지로부터의 유체의 실질적인 빠져나감에 대해 밀봉된다. 다른 실시양태에

서, 유체 네트워크(146,148)는 기판(260)이 아닌 유체 장벽(263)에 의해 공간적으로 격리되고, 인터페이스 채널중 

일부 또는 전부는 다시 유체 장벽(263)을 통해 연장되어 유체 네트워크(146)를 유체적으로 연결한다.

도시된 실시양태에서, (280a) 내지 (280e)로 표시된 인터페이스 통로는 기판의 반대 표면들 사이에서 기판(260)을 

통해 연장된다(도 16 내지 18 참조). 인터페이스 통로(280)는 유체-취급 부분의 임의의 유체 구획을 유체 네트워크(

148)의 유체 구획에 유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상기 두 부분의 유체 도관 또는 챔버를 직접 연결함에 의해 연결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인터페이스 통로(280)는 그중에서도 시약 저장기(152)를 검정 부분(144)의 챔버(164-168)로, 검정 

부분의 챔버를 폐기 챔버로, 예비-처리 챔버(220)를 검정 부분의 챔버로, 검정 부분의 둘 이상의 챔버를 서로에게(도

시되지 않음), 샘플 입력 부위(150)를 직접 검정 부분의 챔버로(역시 도시되지 않음), 및/또는 검정 부분의 챔버를 밸

브 및/또는 배출구(예컨대 밸브-배출구(222))로 연결할 수 있다. 검정 부분의 각각의 개별 구획은 임의의 적당한 수의

인터페이스 통로(280)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여기서, 농축 챔버(164) 는 3개(280a-280c)를, 증대 챔버(166) 및 검

정 챔버(168)는 각각 1개(280d 및 280e)를 갖는다.

도 18은 인터페이스 통로(280e)가 검정 부분(144)을 유체-취급 부분(142)에 유체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도시한다.

인터페이스 통로(280e)는 유체를 유체 통로(280)를 따라, 검정 챔버(168)로부터 밸브-배출구(22)(도 16 참조)로 운

송하도록 배열된다. 인터페이스 통로는 유체를 유체-취급 부분(142)의 채널(또는 채널들)(204)로 운송할 수 있다. 각

각의 채널(204)은 유체를 유체-취급 부분(142)의 하나 또는 다수의 채널(204)로 향하게 하고 검정 부분(144)의 하나

또는 다수의 유체 구획으로 향하게 하는 유체 매니폴드(284)를 통해 인터페이스 통로(280)에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 검정 부분(144)은 예를 들어 접착제(286)를 사용함에 의해 유체 매니폴드(284)에 고정적으로 부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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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통로는 그의 길이(일반적으로 유체 유동의 방향에 평행하게 측정됨)에 따라 변화하는 직경을 가질 수 있

다. 예를 들어, 인터페이스 통로(280e)는 채널의 말단 영역에서 기판(260)의 표면(260)에 인접한 직경이, 유체를 루

팅하기 위한 개구(288)를 형성하는 기판(260)에 의해 한정되는 중간 영역내에서의 직경보다 작다. 개구는 유체를 유

체 구획으로 및/또는 구획으로부터 향하게 함에 의해 유체를 루팅한다. 개구(288)는 전형적으로 유체 구획을 서로 인

접시킨다. 유체 구획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유체 장벽에 의해 한정되고 유체가 구획으로부터 국소적으로 미세유체 장

치를 빠져나가지 않도록, 즉 유체 장벽을 통해 직접 빠져나가지 않도록 배열될 수 있다. 유체 구획은 기판 부분과 유체

장벽 사이에 공동으로 한 정될 수 있다. 개구는 필름 층(290)이 기판(260)과 접촉하지 않는 돌출부(또는 선반)(292)

를 형성하는 주변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개구(288)는 임의의 적당한 직경, 또는 약 1㎛ 내지 100㎛의 직경을 가질 

수 있다. 개구 또는 구멍은 인터페이스 통로 단독의 기판-한정된 영역보다 더 제한된 유체 유동을 제공할 수 있다. 개

구(288)는 기판(260)의 표면(262)상에 형성된 하나 이상의 필름 층(290)에 형성된 개구로서 정의될 수 있다. 필름 층

(290)은 전형적으로 얇고, 즉, 기판(260)의 두께보다 실질적으로 얇으며, 항목 III에 기술된 바와 같은 두께 및/또는 

기능적 역할을 가질 수 있다.

도 19 내지 25는 검정 부분의 제작을 위한 예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검정 부분(144)에서 인터페이스 통로(280e), 개

구(288), 및 검정 챔버(168)의 단계별 형성을 도시한 것이다. 적합한 필름 침착 및 패턴화 단계는 웨버(Weber) 등의 

미국 특허 제 6,000,787호 및 가와무라(Kawamura) 등의 미국 특허 제 6,336,714호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들은 공통

으로 소유되고 본원에 참고로 인용된다. 여기서, 패턴화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필름 층의 영역을 선택적으로 광에 

노출시킨 후의 필름 층의 패턴화된 침착 공정을 지칭한다.

도 19는 검정 부분, 즉 반대 표면들(262,276)을 갖는 실질적 평면 기판(260)을 위한 적합한 출발 물질을 도시한다. 

여기에 기술된 방법은 얇은, 예를 들어 약 0.1 내지 2mm, 또는 0.2 내지 1mm의 두께를 갖는 규소 기판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기판은 표면(262)에서 필름 층(290)의 추가 동안 및/또는 이후에, 그러나 전형적으로는 그 이전에 개

질되어 트랜지스터, FETS, 양극성 소자, 및/또는 다른 반도체 전자 소자(도시되지 않음)를 형성하는 n- 및 p-도핑된 

영역을 포함한다.

도 20은 기판(260)의 표면(262)상의 필름 층(290)의 도포 및 패턴화 후의 검정 부분을 도시한다. 필름 층(290)은 회

로(158)의 전도성 부분을 형성 및/또는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임의의 적당한 필름을 포함할 수 있다. 필름 층은 전도성

물질(예를 들어, 전극 및 소자 사이에 전도성 연결을 형성하기 위한), 반전도성 물질(예를 들어 n- 및 p-도핑된 물질

을 사용한 트랜지스터 형성을 위한), 및/또는 절연성 물질(예를 들어, 패시베이션 층)로 형성될 수 있다. 필름 층은 통

상적인 방법으로 도포되고 패턴화될 수 있다. 개구(288)의 주변(294)을 한정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필름 층(290)을 

패턴화할 수 있다.

도 21은 미패턴화된 채널 층(296)이 필름 층(290) 및 개구(288)에 배치된 후의 검정 부분을 도시한다. 채널 층(296)

은 적절한 두께로, 전형적으로 약 1 내지 200㎛, 더욱 전형적으로는 2 내지 100㎛, 또는 심지어 5 내지 50㎛의 두께

로 도포될 수 있다. 채널 층(296)( 및 유체 장벽)을 위한 예시적인 물질은 전술되었다.

