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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광산란 기술을 이용한 다중-부분식별 분석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입자분석방법,  보다  상세하게는  세포화학적  염색기술,  또는  물질을  이용하지 
않고서,  코울터형(Coulter形)의  기술을  이용하여,  예를들면  5가지형  백혈구와  같은  개별적 혈액세포
의 선택적이며, 식별적이고, 차분적인 분류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세포화학적  염색법을  이용하지  않고서,  세포화학류  장치에  의하여,  백혈구가  임파구,  단구, 과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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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가지 주된 형식으로 식별되고, 분류될 수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한 방법중의 하나는, 90도, 즉, 고각도 광산란과 결합된 저각 광산란의 이용을 포함한다.

어떠한  방법론은,  전체  혈액  희석액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적혈구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해제를 사용
한다.

다른  방법론들은  피콜(Ficol),  덱스트란(Dextran),  '버피코우트(Buffy  coat)'  등과  같은  밀도  또는 
원심분리 기술에 의존한다.

부가적으로,  어떤  방법론들은  면역학적인  기능에  의하여  임파구  부분집합을  더욱  세분하기  위하여 
세포화학적 염색을 이용한다.

미합중국,  히알리이  플로리다에  소재하는  코울터  일렉트로닉스  인코포레이티둬에  양도된  에스.  엘. 
레디스(S.L.  Ledis)  및  에이치.  알.  크류스(H.R.  Crews)에  한  PCT./US85/00868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약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4개의  구분적인  모집단으로  차분되는  것을  보여주는  시스템 
및 기술을 개시한다.

즉,  적혈구가  표본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제거되고,  과립구  부집단(副集團),  즉  호산구가  분리되는데, 
상술한  기술들에  있어서는,  단지  3개의  구별적인  모집단이  보여지고  명시되며,  호산구는  다른  하위 
모집단들과 구별되지 않게 된다.

상기 기술은,  저각 광산란 및  흡수의 조합에 의하여 4개의 구분적인 군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세포 
화학적으로  세포를  염색함으로써  4부분  백혈구  차분-임파구,  단구,  호중구,  및  호산구-를  얻기  위한 
방법 및 수단을 기술한다. 이 흡수는, 축방향 광손실의 성분이다.

또한,  미합중국  특허  제3,502,974호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전기적  '불투명도'가  특정세포  또는 
클러스터를  검출하기  위한  개별적인  파라미터로서  플롯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34개의  집단이  다시 
한번 차분되고, 확실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호중구,  호산구  및  호염기구의  과립구  부집단들이  과립구클러스터  데이타  내에 
있게 되어, 이들 3하위 모집단의 구별을 못하게 된다.

선행기술문헌,  과학잡지  및  보고서들은  표본을  비추고  탐색하는데에  사용되는  비임의  축에  한 여
러가지 각 위치에서의 광분산 기술의 사용을 예시하거나, 기술하거나,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유용한  선행물질들의  부분의  광축에  하여,  광교차각을  0도  내지  23도  또는 
0도 내지 90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본  발명은,  생물학적  세포  표본내에서  고속으로,  정확하게,  세포형들을  상호간으로부터  분석  및 분
리하는데 사용되는 새롭고, 유용하며 명백한 생물학적 세포의 계산, 측정 및 식별방법을 제공한다.

넓게  말하면,  본  발명은,  수력학적으로  집속된  입자의  흐름의  형태인  생물학적  표본이  전자기적 방
사에너지인 레이저관의 점집속된 광선 내를 통하여 지나가는 구조적 조합을 제공한다.

레이저  에너지의  광축에  관하여  적절히  배치된  광응답수단은,  각  세포의  통로의  광출력  펄스를 제공
한다.  유체흐름 경로내의 전기적으로 전도적인 접점은,  각  세포의 코울터 DC  양  및  RF/DC  코울터 불
투명도 탐색의 결과로서 부가적인 전기적 펄스를 제공한다.

적절한  전자회로의  수단에  의하여  이들  출력펄스  또는  신호들은  최소한  5개의  상이한  백혈구형을 규
정하기  위하여  조합될  수  있으며,  비록  어떤  통계적으로  적지  않은  공통세포  부집단은  사실상 그들
의  기본적  세포종류에  의하여  마스크되고  있는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하나의  세포종류를  다른 것으로
부터 구별한다.

본 발명은,  또한,  광산란 기술만에 의하여 또한 코울터형의 DC  및  RF  기술의 조합에 의하여 하나 이
상의 다중 생물학적 세포형의 데이타 표본을 만들어 내는 방법과 관계가 있다.

보다  상세하게는,  이하에서  중간각도  광산란(MALS)으로  특징지워지는  10도  내지  70도의  레이저  축에 
한  각도의  범위에서의  마스크된  레이저  광선의  출력  구역내에  배열된  광응답  펄스발생 조립체로부

터 파생된 정보 또는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신규의 방법론이 본 발명에 의하여 제공된다.

본  출원은  이하에  열거하는  특허  및/또한  출원인  및  회사와  관련한  것이며  이들을  참조함으로써 필
요하거나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부가적인 설명적인 상세한 내용을 의존한다.

'전체  혈액  표본으로부터  적혈구의  분리,  식별  및/또는  분석용  방법  및  시약계'는  1987년  3월 13일
에  출원된  미합중국  특허  출원번호  제07/025,303호로서,  출원인은  스티븐  앨.  레디스  등이며  본 출
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

1987년  3월  13일  출원된  월러스  에이치  코울터  등의  명의의  동시  계류중인  미합중국  특허  출원번호 
제07/025,337호 '생물학적 반응을 촉진하기 위한 소량의 표본을 급속하게 혼합하는 방법 및 장치'

1986년  10월  21일에  출원된  월러스  에이치  코울터  등의  미합중국  특허출원번호  제06/921,654호는 '
입자의  저항  및  리액턴스를  측정하기  위한  입자  분석기'이라는  명칭으로서,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

1950년  초반의  개념정립으로부터,  윌러스  에이치.  코울터에  의하여  발명된  입자  계산  및  분립의 
원리는  코울터에  의한  시초적인  미합중국  특허  제2,656,508호에  나타난  바와  같은  유체현탁액 내에
서  조작되는  현미경적  입자들의  전자적  계산,  분립,  연구  및  분석용  방법  및  유통장치들을  다수개 
출현시켰다.

이러한  종래의  기술구성에  있어서는,  해당  본체  또는  현탁액의  공동부내에  전극을  매달음으로써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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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병 또는 방 사이에 직류전류가 형성된다.

2개의  본체  사이의  유체연통은  구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류  및  전계가  구멍내에 형성된
다.

구멍과,  이  구멍  안쪽  및  구멍  내의  전장은  감지영역을  구성한다.  각  입자가  감지영역을  통과함에 
따라,  통과시간  동안,  감지영역의  내용물의  임피던스가  변화되며,  이에  의하여  감지영역  내의  전류 
및 전계가 변조되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적절히 배치된 검출기에 인가되는 신호를 발생시킨다.

히알리이,  플로리다에  소재하는  코울터  일렉트로닉스,  인코포레이티드에  양도된  더블류.  에이치. 코
울터  및  더블유.  알.  호그에  한  미합중국  특허  제3,502,974호는  현미경적  통로를  통한  유제 현탁
액  입자의  통과의  결과로서의  신호를  발생하고,  검출함으로써  이러한  통과에  응답하는 입자분석장치
를 기술한다.

신호는,  입자의  통과에  기인하여  경로  내에서  발생되는  전류변화와  관련되며,  이러한  변화는  주로 
입자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저항성 및 용량성 전류성분들을 포함한다.

경로  내의  전류는,  적어도  무선주파수,  바람직하게는  기타의  다른  주파수파의  조합에  의한  전류여기 
수단에  의하여  마련된다;  그러나,  주파수  스펙트럼  내의  위치  및/또는  이들의  동상관계  때문에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신호들이라면 어떠한 2개의 상이한 주파수도 적당하다.