도 22는 에치 마스크(298)가 기판(260)의 반대쪽 표면(276)에 부가된 후의 검정 부분을 도시한다. 에치 마스크는 적

절한 두께의 층으로서 도포될 수 있고, 국소화된 영역(또는 영역들)에서 선택적으로 제거되어 개구(300)를 한정할 수

있다. 개구(300)는 임의의 적당한 직경을 가질 수 있으나, 전형적으로 개구(288)의 직경보다 큰 직경을 갖는다. 개구(

300)는 개구(288) 반대쪽에 배치되어 개구(300)의 필름 층(290)으로의 돌기부가 개구(288) 주변을 둘러쌀 수 있는 

기판 내의 상응하는 채널 또는 관통-구멍(301)을 형성하도록 할 수 있다.

도 23은 인터페이스 통로(280e)의 기판 영역의 형성 이후, 및 에치 마스크(298) 제거 이후의 검정 부분을 도시한다. 

기판(260)은 천공(300)(도 22 참조)에 의해 한정되는 부피를 따라 표면(276)을 따라 일반적으로 직각으로 에칭되어 

채널(301)을 생성할 수 있다. 임의의 적당한 에칭 절차가 인터페이스 통로(280e)의 기판 부분을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깊은-반응성 이온 에칭(deep-reactive ion etching; DRIE)이 전형적으로 사용된다. 필름 층(290)의

하나 이상의 층은 에치 스톱으로서 작용하여, 돌출 영역(292)이 형성되게 할 수 있다. 에칭 후에, 마스크는 반대쪽 표

면(276)으로부터 벗겨지거나 표면상에 남겨질 수 있다.

도 24는 미패턴화된 채널 층(296)의 영역이 선택적으로 제거되어 패턴화된 채널 층(266)이 형성된 후의 검정 영역을

도시한다. 선택적 제거는 적절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층(296)을 포토-패턴화한 후 포토-패턴화된 층의 현상, 또는 

레이저 삭마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도 25는 커버(270)의 부착 이후, 그러나 검정 부분이 매니폴드(284)를 통해 유체-취급 부분(142)에 부착되기 전의 

완료된 검정 부분을 도시한다. 커버(270)는 임의의 적당한 방법에 의해, 예컨대 접착제, 열 및 압력 인가, 음극성 결합

, 음파 용접, 및/또는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유체 장벽(266)에 부착될 수 있다.

도 26은 검정 부분(304)내에 형성된 칩내(intra-chip) 통로(302)를 다소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칩내 통로(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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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판(262)으로부터 개구(288)를 통해, 반대쪽 표면(276)으로 연장되지 않고 기판(260)을 출입할 수 있다. 따라서,

칩내 통로(302)는 카트리지 부분(142,144) 사이에서 연장되는 인터페이스 통로(280)와는 구별된다. 칩내 통로(들)(3

02)는 기판 부분(258) 및 유체 장벽(308)에 의해 공동으로 한정되는 챔버(306) 사이에서 유체를 루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르게는, 또는 부가적으로, 칩내 통로는 유체의 혼합(하기 참조), 및/또는 반응 또는 검정의 수행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 27 내지 29는 예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검정 부분(304)에서의 칩내 통로(302)의 단계별 형성을 도시한다. 물질 및 

처리 단계는 일반적으로 도 18 내지 25에 대해 전술되었다. 도 27은 필름 층(290)이 기판(260)의 표면(262)상에 형

성되고 패턴화되어 다수의 개구(288)를 형성한 후의 제작 단계를 도시한다. 도 28은 개구(288) 하의 기판(260)의 비

등방성 에칭으로 기판 요부 또는 홈(trough)(310)을 형성한 후의 검정 부분을 도시한다. 다르게는, 홈(310)은 등방성 

에칭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두 경우에, 에칭제는 개구(288)를 통해 기판(260)에 접근하여 필름 층(290)을 도려내고,

따라서 각각의 개구(288) 아래에 배치된 국소 요부(212)를 연결하여 홈(310)을 형성한다. 따라서, 개구(288)는 전형

적으로 기판(260)의 에칭 동안 요부(312)들이 유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이격된다. 도 29는 유체

장벽(308)을 사용한 챔버(306)의 형성 이후의 검정 부분(304)을 도시한다. 여기서, 유체 장벽(308)은 챔버 측벽을 한

정하는 채널 층(266), 및 챔버(306)의 상부를 밀봉하는 커버(270)를 포함한다. 필름 층(290)에 의해 한정되고 홈(310

)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개구(288)는 채널 층(266)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중앙 개

구는 (314)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채널 층(266)에 의해 밀봉되었다.

도 30은 다기 채널(318)을 갖는 검정 부분(316)을 도시한다. 다기 채널(318)은 박막(290)의 둘 이상의 개구(288)에 

유체적으로 연결되는 기판-관통 통로이다. 여기서, 개구(288)는 다기 채널(318)을 두 챔버(306)로 유체적으로 연결

한다. 그러나, 다기 채널(318)은 검정 부분의 유체 네트워크의 임의의 적당한 수의 구획에 유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 다기 채널(318)은 유체를 유체-취급 부분(142)으로부터(또는 으로) 수취(또는 전달)하고, 예를 들어 유체를 챔버(3

06)중 하나 또는 둘 다로(또는 둘 다로부터) 전달(또는 수취)하도록 사용된다. 다기 채널(318)은 또한 도 26에 지시된

바와 같이 챔버(306) 사이에서 유체를 지향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기 채널(318)의 예시적인 형성 방법은 도 28

에서의 홈(310)의 형성 이후에 도 21 내지 25에 개괄된 절차를 따른다.

도 31은 혼합 챔버(332)를 포함하는 검정 부분(330)의 부분 평면도를 도시한다. 혼합 챔버(332)는 다수의 개구(336)

에서 필름 층 아래에 형성된, 도 28의 홈(310)과 유사한 홈(334)을 갖는다(3개의 유입 개구 및 하나의 유출 개구가 여

기 도시됨). 홈(334)은 검정 부분(330)의 유체 네트워크로부터 다수의 유입 채널(338,340)에 의해 공급되며, 이는 유

체를 화살표로 지시된 경로를 따라 유입 개구로 운송한다. 각 채널은 유체, 일반적으로 별개의 유체를 홈을 따라 삽입

된 기하구조를 사용하여 홈(334)으로 지향시킴으로써 다수의 채널로부터의 유체가 홈 내에서 혼합되도록 한다. 혼합

된 유체는 유출 개구(336)에서 (342)에 도시된 홈(334)을 빠져나와 검정 부분(330)의 유체 네트워크의 유입 채널(34

4)로 다시 향 한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임의의 적당한 수의 유입 및 유출 채널이 임의의 적당한 수의 개구(336)를 통

해 혼합 챔버(332)로 연결될 수 있다.

도 32는 검정 부분(144)의 선택된 부분, 특히 필름 층(290)을 더욱 상세히 도시한다. 예시적인 박막은 기판(260)으로

부터 형성된 필드 산화물(FOX) 층(352), 및 FOX 층(352) 위에 배치된 포토-실리케이트 유리(PSG) 층(354)을 포함

할 수 있다. FOX 층(352)은 가열 효과를 열적으로 절연하기 위한 열 장벽을 제공한다. PSG 층(354)은 (355)에 도시

된 개구(288)로부터 다시 당겨져, 부식성 효과를 가질 수 있는 PSG 층과의 유체 접촉을 피한다. 따라서, PSG 층(354

)은 유체-접촉 개구(288)보다 큰 직경을 갖는 보호된 개구를 한정한다. 박막은 또한 탄탈륨 알루미늄(TaAl)과 같은 

임의의 적당한 저항 물질로 형성된 레지스터 층(356)을 포함할 수 있다. 전류는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전도 물질로 형성된 연결된 전도체(도시되지 않음)로부터 레지스터 층(356)을 통과한다. 레지스터 층

은 그중에서도 FOX 층(352)에 의해 기판(260)으로부터 절연될 수 있는 열을 생성한다. 하나 이상의 패시베이션 층(3

58)은 상기 박막을 덮을 수 있다. 패시베이션 층에 적합한 물질은 그중에서도 질화규소(Si 3 N 4 ) 또는 탄화규소(Si

C)를 포함할 수 있다. 추가의 전자 회로 특징, 예컨대 기판 표면 위 및/또는 아래에 배치될 수 있는 전극, 트랜지스터, 

및 다이오드는 여기에 도시되지 않는다.

III. 미세유체 시스템

샘플 조작 및/또는 분석을 위한 미세유체 시스템이 제공된다. 미세유체 시 스템은 일반적으로 매우 작은 부피의 유체(

액체 및/또는 기체)중의 샘플을 수취, 조작, 및 분석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포함한다. 작은 부피는 하나 이상의 유체

통로에 의해 운송되며, 이들중 하나 이상은 전형적으로 약 0.1 내지 500㎛, 또는 더욱 전형적으로는 약 100㎛ 또는 5

0㎛ 미만의 단면 치수 또는 깊이를 갖는다. 미세유체 장치는 임의의 적당한 전체 유체 용량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미세유체 장치 내의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유체는 낮은 레이놀즈(Reynolds) 수로 특징지어지는 최소의 난류를 갖는 

층류를 나타낸다.

유체 구획은 미세유체 장치내에서 유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유체적으로 연결된 또는 유체적으로 커플링된이란 일

반적으로 구획 사이에 유체 소통을 위한 통로가 장치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로는 모든 시간에서 개방되거

나 개폐되는 밸브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하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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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체 구획은 미세유체 장치 내에서 유체를 운송 및/또는 보유할 수 있으며 장치에 의해 둘러싸인다. 유체를 운

송하는 구획은 통로이다. 통로는 미세유체 장치 내에서 유체 이동을 루팅하기 위한 임의의 한정된 통로 또는 도관, 그

중에서도 예컨대 채널, 처리 챔버, 천공, 또는 표면(예를 들어, 소수성, 대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통로로 전달 또는 

그로부터의 수취를 위한 유체를 보유하는 구획은 챔버 또는 저장기라 지칭한다. 많은 경우에, 챔버 및 저장기는 또한 

유체가 챔버 또는 저장기를 통해 유동하도록 하는 통로이다. 유체적으로 연결된 미세유체 장치내의 유체 구획은 유체

네트워크 또는 유체 공간을 형성하고, 이는 분지되거나 분지되지 않을 수 있다. 본원에서 미세유체 장치는 단일 유체

적으로 연결된 유체 네트워크 또는 다수의 격리된, 비연결된 유체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다. 다수의 격리된 유체 네

트워크를 사용할 경우, 장치는 동시 및/또는 순차적으로 다수의 샘플을 수취하고 조작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챔버는 넓게는 말단 및 중간 챔버로서 분류될 수 있다. 말단 챔버는 일반적으로 유체 네트워크내에서 유체 이동에 대

해 출발점 또는 종말점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챔버는 외부 환경과 인터페이싱하여, 예를 들어 장치 제작 또는 

제조 동안 시약을 수취하거나, 또는 오직 미세유체 장치 내의 유체 경로로부터만 유체를 수취할 수 있다. 예시적인 말

단 챔버는 처리된 샘플, 시약, 및/또는 폐기물을 수취 및/또는 저장하는 저장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말단 챔버는 샘플

분석 전 및/또는 동안 유체로 적재될 수 있다. 중간 챔버는 유체 네트워크 내에서 중간 위치를 가지며 따라서 샘플 분

석 동안 처리, 반응, 측정, 혼합 등을 위한 통로로서 작용할 수 있다.

미세유체 장치는 유체 네트워크를 통해 유체 또는 유체 성분을 밀고/밀거나 당기는 하나 이상의 펌프를 포함할 수 있

다. 각각의 펌프는 그중에서도 기계적으로 구동되는(압력-중개된) 펌프 또는 전자동력학 펌프일 수 있다. 기계적 구동

펌프는 양압에 의해 유체를 네트워크를 통해 밀어내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압력은 스프링, 가압된 기체(시스템 내부 

또는 외부에 제공됨), 모터, 주사 펌프, 공기 펌프, 및/또는 연동 펌프 등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다르게는, 또는 부가

적으로, 압력-구동 펌프는 음압에 의해, 즉 유체를 감소된 압력 영역을 향해 끌어당김에 의해 작용할 수 있다. 전자동

력학적 또는 전기 구동 펌프는 유체 및/또는 유체 성분 의 유동을 전기영동, 전자침투, 및/또는 전자모관력 등에 의해 

촉진시키는 전기장을 사용할 수 있다. 몇몇 실시양태에서, 펌프는 마이크로머시닝에 의해 제작된 미세펌프, 그중에서

도 예를 들어 압전기-동력 운동을 갖는 격막-기반 펌프일 수 있다.

밸브는 본원에 기술된 미세유체 장치에 포함될 수 있다. 밸브는 일반적으로 유체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유체 유동을 

조절하는 임의의 기작을 포함하며 그중에서도 2방향성 밸브, 체크 밸브, 및/또는 배출구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밸브는

유체 통로를 통한 유체 유동을 차단 또는 허용하는데, 즉 바이너리 스위치로서, 및/또는 유체 유동의 속도를 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밸브의 작동은 그중에서도 활성인 유체 네트워크의 부분을 선택하고/하거나, 유체 네트워

크의 하나 이상의 부분을 단리하고/하거나, 이행되는 처리 단계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밸브는 유체, 시약, 및/또는

샘플(들)을 유체 구획으로부터 유체 네트워크의 목적하는 영역으로 전달하기 위해 배치되고 작동될 수 있다. 적합한 

밸브는 이동성 격막 또는 멤브레인, 압축성 또는 이동성 통로 벽, 볼 밸브, 슬라이딩 밸브, 플랩 밸브, 버블 밸브, 및/또

는 비혼합성 유체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밸브는 솔레노이드, 모터, 압력(상기 참조), 및/또는 히터 등에 의해 작동될 

수 있다.