적어도  2개의  결과적인  신호들은  각  입자로부터  파생되며,  각  입자의  하나  이상의  물리적  특성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같은  크기일지라도  상이한  물질의  입자들도  개별적으로 
탐색된다.

히알리이,  플로리다에  소재하는  코울터  일렉트로닉스,  인코포레이티드에  양도된  더블유.  에이치 코
울터  및  더블유.  알.  호그에  한  미합중국  특허  제3,502,973호(제3,502,974호의  부분  연속)는, 코
울터형의  종래의  입자분석장치로  부터의  펄스열을  수납하기  위한  2개의  채널이  있으며,  각  펄스는 
통상  동일한  입자에  의해  입자분석장치  내에서  만들어진  동반펄스를  가지고,  펄스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신호를 얻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는 장치를 개시한다.

다수개의  실시예에  있어서,  하나의  펄스는  특별한  인자와  관련하여  감소되고,  그후, 드레쉬호울드회
로내에서 다른 펄스와 비교되며, 따라서 특정범위의 펄스들만이 출력신호를 만들어 낸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는,  여러쌍의  드레쉬호울드의  수단에  의하여  전자창(Electronic  window)이 형
성되며,  각  쌍의  하나의  신호는  주어진  범위를  규정하는  2개의  신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2개의 감소
기내에서 감소 처리된다. 범위내에 들어가는 관계에서만 출력신호가 발생된다.

히알리이,  플로리다에  소재하는  코울터  일렉트로닉스,  인코포레이티드에  양도된  윌러스  에이치. 코
울터에  한  미합중국  특허  제4,527,114호는,  개별적인  입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액상  현탸ㄱ류가 소
정의  경로를  따라  진행되는  플로우(Flow)실을  가지는  플로우셀을  포함하며  구성되는  입자분석장치를 
개시한다;  한쌍의  전극은  소정경로의  향하는  측들에  위치되며,  전극중의  하나는  주어진  입장의 길
이  보다  작은  소정경로에  평행한  폭으로  된  한쪽  끝단을  가지고,  전극의  끝단은  소정경로에 근접하
여 베치

히알리이,  플로리다에  소재하는  코울터  일렉트르닉스,  인코프레이티드에  양도된  마이클  알, 그로브
즈  및  윌러스  에이치.  코울터에  한  미합중국  특허  제4,298,836호는  액체류  내에  있는  입자들이 임
피던스  오리피스(Orifice)를  통과하도록  수력학적으로  집속되고,  입자크기의  신호표본을  만들기 위
하여  저주파  전류원이  구멍을  통해  전류를  공급하며,  입자의  크기  및  내부저항의  신호표본을  만들기 
위하여  고주파  전류원이  구멍을  통해  전류를  공급하며,  검출기는  입자의  길이를  결정하며,  디지탈 
컴퓨터는 각 입자에 한 신호를 상관함과 동시에, 그의 형상이다.

변형도  또는  정상적인  형상의  정도,  진정한  크기  및  내부저항치를  계산하는  장치  및  방법을 기술한
다.

히알리이,  플로리다에  소재하는  코울터  일렉트로닉스,  인코포레이티드에  양도된  윌리엄  에이.  뉴튼 
및  마샬  디.  그레함에  한  미합중국  특허  제4,420,720호는  개별적으로  포함되는  입자들을  가지는 
현탁액의  흐름이  소정경로를  따라  흐르고;  한쌍의  중앙전극이  소정  경로의  마주보는  쪽에  위치하며; 
중앙전극들은  그들  사이에  감지전계를  마련하도록  전력이  공급되며,  2쌍의  외부전극들은  1쌍씩이 중
앙전극의  각각의  옆에  위치되며;  외부전극들은  소정경로를  따라서  감응장의  폭을  좁히도록  중앙판의 
감응장의  방향으로  이들의  전장이  튀어나올  수  있게끔  배향  및/또는  전력을  공급받게  되는 입자분석
기를 기술한다.

부가적으로  중앙판  사이의  전장은  부가적인  방향으로  집속될  수  있으며,  감응전극  구성은  구멍과 함
께 또는 구멍 없이, 또는 물질의 표면상에서, 플로우셀 내에 실현될 수 있다.

히알리이,  플로리다에  소재하는  코울터  일렉트로닉스,  인코포레이티드에  양도된  죤  디.  홀링거  및 
라울  아이.  페드르소에  한  미합중국  특허  제4,515,274호는  입자가  통과하고  분석되는  입자 감지구
멍에  의하여  유체가  연통하도록  접속된  한쌍의  채널을  가지는  플로우셀과;  플로우실을  구획하도록 
하류쪽  채널의  끝단에  착설된  노즐과;  입자의  흐름을  수력학적오로집속하고,  노즐로부터  입자의 흐
름을  피포액내로  분사하기  위하여  유실의  바닥부로  도입되는  피포액과;  액체분사로부터  방울을 만들
어 내고, 

히알리이,  플로리다에  소재하는  코울터  일렉트로닉스에  양도된  로버트  씨  레이프에  한  미합중국 
특허  제4,348,107호는  광학적으로  깨끗한  구형  요소  내에  위치된  구멍을  통과하는  유동흐름  내를 현
탁된  입자에  한  광학적  측정  및  전기적  양측정을  동시에  행하기  위한  전자-광학  변환기를 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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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예시의 목적으로,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히스토그램'은  단일  변수에  한  주파수  분포의  그래프로서  정의되며  변수는  X축에  그려지고, '#'
으로 표시된 주파수는 Y축에 그려진 2차원적인 그래프로 나타낸다.

또한,  히스토그램은  컴퓨터  또는  다른  형태의  전기회로  내에  나타낸  바와  같은  그러한  그래프의 요
약 수치표로서 정의된다.

'매트릭스'는  2개의  변수에  한  주파수분포의  그래프로서  정의되며  하나의  변수는  X축상에,  두번째 
변수는  Y축상에  그려지며,  주파수  또는  계수치가  등-계수  윤곽선으로  그려진  3차원적 윤곽그래프이
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의 등-계수 윤곽선이 모집단의 개요을 보이도록 표시된다.

또한  매트릭스는  컴퓨터  또는  다른  전기회로  내에  표현된  바와  같은  그래프의  용약수치표로서 정의
된다.

본 명세서 내에서 매트릭스를 기술할 때, X축 변수가 먼저 열거되고, 그 후에 Y축 변수가 열거된다.

'파라미터'는,  이하의  명세서  내용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은  본  발명에  있어서는  독립변수와 동의어
이며,  플로우세포  계측기  내에서  분석될  입자  또는  세포들로부터  얻어진  동시적,  독립적인  측정치 
중 어떤 것을 나타낸다.

어떠한  수학적  함수에  의하여,  2  또는  그  이상의  정수의  조합은  다른  정수를  지배하는  것으로서 정
의된다.

'게이팅(Gating)'은,  하나  이상의  다른  파라미터를  질문하면서,  다중  파라미터  데이타로부터  한개의 
파라미터의 히스토그램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여과 과정으로서 정의된다.

플로우셀을  통과하는  단일  백혈구  세포의  통과로서,  파라미터  변환기에  의한  세포측정인  각 사상
(Event)에  하여,  게이팅에  사용되는  각  파라미터에  상당하는  측정치를  하나  또는  두개의  기준치 
또는  드레쉬호울드치와  비교되고,  드레쉬  호울드의  아래,  드레쉬  호울드의  위,  또는  2개의  드레쉬 
호울드의 사이에 있는 것을 '검사' 받는다.

만약  이러한  검사가  고려되는  모든  게이팅  정수에  한  진리치의  결과를  산출한다면,  사상은 히스트
그램 내에 포함된다.

또한, 게이팅은 매트릭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게이팅을 사용함으로써, 복합-정수 데이타의 분속 및 그래프적 표현을 단순화할 수 있다.