적합한 밸브는 통상적인 제작 방법에 의해 박막 전자 소자(하기 참조)와 함께 기판상(또는 내)에 형성된 미세밸브일 

수 있다. 미세밸브는 그중에서도 정전기력, 압전력, 및/또는 열 팽창력에 의해 가동될 수 있으며 내부 또는 외부 작동

자를 가질 수 있다. 정전기 밸브는 예를 들어 기판에 형성된 구멍을 덮기 위해 작동가 능한 폴리실리콘 멤브레인 또는

폴리이미드 외팔보를 포함할 수 있다. 압전 밸브는 밸브 작동기에 대해 팽창하는 외부(또는 내부) 압전 디스크 또는 

빔을 포함할 수 있다. 열 팽창 밸브는 격막에 의해 구속된 밀봉된 압력 챔버를 포함할 수 있다. 챔버를 가열하면 격막

이 밸브 자리에 대해 팽창한다. 다르게는, 열 팽창 밸브는 버블 밸브를 포함할 수 있다. 버블 밸브는 유체를 가열하여 

통로내에 기포를 형성하여 기포가 통로를 통한 유체 유동을 차단하게 하는 히터 요소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가열이 

단절되면 기포가 붕괴되어 유체가 유동할 수 있다. 미세밸브는 가역성, 즉 개폐 둘 다를 할 수 있거나, 실질적으로 비

가역성, 즉 단지 개방 또는 폐쇄만 가능한 단일 사용 밸브일 수 있다. 예시적인 단일-사용 밸브는 예를 들어 폴리이미

드 층 내의 유체 통로내의 열-민감성 장애물이다. 이러한 장애물은 가열시에 파괴 또는 개질되어 유체의 통과를 허용

할 수 있다.

배출구는 예를 들어 유체가 유체 구획에 들어간 결과로 치환된 기체의 방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적합한 배출구는 

기체를 통과시키나 친수성 액체의 통과는 제한하는 소수성 멤브레인을 포함할 수 있다. 예시적인 배출구는 고어텍스(

GORETEX) 멤브레인이다.

본원에 기술되는 미세유체 장치는 3단계, 즉 입력, 처리, 및 출력을 수행 또는 수용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상기 단계

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샘플에 대해 순서대로 수행되지만, 다수의 샘플이 장치에 입력될 경우는 비동시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입력은 미세유체 장치의 사용자가 샘플(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미세유체 장 치로 도입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입력

은 외부 세계와 장치 사이의 인터페이스(들)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인터페이스는 전형적으로 포트로서 작용하며, 격

벽, 및/또는 밸브 등일 수 있다. 다르게는, 또는 부가적으로, 샘플(들)은 장치 내에서 시약으로부터 합성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시약은 사용자에 의해 또는 장치의 제조 동안 도입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시약은 제조 동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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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도입되고 밀봉된다.

입력된 샘플(들)은 이후 처리된다. 처리는 샘플 조성, 농도, 및/또는 온도와 같은 샘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개질하는 임의의 샘플 조작 및/또는 처리를 포함할 수 있다. 처리는 입력된 샘플을 샘플중의 분석물(들)의 분석에 더

욱 적합한 형태로 개질할 수 있고/있거나, 반응을 통해 샘플의 측면을 질문하고/하거나, 샘플을 농축하고/하거나, 신

호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있거나, 샘플을 검출가능한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처리는 입력된 샘플로

부터 하나 이상의 분석물을 추출 또는 방출(예를 들어 세포 또는 바이러스로부터), 분리, 정제, 농축, 및/또는 부화(예

를 들어, 증대에 의해)시킬 수 있다. 다르게는, 또는 부가적으로, 처리는 샘플 또는 그의 분석물(들)을 처리하여 샘플 

또는 그의 분석물(들)을 물리적, 화학적, 및/또는 생물학적으로 개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리는 샘플/분석물을 염

료로 라벨링함에 의해, 또는 효소 또는 기질, 시험 시약, 또는 다른 반응성 물질과 반응시킴에 의해 화학적으로 개질하

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처리는, 추가적으로, 또는 다르게, 샘플/분석물(들)을 생물학적, 물리적, 또는 화학적 조건 또

는 약품으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시적인 조건 또는 약품은 호르몬, 바이러스, 핵산(예를 들어, 트랜스펙

션에 의해), 열, 복사, 초음파, 광, 전압 펄스(들), 전기장, 입자 조사, 세제, pH, 및/또는 이온 조건을 포함한다. 다르게

는, 또는 부가적으로, 처리는 분석물-선택성 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분석물을 선택적으로 배치하는 예시적인 처리 단

계는 모관 전기영동, 크로마토그래피, 친화성 매트릭스로의 흡착, 하나 이상의 배치된 수용체로의 특정 결합(예컨대 

혼성화, 수용체-리간드 상호작용 등), 및/또는 소팅(sorting)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출력은 샘플 처리 이후에 수행될 수 있다. 미세유체 장치는 분석 및/또는 제조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출력 단계는 일반적으로 임의의 샘플-관련 신호 또는 물질을 미세유체 장치로부터 수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샘플-관련 신호는 처리된 샘플과 직접 및/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고 미세유체 장치로부터 또는 그에 의해 측정되는 

검출가능한 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검출가능한 신호는 그중에서도 아날로그 및/또는 디지털 값, 단일 또는 다중 값, 

시간-의존 또는 시간-독립 값(예컨대 정상-상태 또는 종말점 값), 및/또는 평균 또는 분포된 값(예: 시간적 및/또는 

공간적)일 수 있다.

검출가능한 신호는 다른 검출 방법중에서 광학적 및/또는 전기적으로 검출될 수 있다. 검출가능한 신호는 광학 신호(

들), 그중에서도 예컨대 흡광도, 발광(형광, 전기발광, 생발광, 화학발광), 회절, 반사, 산란, 원형 이색성, 및/또는 광학

회전일 수 있다. 적합한 형광 방법은 그중에서도 형광 공명 에너지 전달(FRET), 형광 수명(FLT), 형광 강도(FLINT),

형광 편광(FP), 전체 내부 반사 형광(TIRF), 형광 상호관계 분광학(FCS), 광표백후의 형광 회복(FRAP), 및/또는 형광

활성화 세 포 정렬(FACS)을 포함할 수 있다. 광학 신호는 비위치적 값, 또는 값의 집합으로서 측정되고/되거나 예컨

대 전하-커플링된 장치에 의해 영상화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공간 정보를 가질 수 있다. 몇몇 실시양태에서, 

검출가능한 신호는 예를 들어 내장 광다이오드(들)에 의해 생성된 광학전자 신호일 수 있다. 다른 검출가능한 신호는 

표면 플라즈마 공명, 핵 자기 공명, 전자 스핀 공명, 및/또는 질량 스펙트로메트리 등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다르게는

, 또는 부가적으로, 검출가능한 신호는 전기 신호(들), 즉, 측정된 전압, 저항, 전도도, 정전용량, 전력 등일 수 있다. 예

시적인 전기 신호는 예를 들어 분자 결합 사건(들)(예컨대 핵산 듀플렉스 형성, 수용체-리간드 상호작용 등) 등으로서

세포 멤브레인을 가로질러 측정될 수 있다.

몇몇 실시양태에서, 미세유체 장치는 샘플 제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출력될 수 있는 샘플-관련 물질은 처리 후에 

장치로부터 나오는 임의의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화합물(들), 중합체(들), 집합체(들), 혼합물(들), 집단(들), 및/또는 

유기체(들)일 수 있다. 이러한 샘플-관련 물질은 그중에서도 입력된 샘플의 화학적으로 개질된(합성), 생물학적으로 

개질된, 정제된, 및/또는 소팅된 유도체일 수 있다.