'저각도  광산란(Low  angle  light  scatter)',  LALS는,  레이저  광선축에  하여  0도를  포함하며  10도 
아래에서 얻어지는 광산란 정보로서 정의된다.

'고각도  광산란(High  angle  light  scatter)'  HALS는,  레이저축에  하여  90도로  중심을  둔  광산란 
정보로서 정의된다.

'중간각도  광산란(Median  angle  light  scatter)'  MALS는,  10도  및  70도  사이의  각도에서  얻어지는 
광산란 정보로서 정의된다.

'비임댐프'는,  레이저  광선과  플로우셀  사이의  교차에  의하여  검출기를  가로질러  수평선으로  통상 
나타나며,  검출한  광산란  신호를  열화하는  소망하지  않는  레이저  광선을  제거하기  위한  장애물로서 
정의된다.

'마스크'는  0도  즉,  측  상의 레이저광선 정보 뿐만 아니라,  저각도 광산란 정보와 같은 불필요한 정
보를 제거하는 원형 또는 타원형 장애물로서 정의되며, 검출기에 의하여 이 정보의 수납을 
방지한다.  이하의  내용에  있어서,  또한  본  명세서  전반을  통하여,  광산란  각도들은,  기술되어질 구
멍 또는 감응영역 내의 생물학적 세포를 지나가는 광의 각도로서 정의된다.

간단히 말해서 광검출기 조립체에 닿는 산란된 광의 각도는 표본 희석류 및/또는 수력학적 
피포용액,  공기  그밖의  파라미터의  굴절계수의  차이와,  스넬(Snell)의  법칙에  의하여  예견되는  바와 
같은 플로우셀(10)의 구성에 의거한 구멍내에 진정한 각들과 다를 수 있다.

제1도는,  본  발명의  방법  및  작용을  채용한  입자분석  장치의  일예를  도시한다.  제1도의  장치는, 플
로우셀(10)로서  특정지워지는,  가늘고  긴  원통형  부재를  포함한다.  플로우셀(10)은  예를  들면 용융
된 실리카, 석영 또는 사파이어와 같은 어떠한 광학적으로 투명한 물질도 가능하다.

생물학적  세포표본이  본  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았으나  공지의  수단에  의하여  수력학적 집속류(14)로
서  지나가거나  흘러가게  되는,  좁아지거나  또는  목형상으로  된  구멍(12)만  제외하고는 플로우셀(1
0)의 내부분은 그의 길이를 통하여 원통형상으로 되어 있다. 부재(10)의 외부벽면(15)은 
원통형이며,  또한  이하의  기술에서  명백해질  목적을  위한  광학적  평탄면(16)을  포함한다.  렌즈 시스
템(18)은,  바람직하게는  레이저(22)로  된  전자광  에너지의  비임(20)을  구멍(12)에서  한점에 집속시
킨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레이저는  632.8mm로  방출되는  헬륨-네온  레이저이다.  예를  들면  48mm 
파장으로  방출되는  레이저도,  이하에서  기술되는  것에  유사한  결과를  산출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산란  방사  수납기로서  작용하는  광검출  조립체  구조(24)는  레이저  방사되는  광의  축(26)에  수직인 
평면에 위치하며, 축(26)을 중심으로 위치한다.

광검출  조립체(24)는  앞서  정의된  바와  같이  마스크(28)를  가진  광  검출기(25)  및  비임  댐프(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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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광검출기(25)는,  예를  들면  광전자  증배관과  같은,  어떠한  형식의  광감응  전기장치도  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광검출기(25)는  박텍(Vactec)사에  의하여  제조되는  VTS3081형의  실리콘  기전형 
검출기이다.

광검출 조립체(24)의 중앙부분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광산란 마스크(28)가 설치된다.

마스크(28)는,  상술한  바와  같이,  상이한  구성의  플로우셀(10)로부터  등가의  광산란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바와  같은  원형,  타원형,  또는  기타의  형상이  될  수  있다.  마스크(28)는  레이저  광선(20)과 
동축적으로 위치된다.

소위  비임댐프(30)는  도시한  바와  같이,  레이저  광선을  마주보는  포토다이오우드  조립체(24)를 수평
적으로 가로질러 연장된다.

비임댐프(30)는  잡음  출력에  한  제거  신호를  제공하도록,  이하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중앙축으
로부터 약간 모나게 부채꼴로 된다.

제1도의  A는  구멍면을  가로질러  수평적으로  절단한,  제1도의  플로우셀(10)의  평면도이다.  광검출기 
조립체(24)는 레이저광선축(6)과 중심을 같이 하여 마스크(28)와 함께 나타내어져 있다.

본  도면에서는  비임댐프(30)가  도시되어  있지  않다.  접속류(14)내의  세포를  탐색하거나  닿은  후에, 
구멍(12)의 뒤쪽, 제1도의 왼쪽을 나온 광은 '광산란'(32)으로 특징지위지는 깔 기형으로 
확산된다.

마스크(28)  및  비임댐프(30)의  각도배향은,  광산란  출력(32)이  략  레이저  축에  하여  60도  각 범
위로 수광될 수 있도록 40도 ±30도 또는 략 10도로부터 70도 까지이다.

따라서,  제1도에서의  왼쪽방향으로,  0도로  채택된  레이저  광선축(26)으로부터  약  40도를  중심으로한 
각도  범위가  마련된다.  이러한  광학적  구성은  ±30도의  수집범위를  제공하며,  차례로  레이저 광선축
으로부터 략 10도 내지 70도의 고리가 마련된다.

상술한  바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도시한  바와  같이  플로우셀,  즉  전환기(10)의  앞에 
위치하는 략 평평한 판형상 광검출기 구조 또는 조립체(24)를 이용한다.

조립체(24)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10도  보다  낮은  각도의  저각도  광산란을  제거하거나  가로막기 
위하여 둥근, 또는 원형인 마스크(28)가 마련된다.

부가적으로, 실제적인 구성 목적으로 위하여, 수평적인 비임댐프(30)가 마스크(28)에 연결된다.

마스크(28)는  중앙부분에서  보다는  바깥  끝단들이  더  크거나  넓어지게  되는  나비넥타이  형으로 채택
될 수 있다.

세포  또는  입자들이  플로우셀(10)을  통하여  흘러감에  따라  시스템이,  세포  입자위치에  덜 감응되도
록,  레이저  광선이  수평방향으로  늘어지거나  평탄해지도록  형상지어지는  조건으로  렌즈가 수용되게
끔 수평비임댐프(30)가 이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광학적  형상은,  광분산  신호출력을  전자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보다  일정한  광출력 
신호를 제공한다.

제1도의  C는  제1도에서  나타낸  광검출기  조립체(24)의  정면도이다.  동  도면에는,  원형마스크(28), 
비임댐프(30)  및,  이하에서  MALS로  표시되는  중간각도  광산란  신호를  제공하는  광검출기(25)의 노출
된 표면이 나타내어져 있다.

제1도에서  나타내지  않은  부가적인  부분들은,  점선(600)으로서,  MALS를  각  정보의  2영역(602)  및 
(604)로 분할한다.

점선(600)은 20도로 산란된 광이 광탐지기(25)의 표면에 닿는 위치를 표시한다.

원형  또는  포물선형으로  나타나는  점선(600)은,  플로우셀(10)의  기하학적  형태  및  상술한  기타 인자
들에  따르며,  MALS가  수납되는  방향으로  원통형  구멍(12)  및  원통형  외부면(15)을  가지는,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플로우셀(11)을  사용할  때,  제1도의  C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광검출
기(25) 표면에 포물선을 그린다.

마스크(28)및 점선(600) 사이의 영역(602)은 10도 및 20도의 각도 내에서 산란된 광을 받는다.

이  영역(602)은  '15도  LS'라  부르며,  본  명세서를  통하여  이하에서는  '하부  중간  각도  광산란',   
LMALS라 한다.