미세유체 장치는 항목 II에 예시된 바와 같이 유체 취급( 및 저장) 및 검정을 수행하기 위해 별개의 구조 부분을 포함

할 수 있다. 상기 부분은 별개의 처리 및/또는 조작 단계를 수행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유체-취급 부분은 검정 부분으

로부터 격리되어 형성될 수 있고 검정 부분의 유체 네트워크 또는 유체 공간보다 더 3차원적인 유체 네트워크 또는 

유체 공간을 가질 수 있다. 유체-취급 부분은 수십 또는 수백 ㎕ 내지 약 5ml 이상의 유체 용량을 갖는 하나 이상의 

챔버를 포함하는, 임의의 적당한 부피를 갖는 유체 챔버를 가질 수 있다.

유체-취급 부분은 샘플을 수취하는 샘플 입력 부위(들)(포트), 및 시약을 보유 및 전달하고/하거나 폐기물을 수취하는

다수의 유체 저장기를 포함할 수 있다. 유체-취급 부분은 다소 더 큰 부피의 유체를 위해, 일부 경우에는 1㎕ 또는 1

ml보다 큰 부피를 위해 치수화될 수 있다. 또한, 유체-취급 부분은 하나 이상의 유체 통로에 의해 형성되고, 관심있는

분석물(들)을 폐기 물질로부터 분리하고, 예를 들어 분석물들(예컨대 핵산)을 하나 또는 다수의 세포를 포함하는 샘플

로부터 단리하기 위한 예비-처리 부위(들)를 포함할 수 있다. 유체-취급 부분은 일반적으로 비평면형 유체 네트워크 

또는 유체 공간을 한정할 수 있다. 비평면형 또는 3차원 유체 네트워크에서, 유체 네트워크의 하나 이상의 부분은 임

의의 공통 평면으로부터 2mm보다 더 크게 배치될 수 있다.

검정 부분은 최종 샘플 처리가 수행되고/되거나 검정 신호가 측정되는 부위를 제공한다. 검정 부분은 일반적으로 약 

50㎕ 미만, 바람직하게는 약 10㎕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 미만의 유체 챔버를 갖는 더 작은 샘플 부피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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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고 분석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검정 부분은 유체-취급 부분과 별도일 수 있다. 즉, 유체-취급 부분과 공유되지 않는 별개의 구성요소로 형성될 수 있

다. 따라서, 검정 부분은 격리되어 형성될 수 있고, 이후 유체-취급 부분에 부분들의 유체 구획을 유체적으로 연결하

도 록 부착될 수 있다.

검정 부분은 기판 부분 및 유체 장벽을 포함할 수 있다. 전자 회로가 기판과 유체 장벽 사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또

는 적어도 실질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기판 부분은 기판 부분의 표면 근처에서 유체 장벽과 함께 유체 공간을 공동으

로 한정할 수 있다. 전자 회로는 전자 회로(또는 회로들)의 박막 부분 또는 층을 포함할 수 있고, 여기서 박막 층은 또

한 기판의 표면 근처에 배치된다. 표면 근처에 있거나 최근접한 구조물은 기판의 반대쪽 표면보다 기판 표면에 더 가

깝다.

기판의 전기적 특성은 전자 회로, 특히 고체-상태 전자 스위칭 소자가 기판 및 유체 장벽에 상대적으로 배치되는 위

치를 결정할 수 있다. 기판은 반도체여서 전자 회로의 일부분이 기판 내에 예를 들어 n- 및 p-도핑에 의해 생성되게 

할 수 있다. 다르게는, 기판은 절연체일 수 있다. 이 경우, 전자 회로의 전부가 기판 외부에 담지될 수 있다. 적합한 기

판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박막의 침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 쌍의 반대 표면상에서 편평하거나 평면일 수 있다. 

기판은 적어도 실질적으로 규소, 갈륨 비화물, 게르마늄, 유리, 세라믹, 및/또는 알루미나 등을 포함하는 무기질일 수 

있다.

박막 전자 회로는 박막 또는 박막 층을 포함한다. 전자 회로의 각 박막 층은 회로의 작동에 직접적 또는 보조적 역할, 

즉, 그중에서도 전도성, 절연, 저항, 전기용량성, 게이팅, 및/또는 보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보호 및/또는 절연 역할

은 전기 절연, 화학적 절연을 제공하여 유체-중개된 부식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박막 층은 약 100㎛, 50㎛, 또는 20㎛

미만의 두께를 가질 수 있다. 다르게는, 또 는 부가적으로, 박막 층은 약 10nm, 20nm, 또는 50nm보다 큰 두께를 가

질 수 있다. 이러한 박막은 검정 부분의 전자 회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전자적이라고 기술되는 전자 

소자를 형성한다. 전자 소자는 검정 부분의 유체 구획내의 유체의 특성을 개질 및/또는 감지하도록 배열된다. 따라서,

전자 소자 및 박막 층의 부분들은 기판과 검정 부분의 유체 네트워크 또는 구획 사이에 배치될 수 있다. 예시적인 개

질 장치는 전극, 히터(예를 들어, 레지스터), 냉각기, 펌프, 및/또는 밸브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개질된 특성은 그중에

서도 분석물 분포 또는 유체 또는 유체 구획내의 위치, 분석물 이동성, 분석물 농도, 관련 샘플 성분에 대한 분석물의 

풍부도, 유체 유량, 유체 단리, 또는 유체/분석물 온도일 수 있다. 다르게는, 또는 부가적으로, 박막 장치는 유체 및/또

는 분석물 조건 또는 위치를 감시 또는 감지할 수 있다. 예시적인 감지 장치는 온도 센서, 유량 센서, pH 센서, 압력 센

서, 유체 센서, 광학 센서, 전류 센서, 전압 센서, 및/또는 분석물 센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변형 및 감지 장치를 조합

함으로써 피드백 제어, 예를 들어 검정 부분 내에서 유체 영역의 폐쇄 루프 온도 제어가 가능해질 수 있다.

검정 부분에 포함된 전자 회로는 선형적으로 반응하는 전기 회로와는 대조적으로 유연하다. 전자 회로는 반도체 소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및 고체-상태 전자 스위칭을 사용하여 더 적은 수의 입력-출력 라인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수의 전자 장치에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전자 회로는 그중에서도 전력/접지 라인, 데이터 입력 라

인, 화염 펄스 라인, 데이터 출력 라인, 및/또는 클록 라인을 포함하는 입력 및 출력 라인의 임의의 적당한 조합에 연결

되고/되거 나, 이들을 포함할 수 있다. 전력/접지 라인은 개질 및 감지 장치로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 입력 라

인은 켜질 장치(예를 들어, 히터(들) 또는 전극(들))를 지시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화염 펄스 라인은 칩에 외부

또는 내부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상기 라인은 개질 및/또는 감지 장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데이터의 특정한 집합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유발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데이터 출력 라인은 검지 부분의 회로로부터 데이터를, 예를 들어 감

지 장치로부터 디지털 데이터를 수취할 수 있다. 데이터 입력 및 출력 속도를 기준으로, 단일 데이터 입/출력 라인 또

는 다수의 데이터 입/출력 라인이 제공될 수 있다. 낮은 데이터 속도에서는 단일 데이터 입/출력 라인으로 충분하지만

, 더 높은 속도에서는, 예를 들어 다수의 박막 소자를 병렬로 구동시키기 위해, 하나 이상의 데이터 입력 라인 및 분리

된 데이터 입/출력 라인이 필요할 수 있다. 클록 라인은 제어기(하기 참조)로부터의 데이터의 송신 및 수신과 같은 처

리의 타이밍을 제공할 수 있다.