영역(604)은  점선(600)에  의하여  한계가  정해지며,  광검출기의  외부  모서리들은  20도  및  65도의 각
도 내에서 산란된 광을 수납하며, 이는 이하에서 '상부 중간 각도 광산란', UMALS라 부른다.

본  기술  내용에  있어서,  적혈구  세포들은  제1도에서  나타낸  플로우셀(10)의  구멍(12)을  통하여 하나
씩 지나가는 것으로 가정된다.

완전한  시스템의  기술,  즉  분류를  달성하기  위하여  혈액세포  또는  기타  입자들이  어떻게 플로우셀
(10)  내로  도입되는가,  및  상기  세포에  관한  다중파라미터  데이타들이  어떻게  얻어지고 처리되는가
에 한 기술이 이하에서 설명된다.

거의  살아  있는  상태인  백혈구는  구멍(12)을  가로지르며,  상술한  바와  같이,  10도  내지  70도의  중간 
각도 범위 내에서 광을 산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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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의  C에  나타낸  상부  중간  각도  광산란  영역  UMALS,  영역(604)에서  호산구는,  호중구  보다  광을 
더  산란시킨다.  호중구는  상부영역(604)에서  임파구,  호염기구,  단구보다  광을  더  산란시킨다. 영역
(602)으로  표시된  하부  중간  각도  광산란  영역,  LMALS에서는  호산구  및  호중구가  거의  동일양의 광
을 산란시키며, 이들 양자는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호중구에  의하여  산란되는  광의  양은,  임파구,  호염기구,  및  단구에  의하여  산란되는  광의  양에 
하여, UMALS영역(604)에서 보다는 LMALS영역(602)에서 더 많다

하부영역(602)과  상부영역(604)을  결합하여,  단일의  중간  각도  광산란,  MALS영역을  형성함으로써 광
산란 신호 진폭정도의 감소에 따라 3개의 군(群)사이의 최  편차를 제공하는 측정을 만들어 낸다.

호산구; 호중구; 및 임파구, 호염기구, 단구.

전체  MALS의  UMALS의  하부  집합에  의하여  산출되는  결과들은,  본  명세서의  나머지  부분을  통하여 유
사하기  때문에,  중간각도  광산란,  MALS를  참조하여도  전체  MALS측정치나,  그의  상부 UMALS하위집합
이 설명될 수 있다.

이하에서  RLS로  언급할  회전  광산란(Rotated  light  scatter)도  전체  MALS  또는  UMALS를  사용하여 유
사하게 계산될 수 있다.

이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백혈구를  용해제와  함께  처리함으로써  호중구로부터  호산구를  이들의 
LMALS 신호의 진폭에 의하여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술한 UMALS에서의 여러가지 세포형들 사이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본 발명은 확실하고, 용이하게 구성되는 변경 및 조합을 제공한다.

본 발명 장치의 한 실시형태는 제1도의 B에 도시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정방형'  석영구멍(38)은,  평평한  내부면(40)  및  (42)을  가지고  마련된다. 광
검출기  조립체(24)는  제1도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치되며,  그의  구성은  제1도에서의  검출기 조
립체(24)와 유사하다.

석영,  공기,  및  표본액  등의  굴절율이  다르기  때문에,  스넬의  법칙에  의하여  예견되는  바와  같이, 
빛의  굴절이  있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도의  B의  왼쪽인,  플로우셀의  뒤쪽으로부터  나온 
광선(48)이  플로우셀(10)의  모서리에서의  간섭에  기인하여  작은  검은  부분(50)과  함께,  광축에 하
여  고각도로  휘어진다.  검출기(24)의  표면상에서  각도들이  그리는  십자형과  관계  없이,  입자  및 세
포목록 및 분류에 관계가 있는 모든 기타의 각도들이 수집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제2도는  상술한  제1도에  나타낸  플로우셀(20)의  제1도의  A와  유사한 도면이
다.

하나,  또는  두개의  광검출기  조립체(34),  (36)은,  표본흐름(14)의  축에  평행한  진행방향으로 레이저
축(26)으로부터 45도선으로 수직으로 위치할 수 있다.

검출기(34),  (36)로부터의  출력신호들은,  신호  잡음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자제어회로  내에 더
해질 수 있다. 제 2  도의 A는 제 2  도의 플로우셀(10)의 측면도 및 광탐지기 조립체(34),  (36)의 위
치를 나타낸다.

십자형  음영이  진  영역은,  광학장치(18)  및  플로우셀(10)의  조합에  의하여  생성된  레이저  광의 수명
적 패턴에 한 비임댐프(30)에 의한 가리워진 부분이다.

제3도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기초개념의  또  다른  변형이다.  이  경우에  플로우셀(10)은,  제1도의 B에
서 나타낸 '정방형' 구멍과 함께, 제2도의 광탐지기 검출체(34), (36) 하나 또는 두개와 결합된다.

광선은  상술한  바와  같이  휘어짐을  겪게  되지만,  본  실시예에서  얻어지는  광산란  정보는,  제2도에서 
나타낸 실시예에서 얻어지는 것과 동일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가  제4도에  나타내어져  있다.  이  구성에  있어서는,  포토다이오우드 센서
(52), (54) 및 (56)들이 정방형 구멍(38)의 측면 및 앞에 놓여진다.

원형  마스크(58)는  레이저  광산란의  10도  이하를  차단하도록  앞쪽  포토다이오우드(54)의  앞에 위치
하며, 결과적으로 어두운 부분(60)을 남기게 된다.

다시  한번,  제3도의  구성과  동일하게  스넬의  법칙에  의하여  어두운  영역(62),  (64)는  레이저  축의 
각 측부에서의 모서리에서 나오게 된다.

제4도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제1도  및  제2도에서의  댐프(30)에  유사한  수평광선방기가  모든  포토 
다이오우드 센서(52), (54) 및 (56)에 사용된다.

MALS에  부가하여,  본  발명은  최소한  7개의  다른  파라미터들을  이용할  수  있다;  DC,  RF  불투명도, 
RLS, NALS, ALL, 및 MALS의 부집단인 15도, LS이다.

DC 및 RF는 구멍임피던스 세포검지의 코울터 원리에 관한 것이다.

DC는  직류  또는  저주파  ￦전류를  가함으로써  얻어지는  펄스피이크  정보로서  정의되며,  세포막은 투
과되지 못하며, 어떠한 전류도 세포를 통과하여 흐르지 않도록 된 것이다.

DC펄스의 피이크 진폭은 셀 볼륨의 함수이다.

RF는  고주파  전류를  가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치로부터  유래된  펄스피이크  정보로서  정의되며, 세포막
이 침투되고, 전류는 세포내로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29-6

특1997-0007077



RF는 셀볼륨 및 내부 도전도의 함수이다.

'불투명도'는  모든  개개의  세포측정  또는  이벤트에  있어서,  DC신호  데이타에  의하여  RF 신호데이타
를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신호치  또는  데이타로서  정의되며,  크기에  관계없는  새로운  세포파라미터를 
만들어내지만, 내부 도전성의 함수이다.

RLS,  회전광산란은  MALS의  수(Logarithm)로부터  나온  펄스피이크  정보와  정수의  합을  앞서  정의된 
바와 같은 정수가 더해진 DC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함수로써 정의된다.

RLS를 제공하기 위한 회로의 상세한 예는 본 명세서의 다른 부분에서 기술한다.

이러한  RLS  함수는  크기  성분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으며,  내부  구조와  보다  관련된  측정을  행하게 
된다.

RLS를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은,  DC신호  데이터의  수에  의하여  MALS신호  데이타의  수를  나누는 것
이다.

저각도  광산란  LALS의  부집단인  좁은  각도  광산란  NALS은,  레이저  광선축으로부터  진행방향으로 0.5
도 내지 2도의 각 범위로시 정의된다.