미세유체 장치는 제어 장치 또는 제어기에 의해 제어되도록 배열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세유체 장치는 제어기에 전기

적으로, 예를 들어 전도적으로, 전기용량적으로, 및/또는 유도적으로 커플링될 수 있다. 제어기는 전술된 임의의 입력 

및/또는 출력 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제어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하거나, 데이터를 저장하고/하거

나, 하나 이상의 검출기를 제공하고/하거나, 기계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어기의 예시적인 기능은 미세유

체 장치중의 유체, 샘플, 및/또는 분석물을 개질 및/또는 감지하기 위해 밸브, 펌프, 초음파기, 광원, 히터, 및/또는 냉

각기 등을 작동 및/또는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미세유체 장치, 유체-취급 부분, 검정 부분, 및 제어기의 추가의 측면은 항목 II에 기술되어 있다.

IV. 샘플



공개특허 10-2004-0038878

- 20 -

본원에 기술된 미세유체 시스템은 샘플을 처리하도록 배열된다. 샘플은 일반적으로 미세유체 시스템에 의해 수취되

고 관심있는 물질(또는 분석물)을 분석하거나 그를 제조 목적으로 개질하기 위해 처리된 관심있는 임의의 물질을 포

함한다. 샘플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의해 측정되는 관심있는 특성을 갖거나 시스템에 의해 유리하게 개질된다(예를 

들어, 정제, 소팅, 유도체화, 배양 등). 샘플은 임의의 화합물(들), 중합체(들), 집합체(들), 혼합물(들), 추출물(들), 착

물(들), 입자(들), 바이러스(들), 세포(들), 및/또는 이들의 조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관심있는 분석물 및/또는 물질은 

샘플의 임의의 부분을 형성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샘플의 주 성분, 부 성분, 또는 미량 성분일 수 있다.

샘플, 및 따라서 그에 함유된 분석물은 생물학적일 수 있다. 생물학적 샘플은 일반적으로 세포, 바이러스, 세포 추출물

, 세포-생성되거나 관련된 물질, 후보 또는 공지 세포 조절자, 및/또는 그의 인공 변형물일 수 있다. 세포는 임의의 단

세포 또는 다세포 유기체로부터의 진핵성 및/또는 원핵성 세포를 포함할 수 있고 임의의 유형 또는 유형의 집합의 것

일 수 있다. 세포-생성되거나 세포-관련된 물질은 그중에서도 핵산(DNA 또는 RNA), 단백질(예를 들어, 효소, 수용

체, 조절 인자, 리간드, 구조 단백질 등), 호르몬(예를 들어, 핵 호르몬, 프로스타글란딘, 류코트리엔, 산화질소, 환식 

누클레오티드, 펩티드 호르몬 등), 탄수화물(예컨대 모 노-, 디-, 또는 폴리사카라이드, 글리칸, 글리코프로틴 등), 이

온(예컨대 칼슘, 나트륨, 칼륨, 클로라이드, 리튬, 철 등), 및/또는 다른 대사산물 또는 세포-내포 물질을 포함할 수 있

다.

생물학적 샘플은 임상 샘플, 연구 샘플, 환경 샘플, 법정 샘플, 및/또는 산업 샘플일 수 있다. 임상 샘플은 진찰 및/또는

예후 목적을 위해 수득된 임의의 인간 또는 동물 샘플을 포함할 수 있다. 예시적인 임상적 샘플은 혈액(혈장, 전체 혈

액, 또는 세포), 림프, 소변, 대변, 위 내용물, 담즙, 정액, 점액, 질 분비액, 뇌척수 유체, 타액, 땀, 눈물, 피부, 모발, 조

직 생체검사, 유체 가사액, 외과 샘플, 및/또는 종양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연구 샘플은 생물학적 및/또는 생의학적 연

구와 관련된 임의의 샘플, 예컨대 배양된 세포 또는 바이러스(그중 야생형, 조작, 및/또는 돌연변이), 그의 추출물, 부

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정제된 세포 물질, 세포로부터 분비된 물질, 약물 스크린에 관련된 물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환경 샘플은 그중에서도 생물학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분석 또는 조작되는 토양, 공기, 물, 식물, 및/또는 인공 구조물

을 포함할 수 있다.

샘플은 비생물학적일 수 있다. 비생물학적 샘플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샘플로서 정의되지 않는 임의의 샘플을 포함

한다. 비생물학적 샘플은 임의의 적당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중합체, 및/또는 혼합물의 존재/부재, 수준, 크기, 및/

또는 구조에 대해 분석될 수 있다. 적합한 비생물학적 샘플은 환경 샘플(예컨대 토양, 공기, 물 등으로부터의 샘플), 

합성적으로 제조된 물질, 및/또는 산업적으로 유도된 생성물 또는 폐기 물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샘플은 고체, 액체 및/또는 기체일 수 있다. 샘플은 미세유체 시스템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예비-처리되거나 또는 직접

도입될 수 있다. 시스템 외부에서의 예비-처리는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배양, 호르몬 처리 등), 및/또는 물리적 

처리(예를 들어, 열, 압력, 복사, 초음파 붕괴, 유체와의 혼합 등)를 포함할 수 있다. 고체 샘플(예를 들어, 조직, 토양 

등)은 미세유체 장치로 도입되기 전 또는 후에 유체에 용해 또는 분산될 수 있고/있거나 관심있는 분석물은 미세유체 

시스템내에서 고체 샘플로부터 유체로 방출될 수 있다. 액체 및/또는 기체 샘플은 시스템 외부에서 예비-처리되고/되

거나 직접 도입될 수 있다.

V. 검정

미세유체 시스템은 입력된 샘플의 측면을 검정(분석/시험)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생물학적 또는 비생물학적 샘플

의 임의의 적당한 측면이 미세유체 시스템에 의해 분석될 수 있다. 적합한 측면은 샘플에 의해 담지된 하나 이상의 분

석물의 특성과 관련될 수 있다. 상기 특성은 존재/부재, 수준(예컨대 세포중의 RNA 또는 단백질의 발현 수준), 크기, 

구조, 활성(예컨대 효소 또는 생물학적 활성), 세포 내에서의 위치, 및/또는 세포 표현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구조는 

1차 구조(그중에서도 예컨대 누클레오티드 또는 단백질 서열, 중합체 구조, 이성질체 구조(들), 또는 화학적 개질), 2

차 또는 3차 구조(예컨대 국소 접힘 또는 더욱 고차의 접힘), 및/또는 4차 구조(예컨대 분자간 상호작용)를 포함할 수 

있다. 세포 표현형은 세포 상태, 전기 활성, 세포 형태, 세포 운동, 세포 본성, 및/또는 리포터 유전자 활성 등에 관련될

수 있다.