축선  방향의  광손설  ALL은,  레이저  광선이  플로우셀(10)에  존재하고,  레이저광선망을  통과시키도록 
크기가  만들어져  있는  작은구멍을  통과한  후에  이  레이저  광선과  정렬하여  광검출기를  배치하고, 이
후에  감지  영역(12)을  통하는  입자  또는  세포류의  통과에  따른  신호진폭의  변화를  증폭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신호이다.

NALS  및  ALL의  양자는  세포크기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DC에  한  치환으로써  이용될 
수  있다.15도  LS는  레이저  광선축으로부터  15도,  또한  ±5도의  입사각의  고리형상  범위  내에서 광검
출기상으로  광이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얻어지는  MALS의  하위  집합으로  정의되며,  이것에  의하여 레
이저 광선축 주의의 약 10도 내지 20도의 고리를 만들어낸다.

NALS, ALL 및 15도 LS를 사용한 실시예들은 본 명세서의 다른 곳에서 기술한다.

'자연상태'의  염색되지  않은  백혈구  세포를  이용함으로써,  상술한  장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은  별개의  무리들로서,  여러가지  세포군  또는  모집단이  나타나는  제7도  내지  27도의 히스토
그램을 만들 수 있다.

파라미터(1) 및 (2)의 조합을 이용하여, RLS 정수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임파구, 단구, 호중구, 호산구, 및 호염기구들은 별개의 클러스터로서 나타난다.

8개의 파라미터들의 각각은, 각 도면들을 참조하여 이하에서 다소 상세하게 논의되고 고려된다.

본 발명에 한 유체 및 전기제어회로들은 제5도의 블록다이어그램에서 설명된다.

다이어그램에  있어서,  본  실시예에서는  '자연상태'  또는  비-세포화학적으로  염색된  백혈구인, 실험
될  물질들을  담기  위한  시험관  큐베트(Guvette),  또는,  기타  적절한  유사수단들이  될  수  있는 표본
용기(70)가 나타내어져 있다.

이  경우에는,  흡출기  바늘(72)을  통하여  표준  코울터  일렉트르닉스,  인코포레이티드  표본 밸브(74)
의 수단에 의하여 고정된 양의 전체 혈액이 플로우셀(10)에 공급된다.

략  28마이크로  리터의  표본이  시약  패키시  구역(73)으로부터의  용해제(76)과  섞여져  도관(82)을 
경유하여 혼합실(80)로 보내진다.

혼합실(80)내에서,  '생물학적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한  소량의  혈액의  급속  혼합  방법  및  장치'라는 
제목으로,  윌러스  에이치  코울터  등의  명의로  1987년  3월  17일에  출원되고,  현재  계류중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7/025,337호에서  기술되고  도시된  바와  같은  믹서  액츄에이터(84)의  조정하에서,  전체 
혈액세포 표본 및 용해제들이 약 5내지 6초 동안 흔들어서 혼합된다.

혼합강도는 액츄에이터의 주파수 및 주기를 조정함으로써 제어된다.

5내지 6초 후에, 소광액(86)이 혼합 및 용해된 표본 내에 가해지며, 다시, 5내지 6초 동안 
혼합된다.  이제 결과적인 표본이 준비된다.

'결과적'이라는  개념은  용해제(76)가  적혈구  세포  및  혈소판을  용해시켜서,  백혈구  세포 하위모집단
이 거의 '살아있는 상태'로 남겨지도록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준비되었다'는  개념은  여기에서  냉각액(86)이  용해활동을  중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백혈구  세포 
및 이들의 현탁매체를, 후속 분석을 위하여 조절함을 주시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용해  및  소광  방법  및  상세한  내용은,  '전체  혈액  표본으로부터의  백혈구의  분리,  판별  및/또는 분
석을 위한 방법 및  시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스티븐 엘.  레디스 등의 명의로 1987년  3월  13일에 
출원되고,  본  출원의  양수인인  코울터  일렉트로닉스,  인코포레이티드에  양도된  현재  계류중인 미합
중국 특허출원 제07/025,303호에 개시되어 있다.

양자  택일적으로  제5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소위  공정의  '예비-준비'  방식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
이  마련된다.  이  방식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원심분리,  밀도,  또는  버피코팅(Buffy  coating)  기술에 
의하여 표본으로부터 적혈구를 제거한, 순화된 백혈구세포 표본이 마편된다.

이  표본은  앞서와  같이  얻어지지만,  셀유실(10)내로  도입된  후에  '예비-준비'  라인(87)을  통과하여 
혼합실(80)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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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시스템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용해,  냉각 또는 어떠한 시약을 요구하지 않는 
것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

이후에, 혼합이 중지되고, 혼합실(80)은 유체 및 기체 공급불록(88)으로부터 압력을 받는다.

혼합된 표본은, 플로우셀(10)의 입구(92)로 소형 내부관(90)을 통하여 공급된다.

플로우셀(10)에는,  이하에서  간단히  설명될  오리피스(12)의  향하는  양쪽에  마련된  1쌍의 전국
(94), (96)이 마련된다.

구멍(12) 및 플로우셀(10)은 제1도를 참조하여 기술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플로우셀(10)은  이하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이,  동시에  전자적이며,  광학적인  세포분석 측정
이 가능하다.

세포들은  공지의  수단에  의하여  구멍의  중앙을  통과할  때,  피포액(Sheath  fluid)(98)에  의하여 수력
학적으로 접속된다.

표본 물질 및 피포액은 플로우셀을 흘러나와시 출구(99)를 경유하여 폐기용기(100)로 들어간다.

헬륨-네온(HeNe)레이저(22)는,  예를  들면,  0.8밀리와트의  비교적  작은  힘을  가지며,  렌즈시스템(18) 
내로 들어간다.

렌즈시스템(18)은 2개의 교차-원통형 렌즈들로 구성된다.

렌즈시스템의  렌즈들의  초점거리는,  상술한  바와  같이,  광이  수평적으로  뻗어지도록  광선(20)이 편
구(偏球) 또는 연장되게끔,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고안된다.

이러한 광학적 구성은, 광학적 출력을 방해하지 않고서, 광로를 근소하게 변위시키도록 한다.

전원유니트(102)는  RF  및  DC에  한  전원,  검출  및  증폭수단을  형성한다.  발진-검출기(101)로부터의 
무선-주파수  전류  및  DC전원(103)으로부터의  직류는  결합회로(105)내에서  합해지고,  구멍(12)를 통
하여 흐르는 전류를 성립시키는 라인(111)을 거쳐 전극(94), (96)에 공급된다.

구멍(12)을  통과하는  입자  또는  세포에  의하여  구멍(12)의  임피던스를  순간적으로  변화시키며, 구멍
을 통과하는 전류의 RF 및 DC 성분을 변조한다.

이러한  임피던스  변화에  의하여  생기는  RF  전원의  변조는  필터링되고,  결합회로(105)를  거쳐 발진-
검출기(101)로  공급되며,  발진-검출기(101)는  'RF  펄스'(118)를  출력하는  RF  프리앰프(107)에 탐지
된 펄스를 공급한다.

동시에,  임피던스  변화에  의하여  야기된  직류에  한  변조는  필터링되고  결합회로(105)를  통하여 DC
프리 앰프(109)에 공급되고, 'DC 펄스'(116)로서 출력 된다.

전원유니트(102)의  상기한  내용은,  '입자의  저항  및  리액턴스를  측정하기  위한  입자  분석기'라는 제
목으로  1986년  10월  21일에  출원되고,  본  출원의  양수인인  코울터  일렉트르닉스,  인코포레이티드에 
양도된  윌러스  에이치.  코울터  등의  명의로  된  미합중국  특허  출원번호  제06/921,654호에서  완전히 
개시된 바람직한 실시형태이다.

이러한 전원유니트(102)는 동일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면 다른 고안의 것이라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어떤  실시예들은  오직  DC만을  이용하고,  RF는  이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전원유니트(102)는 오직 DC 진원(103) 및 DC 프리앰프(109)만을 포함하게 된다.

제5도에 있어서,  제1도  내지 제4도  중의 어느 한  도면 이상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레이저축에 하
여  10도  이하로  산란되는  광,  즉  저각도  방향  광산란  및  레이저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광산란 포
토다이오우드  조립체(24)가  마스크(28)  및  비임댐프(30)와  함께  레이저  광축(26)에  중심을  두게 된
다. 광탐지기 조립체(24)는 MALS 또는 10도 내지 70도의 고리형상 광수집 범위를 모으고 
변환시킨다.

신호는  펄스의  형태로  공급되며,  입자  또는  세포들의  표본을  구멍(12)  내에서  레이저광선(20)을 가
로질러 지나가고, 이들 펄스들은 프리앰프(104)의 출력이 된다.

제5도의  A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3개의  전기적  출력들은,  전기-광학  시스템,  즉  DC,  RF  및  MALS에 
의하여 전기적 펄스(116), (118) 및 (120)으로 생성된다.

이들  펄스들은,  DC재생과  같은  필터링  및  펄스정형  회로를  포함하는  해당  앰프(124),  (122)  및 
(126)에 공급된다.

앰프출력들은  다음에  개별  피이크  탐지기  회로(130),  (128)  및  (132)에  공급되고,  여기에서  개별 신
호들은  피이쿼  검출을  행하고,  각  피이크들의  전압은  해당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134),  (136)  및 
(138)로 공급된다.

앰프(126)는,  펄스  피이크  검출회로(132)의  출력이  MALS의  수에  비례하도록,  다수적인  응답을 공
급한다.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의  출력은,  이하에서  단순하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차후  처리를  위하여, 예
를 들면 IBM 퍼스널컴퓨터와 같은 데이타 처리 유니트(140)로 입력된다.

스트립  또는  티켓  프린터(142)는  데이타  처리출력(l44)  중의  하나에  결합될  수  있으며,  제  2 출력
(146)이 주처리장치(140)로부터 그래픽 프린터(148)에 정보를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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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T와  같은  영상  모니터(150)는,  주처리장치(140)에  의하여  처리된  데이타의  상태의  점검을  위하여 
마련될 수 있다.

상업적으로  유용한  많은  종류가  있는  제산회로(154)는  DC  피이크  펄스  및  RF  피이크  펄스를 수납하
기  위하여,  제산회로(154)의  명명기에  공급되는  DC  출력  및  분할회로(154)의  계수기에  공급되는 RF
출력과 결합된다.

따라서,  제산회로(154)의  출력라인(160)은,  A/D  변환기(172)에  '불투명도'로서  특징  지워지는 신호
를 공급한다.

제5도의 B에 상세히 나타낸 기능회로(161)는 '회전광산란', RLS(170)를 발생한다.

제5도의  B에  의하면,  DC  피이크  검출기  출력(152)은  감쇠기(155)에  접속되며,  감쇠기(155)는  K의 감
쇠율을 가진다.

이후에  감쇠된  DC는  가산회로(166)의  한  노우드에  접속된다.  일정한  옵셋트  전압  V2(153)은, 아날로
그 제산회로(162)의 분모 입력에 그의 출력이 인가되는 가산회로(166)의 또다른 노우드에 인가된다.

광산란의  수,  LLS  출력(164)은  가산회로(168)의  한  노우드에  공급된다.  일정  옵셋트  전압 V1(16
5)은,  그의  출력이  아날로그  제산회로(162)의  계수기  입력으로  인가되는  합산회로(168)의  또다른 입
력 노우드로 인가된다.

함수회로(161)의 출력(170)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LS=(LLS+V1)/[(DC/K) +V2].

예를  들면,  피이크  검출기의  출력의  범위가  0으로부터  +10V라  가정할  때,  K는  5의  감쇠율로서 설정
되며, V1은 -4,83V로 되고, V2는 +4.0V가 된다.

아날로그  제산회로(162)의  출력(170)은,  그의  2개의  입력이  1의  비율을  가질때,  전체  스케일, +10V
로서 정의된다.

RLS 출력(170)은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174)에 인가된다.

양자택일적으로, RLS 피라미터는 디지탈 논리회로의 수단에 의하여 발생될 수도 있다.

제5도,  제5도의 A  및  제5도의 B의 회로 구성은,  2개의 계산된,  회전된,  또는 파생된 인자 즉, '불투
명도' 및 '회전된 광산란' 뿐 아니라, 3개의 원래의 파라미터 DC, RF 및 광분산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시스템은  이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5개의 입
자 모집단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5개의  주된  신호들;  RF,  불투명도,  DC,  RLS,  및  MALS들은,  오실로  스코우프  전환제어  및  모집단 판
별회로(180)로  공급되며,  이  회로로부터는  데이타  표시  오실로  스코우프(186)의  X  및  Y측  (182)  및 
(184)로 신호가 공급된다.

휘도펄스(178)도, 세포데이타가 존재할 때마다 오실로 스코우프(186)에 공급된다.

데이타 표시 오실로스 코우프는 실제시간 축에서 어떠한 2개의 피라미터 데이타를 표시할 수 있다.

회로(180)내에서,  아날로그  비교기는  이몰  펄스들  값에  의하여  표되는  데이타에  한  게이트 작용
을  수행하며,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임파구,  및  단구들로서  각각  식별되는  부집단을  표하는 
5개의 계수기 (188), (190), (192), (194) 및 (196) 중의 하나를 분한다.

따라서,  세포형에  의거하여,  개개의  계수기는  중분되며,  반면에  그래픽  프린터(148)  또는 티켓프린
터(142)는,  시각적  연구  및/또는  진단을  위한  실제적인  세포하위  모집단의  히스토그램  및 매트릭스
들을 만들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시스템은,  코울터형  구멍  또는  코울터  DC  또는  RF  신호처리를  이용하지 않고
서, 생물학적 세포들의 부집단에 관한 유용한 데이타 및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제6도  및  제6도의  A에서  도시된  시스템은,  제5도,  제5도의  A  및  B에서  상술한  바와  동일한  표본 넣
기 및/또는 준비를 사용한다.

플로우셀(10)의  좌측의  각  부분들은,  제5도,  제5도의  A  및  B에서와  동일한  것이므로,  동일  부호를 
사용한다.

제 6  도 및 제 6  도의 A의 순수한 광학적으로 다른 부분에는, 전기적 파라미터 DC  및 RF를 감지하고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성분들을 포함하는, 점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6도의  C의  분해사시도에  나타낸  구조  플로우셀(199)을  나타내며,  이  플로우셀(199)은  토울터형 감
지구멍(12)  및  전기적(DC  및  RF)  감응을  위한  관련  전극(94),  (96)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내부단면
이  250마이크로미터인  길고,  균일하며,  정방형인  석영  채널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의  예는 바이오
해자드 플루우셀로서 코울터에픽스(상품명) 내에 채택되어 있다.

플로우셀(199)의  바깥쪽에,  제6도의  오른쪽에는,  MALS  감지기(200)가  비치되며,  도시된  바와  같이 2
부분 조립체로서 제조될 수 있으며, 중앙축 구멍(202)이 마련된 단일 구조로 될 수도 있다.

감지기  조립체(200)의  광학적으로  아랫쪽에는  마스크(204)가  있으며,  마스크는  다수개의 광구멍
(206), (208), (210) 및 (212)이 설치되는 구성의 일체부의 부분이 될 수 있다.

구멍(206) 및 (212)들은 15도 ±5도로 배치되며, 15도 LS를 위하여 마련된다.

광선(211)은 광검출기(214) 및 (216)에 닿은 것으로 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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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208)은  축으로부터  략  0.5도  내지  2도  가량  벗어나서  위치되며,  협각  광산란(NALS)  정보를 
집어낼 수 있다.

광선(226)은 광검출기(218)에 부딪히는 것으로 도시된다.