미세유체 검정은 하나 이상의 핵산의 존재/부재 또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분석되는 각각의 핵산은 단일 분자로서,

또는 더욱 전형적으로는 다수의 분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 다수의 분자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고/동일하거

나, 동일한 20개 이상의 접촉된 염기의 영역을 일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본원에서, 핵산(핵산 화학종)은 일반적으

로 공유 결합된 단량체 하위단위의 쇄로서 형성된 핵산 중합체 또는 폴리누클레오티드를 포함한다. 단량체 하위단위

는 아데닌, 시토신, 우아닌, 우라실, 티민, 하이폭산틴, 크산틴, 또는 이노신의 염기중 임의의 것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폴리리보핵산(RNA) 및/또는 폴리데옥시리보핵산(DNA)을 형성할 수 있다. 다르게는, 또는 부가적으로, 핵산은 예를 

들어 메틸화 염기, 펩티드 핵산, 및/또는 황-치환된 주쇄 등을 포함하는 천연 또는 합성 유도체일 수 있다. 핵산은 단

일, 이중, 및/또는 삼중-스트랜드일 수 있고, 야생형, 또는 그의 재조합, 삭제, 삽입, 역전, 재배열, 및/또는 점 돌연변

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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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산 분석은 샘플을 시험하여 샘플중의 하나 이상의 핵산 화학종(DNA 및/또는 RNA)의 존재/부재, 양, 크기, 1차 서

열, 일체성, 개질, 및/또는 스트랜드성을 측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분석은 유전자형 정보를 제공하고/하거나 그중

특정 유전자(들) 또는 유전 영역(들)으로부터의 유전자 발현을 측정할 수 있다.

유전자형 정보는 샘플중의 병원성 종과 같은 미생물의 동정 및/또는 정량에 사용될 수 있다. 예시적인 병원성 유기체

는 HIV, 간염 바이러스, 광견병, 인플루엔자, CMV, 헤르페스 바이러스, 유두종 바이러스, 코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바

이러스; 에스. 아우레스(S. aureus), 씨. 퍼프린겐스(C. perfringens), 브이. 파라헤몰 리티쿠스(V. parahaemolyticus

), 에스. 티피무리움(S.typhimurium), 비. 안트라시스(B. anthracis), 씨. 보툴리눔(C. botulinum), 이. 콜리(E. coli) 등

과 같은 박테리아; 그중에서도 칸디다, 코키디오이데스(Coccidioides), 블라스토미세스(Blastomyces), 히스토플라스

마(Histoplasma), 아스퍼길루스(Aspergillus), 지고미세테스(Zygomycetes), 푸사리움(Fusarium) 및 트리코스포론(

Trichosporon) 속에 포함되는 것과 같은 균류; 그중에서도 플라스모디아(Plasmodia)(예를 들어, 피. 비박스(P. viva

x), 피. 파시파룸(P. falciparum), 및 피. 말라리아에(P. malariae) 등), 지. 람블리아(G. lamblia), 이. 히스톨리티카(E.

histolitica), 크립토스포리디움(Cryptosporidium), 및 엔. 포울레리(N. fowleri)와 같은 원생 동물을 포함할 수 있으

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분석은 예를 들어 인간, 동물, 식물, 음식, 토양, 또는 물이 특정 미생물(들)에 감염되거나 이

를 보유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에, 분석은 또한 존재하는 특정 균주(들)에 대한 특정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유전자형 분석은 임상 또는 법정 분석을 위한,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 영역의 존재/부재, 복제 수, 및/또는 서열을 결

정하기 위한 유전자 스크리닝을 포함할 수 있다. 유전자 스크리닝은 태아 또는 출생후 진단, 예를 들어 출생 결함을 스

크리닝하거나, 유전자 질병 및/또는 단일-누클레오티드 다형성을 동정하거나, 종양을 특성분석하는데 적합할 수 있

다. 유전자 스크리닝은 또한 환자 관리, 예를 들어 약물 선택, 환자 상담 등에서 의사를 보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법

정 분석은 유전자형 분석,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 사람을 동정하거나, 범죄 현장에 사람에 있었 는지를 확인하거나, 혈

통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몇몇 실시양태에서, 핵산은 단일 핵 다형성을 갖고 있고/있거나 그에 대해 분석될 수

있다.

미세유체 시스템은 유전자 발현을 정량적(발현의 양) 또는 정성적(발현의 유무)으로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유전

자 발현 분석은 RNA상에 직접 수행되거나, 예를 들어 역 전사효소를 사용하여 샘플 RNA를 주형으로서 사용하여 합

성된 상보 DNA상에 수행될 수 있다. 상보 DNA는 예컨대 항목 II에 기술된 실시양태에서와 같은 미세유체 장치내에

서, 예를 들어 검정 부분에서, 또는 장치 외부에서, 즉 샘플 입력 전에 합성될 수 있다.

발현 분석은 그중에서도 의학 목적 또는 연구 목적에 이로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별 유전자 또는 유전자 집합의 발

현 분석(프로파일링)은 사람의 건강을 확인 또는 예측하거나, 약물(들) 또는 다른 치료 등의 선택을 안내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다르게는, 또는 부가적으로, 발현은 연구 용도, 예컨대 리포터 유전자 분석, 및/또는 스크리닝 라이브러리(

예를 들어, 화학적 복합물, 펩티드, 항체, 파지, 박테리아 등의 라이브러리) 등에 유용할 수 있다.

검정은 분석물의 특성이 측정될 수 있게 하는 처리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처리 단계는 라벨링, 증대, 및/또는 

수용체(들)에의 결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라벨링은 분석물의 검출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행될 수 있다. 적합한 라벨은 분석물에 공유적으로 또는 비공유적

으로 커플링될 수 있고 광학적으로 검출가능한 염료(형광발색단, 발색단, 에너지 전달 그룹 등), 및/또는 특정 결합 쌍

의 멤 버(SBP, 예컨대 비오틴, 디곡시게닌, 에피토프 태그 등; 표 1 참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라벨의 커플링은 효소 

반응, 그중에서도 예컨대 핵산-주형 복제(또는 결찰), 단백질 포스포릴화, 및/또는 메틸화에 의해 수행될 수 있거나,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예를 들어, 그중에서도 광- 또는 열-촉매화) 수행될 수 있다.

핵산 분석을 위해, 증대는 핵산 검출의 감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수행될 수 있다. 증대는 표적 핵산 종의 풍부도(분자 

수) 또는 표적 종내의 영역을 선택적으로 증가시키는 임의의 처리이다. 증대는 열 사이클링(예를 들어, 폴리머라제 쇄

반응, 및/또는 리가제 쇄 반응 등)을 포함할 수 있거나 또는 등온성(예를 들어, 스트랜드 치환 증대)일 수 있다. 증대의

추가의 측면은 상기 항목 II에 기술되어 있다.