구멍(210)은 레이저광선(20)에 하여 축상에 위치하며 축방향의 광손실(ALL) 정보를 제공한다.

광선(224)은  광검출기(220)에  입사한다.  마스크(204)의  바로  뒤에는,  각각  15도  광산란,  협각 광산
란,  및  축방향광손실에  관한  신호  정보의  발생을  위한  광산란  신호  광검출기(214),  (216),  (218)  및 
(220)이 위치한다.

각  광산란센서(200),  (214),  (216),  (218)  및  (220)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기  신호출력이  비교적 낮
기  때문에,  감지기(214)  및  (216)의  출력들이  프리앰프(228)에  의하여  합산되는  것과  함께,  별도의 
프리앰프(222), (224), (226) 및 (228)들이 각 출력신호를 위해 마련된다.

이후에,  미리  증폭된  신호들은  해당  엠프(230),  (232),  (234)  및  (236)에서  증폭되어  각  피이크 검
출기(238), (240), (242) 및 (244)로 공급된다.

각  신호펄스의  전압값이  피이크  검출기의  출력에  나타남과  함께,  각  출력  신호들은  해당  A/D 변환기
(246),  (248),  (250)  및  (252)로  공급되며,  제5도,  제5도의  A  및  B에서와  같이  데이타 처리장치
(140)로 공급된다.

오실로  스코우프  전환  제어  및  모집단  식별  회로(180)는  상술한  바와  같이  기능하지만,  히스토그램 
및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하여 오직 MALS신호, ALL신호, NALS신호 및 15도 LS신호만을 이용한다.

다른 변형예에 있어서, 제6도 및 제6도의 A의 모든 부분들이 채용된다.

전기적인 RF 및 DC, 광학적인 MALS, ALL, NALS 및 15도 LS파라미터들은 이미 기술되었다.

추가적인  아날로그  제산기(254)가  채택되며,  ALL  출력신호는  계수기  입력에  공급되고,  DC출럭 신호
는 제산기(254)의 분모 입력에 공급된다.

이후에  형성된  ALL/DC  신호는  A/D  변환기(256)  및  오실로  스코우프  전환  제어  및  모집단 판별회로
(180)에 상술한 바와 같이 공급된다.

방금  기술된  장치내에서  얻어진  ALL  데이타는,  본  발명에서  코울터  DC  또는  DC로서  언급된,  전자적 
세포양으로 얻어진 것에 근접하는 상 적인 세포볼륨의 측정치를 제공한다.

ALL/DC의  구분을  계산하는  것은,  이하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이,  특정세포  모집단을  구분하는데 도움
이 되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산출한다.

제7도  내지  제27도들은,  전체  혈액,  살아있는  백혈구  모집단  및  부집단을  이용한  본  발명의 시스템
의 상이한 실시예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정보들의 설명도이다. 

이하의  기술들은,  세포들이  DC,  RF  및  MALS에  한  응답에  의하여  구분되는,  제5도  및  제5도의 A에
서 나타낸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에 관한 언급이다.

제7도는,  제5도의  전자-광학시스템에  의하여  마련되는  바와  같은,  제1도의  장치의  MALS  출력의 히스
토 그램이다.

동일한 데이타는 제 8 도에 나타내어져 있으며, 이 도면은 MALS의 수의 히스토그램이다.

제7도  및  제8도는,  백혈구를  3개의  군으로  나누는  3개의  피이크  또는  모집단을  나타낸다;  임파구, 
단구 및 호염기구(301); 호중구(302); 및 호산구(303).

수직실선(304) 및 (305)은 이들 3개의 피이크를 구분하는 골짜기부를 나타낸다.

제9도는 매트릭스로서 특징지워지며, DC데이타에 하거나 비교되는 MALS 데이타를 도시한다.

제10도는 수 MALS  DC의 매트릭스를 나타낸다.

양 경우에 있어서, 데이타는 단지 척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다.

5개의  백혈구  모집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호중구(302),  호산구(303),  단구(306),  임파구(307) 
및 호염기구(308). 2개의 실선(304) 및 (305)은 제7도 및 제8도에서의 수직선에 해당한다.

제12도는 RLS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며, MALS의 수를 DC에 의하여 나눔으로써 얻어진다.

이의 데이타는 제7도 및 제8도의 데이타에 해당한다.

제11도는 RLS  DC의 매트릭스를 나타내며, 데이타는 제9도 및 제10도의 데이타에 응한다.

MALS  데이타를  회전하면  제12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3개의  피이크(301),  (302)  및  (303)  사이의 
구별을 보다 양호하게 한다.

제11도  및  제12도에서  나타낸  점선(315)  및  (316)들은,  모집단  사이의  개선된  구분선이며, 비율기능
을 도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10도에도 나타내어져 있다.

제 13 도는 수 MALS  RF의 매트릭스를 나타낸다.

5개의  백혈구의  모집단들은  제9도,  제10도  및  제11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구별될  수  있으며,  하나의 
주된 차이점만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즉, 호염기구(308)들은 제9도, 제10도 및 제11도에서 보다 임파구(307)로부터 확실하게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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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도는  RF  DC의  매트릭스를  나타낸다.  4개의  백혈구  모집단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단구
(306), 임파구(307), 호염기구(308) 및 호중구와 호산구로 구성된 군(309).

DC는  세포볼륨을  측정하고,  RF  측정은  DC에  현저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DC에  의하여  RF을 나눔으로
써, 볼륨에 독립적이며 세포의 내부 도전도에 관계된 불투명도를 산출한다.

제15도는  불투명도   DC의  매트릭스를  나타내며,  제14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4개의  동일한 모집
단을 포함하지만, 상이한 척도로 되어 있다.

모집단들이  제15도에서  선(322)에  의하여  나타낸  바와  같이  불투명도에  의하여  2개의  군으로 나뉘어
지는  반면,  제14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사선으로  그려진  동등-불투명도선(322)에  따라,  RF  또는 
DC만으로는 동일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은 특히 흥미있다.

선(322)의 용도는 이하에서 설명한다.

제12도에서  선(315)에  의하여  표시된  것보다  작은  값에  한  RLS의  게이팅  및  불투명도에  DC의 매트
릭스의 생성은, 제16도에서 나타낸 데이타를 산출한다.

제16도에는,  제12도의  선(315)의  왼쪽에서  나타낸  백혈구  모집단들만이  나타내어진다;  즉, 단구
(306), 임파구(307) 및 호염기구(308)이다.

수평점선(314)은  다른  2개의  모집단(307)-(308)으로부터  단구(306)를  분리한다.  실선(322)은 호염기
구(308)로부터 임파구(307)를 분리한다.

이하의 내용은 선(314) 및 (322)를 구하는 방법이다.

제17도에  있어서,  제16도의  데이타를  위한  DC의  히스토그램은  2개의  그룹을  포함하는  2개의 피이크
를 나타낸다; 즉, 단구(306) 및 임파구와 호염기군(110)이다.

이러한  데이타는  제12도에서  선(315)에  의하여  나타낸  것보다  작은  양에  한  RLS를  게이팅하고, 불
투명도  DC의 매트릭스를 생성함으로써 얻어진다.

이들  2피이크  사이의  골짜기부는  제17도에서의  점선(314)에  의하여  확인된다.  선(314)은  제10도, 제
11도  및  제16도에서도  나타난다.  제17도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소량의  임파구에  응하는 피이크
(330)는  임파구  더하기  호염기구  피이크(310)의  왼쪽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선(334)에  의하여 분리
된다.

제11도로  돌아가서,  선(314)보다  소량에  한  DC의  게이팅  및  선(315)보다  소량에  한  RLS의 게이
팅,  또한  불투명도의  히스토그램을  생성함으로써,  제18도를  얻을  수  있으며,  여기서는  다음의 2피이
크를 나타낸다; 임파구(307) 및 호염기구(308)가 그것이며, 선(322)이 이들을 분리한다.