수용체 결합은 분석물(또는 분석물의 존재에 의해 주형화되거나 그로부터 유발된 반응 생성물)을, 상기 분석물과 특

정하게 결합하는 수용체와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수용체(들)는 미세유체 구획에 예를 들어 어레이 내에 부착되

거나 그 안에 고정된 위치를 가질 수 있거나, 구획 전체에 걸쳐 분포될 수 있다. 특정 결합은 혼합물중에서 의도된 파

트너에 대해 고도로 선택적이고, 일반적으로 혼합물중의 다른 잔기의 결합은 배제되는 결합을 의미한다. 특정 결합은

약 10 -4 M 미만의 결합 계수를 특징으로 할 수 있고, 바람직한 특정 결합 계수는 약 10 -5 M, 10 -7 M, 또는 10 -9

M 미만이다. 수용체-분석물 상호작용에 적합할 수 있는 예시적인 특정 결합 쌍은 하기 표 1에 열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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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 1 SBP 멤버 제 2 SBP 멤버

비오틴 아비딘 또는 스트렙타비딘

항원 항체

탄수화물 렉틴 또는 탄수화물 수용체

DNA 안티센스 DNA; 단백질

효소 기질 효소; 단백질

히스티딘 NTA(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IgG 단백질 A 또는 단백질 G

RNA 안티센스 또는 다른 RNA; 단백질

샘플 검정, 특히 샘플중의 핵산 분석물의 검정의 추가적인 측면은 상기 항목 I 및 II에 기술되어 있다.

상기에 제시된 개시내용은 본 발명의 다수의 개별 실시양태를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 실시양태 각각이 특정

한 형태로 개시되었지만, 본원에 개시되고 예시된 그의 특정 실시양태는 다양한 변형태가 가능하므로 한정하는 것으

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본 개시내용의 주제는 따라서 본원에 개시된 다양한 요소, 특징, 기능 및/또는 특성의 신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조합 및/또는 하위조합 모두를 포함한다. 유사하게, 청구범위가 '하나' 또는 '제 1' 요소 또는 그의 

동등물을 기술하지만, 상기 청구범위는 하나 이상의 상기 요소의 혼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기 요소 둘 이상을 필요

로 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미세유체 시스템은 묽고/묽거나 복잡한 샘플을 사용하여 더욱 민감하고/하거나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

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표적 및 비표적 핵산(74)의 핵산 혼합물(60)중의 핵산 표적(72)의 분석 방법(40)으로서,

핵산 혼합물(60)을 기판(68)상에 형성된 전자기기(66)에 포함된 전극(80)으로 끌어당기는 단계(50);

표적을 전극(80) 근처에 배치된 수용체(78)에 결합시킴에 의해 표적(72)을 선택적으로 보유하는 단계(52);

미보유된 핵산(74)을 제거함에 의해 혼합물(60)을 표적(72)으로 부화(enrich)시키는 단계(54); 및

표적(72)을 부화된 혼합물로부터 증대시키는 단계(44)를 포함하는 핵산 표적의 분석 방법(40).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부화 단계(54)가 미보유된 핵산(74)을 기계적 구동 유동(76)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방

법(40).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이동이 가열 및 수용체(78)로의 전기장 인가중 하나 이상에 의해 결정되는 결합 엄중성(stringency)하에 수행되는 방

법(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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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끌어당기는 단계(50) 및 보유하는 단계(52)가 제 1 구획(164)에서 수행되고, 증대 단계가 별개의 제 2 구획(166)에서

수행되는 방법(40).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증대된 표적을 검출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40).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수용체(78)가 표적(72)에 대해 적어도 실질적으로 상보적인 핵산이고, 상기 핵산이 전극(80)에 연결되는 방법(40).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수용체(78)가 제 1 수용체이고, 상기 방법(40)이 제 2 수용체를 증대된 표적과 접촉시켜 증대된 표적을 검정하는 단

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제 2 수용체가 표적(72)에 선택적으로 결합되도록 배열되는 방법(40).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제 1 및 제 2 수용체가 동일한 방법(40).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제 1 및 제 2 수용체가 구조적으로 구별되고 공간적으로 격리되는 방법(40).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증대 단계 이전에 보유된 표적을 이동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40).

청구항 11.
핵산 표적(72)을 포함하는 핵산 혼합물(60)중의 핵산 표적(72)을 분석하기 위한 미세유체 장치(114)로서,

챔버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한정하며 기판(260) 및 상기 기판상에 형성된 전자기기(158)를 포함하고, 상기 전자기기(

158)가 적어도 각각 작동하여 챔버 내에 전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 제 1 및 제 2 전극(272)을 포함하는 기판 부분(258

); 및 표적(72)을 특정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것으로, 서로 구별되고 각각 제 1 및 제 2 전극(272)에 연결되는 제 1 

및 제 2 수용체(78)를 포함하는 미세유체 장치(114).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챔버가 다수의 챔버이고, 제 1 및 제 2 전극(272)이 상이한 챔버에 배치된 미세유체 장치(114).

청구항 13.
표적(72) 및 비표적 핵산(74)의 핵산 혼합물(60)중의 핵산 표적(72)을 분석하기 위한 미세유체 장치(114)로서,

유체적으로 연결된 제 1 및 제 2 챔버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한정하며 기판(260) 및 상기 기판상에 형성된 전자기기(1

58)를 포함하고, 상기 전자기기는 제 1 챔버에서 전기장을 형성하도록 작동될 수 있는 제 1 전극(272) 및 제 2 챔버에

서 전기장을 형성하도록 작동될 수 있는 제 2 전극(272)을 포함하는, 기판 부분(258);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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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72)으로의 특정한 결합을 위한, 각각 제 1 및 제 2 전극(272)에 연결되는 제 1 및 제 2 수용체(78)를 포함하는 

미세유체 장치(114).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전자기기(158)가 표적(72)의 제 1 수용체(78)에의 결합을 역전하도록 작동될 수 있는 가열 장치를 포함하는 미세유

체 장치(114).

청구항 15.
제 11 항 내지 제 1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기판 부분(258)에 연결되고 유체를 기계적 구동 유동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챔버를 통해 이동시키도록 배열된 

유체-취급 부분(142)을 추가로 포함하는 미세유체 장치.

청구항 16.
표적 및 비표적 핵산(74)의 핵산 혼합물(60)중의 핵산 표적(72)을 분석하기 위한 미세유체 장치(62)로서,

기판(68) 상에 형성된 전자기기(66)에 포함된 전극(80)을 포함하는, 핵산 혼합물을 끌어당기기 위한 수단;

끌어당기기 위한 수단 근처에 표적(72)을 선택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수단;

미보유된 핵산(74)을 제거하여 혼합물(60)을 표적(72)으로 부화시키기 위한 수단; 및

부화된 혼합물을 열 사이클링하여 부화된 혼합물로부터 표적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미세유체 장치(62).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증대된 표적을 검정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미세유체 장치(62).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제거 수단이 유체를 기계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미세유체 장치.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열 사이클링 수단이 전자기기(66)에 포함되는 미세유체 장치.

청구항 20.
핵산 혼합물(60)중의 핵산 표적(72)을 분석하는 미세유체 장치(62)로서,

혼합물(60)로부터 표적(72)을 예비선별하기 위한 수단(42);

예비선별된 표적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44); 및

증대 후 예비선별된 표적을 검정하기 위한 수단(46)을 포함하는 미세유체 장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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