비정상적인  낮은  투명도의  임파구를  나타내는  제  3  의  피이크(322)는,  정상적인  임파구(307)의 왼쪽
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선(340)에 의하여 분리된다.

제19도는 모든 백혈구에 한 RLS  DC의 매트릭스를 나타낸다.

이  도면에는  제11도에서  나타낸  모든  모집단이  포함되며,  비정상적인  경우에서만  나타나는  여분의 
백혈구  모집단을  포함한다;  호중구(302)와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미숙한  과립구(312);  선(334)에 의
하여  보통의  임파구(307)로부터  분리되는  소량의  임파구(330);  고광산탄  임파구,  손상된  호중구, 또
는  이들  세포형의  양자로  구성되는  모집단  또는  군(324)이  그것이며,  선(336)에  의하여  통상의 호중
구(302)로부터 구분된다.

제19도에서  나타낸  바과  같이,  불투명도   DC의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반면,  선(315)  및  (316)의  값 
사이의  RLS를  게이팅하면,  제20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이하와  같은  모집단을  산출한다;  통상의 
성숙한 호중구(302); 미숙한 과립구(312); 고광산탄 임파구(326); 및 손상된 호중구(328).

선(336)에  의하여  정상적인  호중구(302)로부터  분리하고,  각각은  선(338)에  의하여  분리되는  마지막 
2개의 모집단은, 제19도에서 하나의 모집단(324)으로 나타난다.

제24도는  불투명도   DC의  매트릭스를  나타내며,  제19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선(315)  보다 적은
양에 한 RLS의 게이팅을 나타낸다.

실선으로  나타낸  것은  다음과  같은  정상적인  모집단들이다;  임파구(307),  호염기구(308)  및 단구
(306)이며, 이둘은 점선(314)에 의하여 처음 2개의 모집단으로부터 구별된다.

이러한  데이타는  제16도에서  나타낸  데이타와  등가이다.  점선으로  나타낸  것은  2개의  이상적인 모집
단으로서;  선(334)에  의하여  다른  모든  모집단들로부터  분리되는  소량의  임파구(330)와; 제19도에서
의 정성적인 임파구(307)와 완전히 중복되는 낮은 불투명의 임파구(332)이다.

제5도  및  제5도의  A에서  나타낸  정치의  실시예의  수단에  의하여  구해진,  제7도  내지  제19도에서 나
타낸  데이타의  상술한  내용으로부터  DC,  RF  및  MALS를  사용하여  백혈구를  적어도  5개의  모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RLS의  히스토그램,  제12도를  만들고,  분리선(315)  및  (316)을  구한다.  호중구(302)  및 호산구
(303)을 계산한다.

2.  선(315)  보다  적은  값에  한  RLS을  게이팅한다;  DC  히스토그램,  제17도를  만들고, 분리선(314)
을  구한다.  단구(306)를  계산한다.  만약  존재한다면,  소용적  분리선(314)을  찾고  비정상적인  소량 
임파구(330)를 계산한다.

3.  제12도에서의  선(315)보다  적은  양에  한  RLS를  게이팅하고,  제17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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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및  (314)사이의  값에  한  DC를  게이팅한다;  다음에  불투명도  히스토그램  제18도를  만든다. 
분리선(322)을 구하고 임파구(307) 및 호염기구(308)를 계산한다. 선(340)을 찾고, 만약 
존재한다면,  비정상적으로  낮은  불투명임파구(332)를  계산한다.  다른  방법으로,  임파구 피이크(30
7)에  한  가우스분포  또는  정규분포곡선을  적용한다;  피이크(307)를  제거한다;  임파구(307), 호염
기구(308) 및 낮은 불투명도 임파구(332)를 계산한다.

4.  제19도의  선(315)  및  (316)  사이의  값에  한  RLS를  게이팅  한다;  도시하지  않은  DC 히스토그램
을  만든다;  제19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다른  비정상  모집단(324)으로부터  정상  호중구(302)를 분
리하는 선(336)을 구한다.

5.  선(315)  빛  (316)  사이의  값에  한  RLS를  게이팅하고,  제19도의  선(336)  보다  큰  값에  한 DC
를  게이팅  한다;  도시하지  않았으나,  불투명도  히스토그램을  만든다;  제10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정상적 호중구 피이크(302)를 식별하고, 왼쪽에서 비정상적인 미숙한 과립구(312)를 계산한다.

6.  선(315)  및  (316)  사이의  값에  한  RLS틀  케이팅하고,  제19도의  선(336)  보다  작은  값에  한 
DC를  게이팅  한다;  도시하지  않았으나,  불투명도  히스토그램을  만든다;  제20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
이,  왼쪽에  고  광산란  임파구를  계산하고,  오른쪽에  손상된  호중구(328)를  계산하며,  선(338)을 구
한다.

제5도  및  제5도의  A의  또다른  실시예는  MALS,  DC  및  RLS를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전원유니트(10
2)는 DC 전원(103) 및 DC 프리앰프(109)만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발진-검출기(101),  RF  프리앰프(107),  결합회로(105),  앰프(122),  피이크  탐지기(128), 제
산회로(154),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136) 및 (172)들은 RF와 관계되므로 사용되지 않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11도는 5개의 백혈구 모집단과 함께 RLS  DC의 매트릭스를 나타낸다.

DC 및 MALS를 사용하여, 상기 백혈구를 최소한 5개의 모집단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RLS의  히스토그램,  제12도를  만들고,  분리선(315)  및  (316)을  구한다.  호중구(302)  및 호산구
(303)를 계산한다.

2.  선(315)  보다  작은  값에  한  RLS를  게이팅하고,  DC  히스토그램,  제17도를  만들고, 분리선(314)
을 구한다. 단구(306)를 계산한다.

3.  선(315)  보다 작은 값에 한 RLS와,  선(314)  보다 적은 값에 한 DC를  게이팅하고,  RLS 히스토
그램(도시하시 않음)을 만든다. 임파구 및 호염기구를 가려내고 계산한다.

제5도 및 제5도의 A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는,  단지 RF  및  MALS가  사용된다.  모든 DC  관련성분; 
DC  전원(103),  DC  프리앰프(109),  앰프(124),  피이크검출기(130),  제산회로(156),  아날로그 함수회
로(151) 및 아날로그-디지달 변환기(134), (172), (174)는 생략 된다.

제13도에서의  MALS   RF  매트릭스의  수는  5개의  백혈구  모집단을  나타낸다;  임파구(307), 호염기
구(308), 단구(306), 호중구(302) 및 호산구(303).

이하의  기술은  제6도의  제1변형예에서  기술된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에  관한  것으로서,  DC  또는  RF 
측정기구나  코울터형  구멍을  필요로하지  않고,  다만  광학적  측정기구단으로  구성되는  세포화학류 시
스템에 관계되며, 점선으로 둘러싸인 구성부분을 포함되지 않는다.

제6도  및  제6도의 A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단지 협각 광산란 및  MALS의  수만을 이용하여,  4개의 모
집단 백혈구 차분계산치를 구할 수 있다.

제21도에  있어서,  수  MALS  협각  광산란  NALS의  매트릭스는  4개의  모집단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임파구(307),  단구(306),  호중구(302)  및  호산구(303);  5번째  모집단,  호염기구는  임파구(307)  및 
단구(306)와 중복된다.

오직 MALS  및  축광손실만을 이용한 제6도 및 제6도의 A의 또다른 실시예는 수 MALS   ALL의 매트
릭스를  만들어내며,  제22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5개의  백혈구  모집단이  구별될  수  있다; 임파구
(307), 호염기구(308), 단구(306), 호중구(302) 및 호산구(303).

게이팅  선(304)  및  (317)은,  다른  세포형으로부터  호중구(302)를  구분하도록  채택될  수  있다. 선
(317)은, 수 MALS를 ALL에 의하여 나누는 것에 기초한 데이타의 회전에 의하여 찾을 수 있다.

제15도  LS  및  ALL만을  이용한,  제6도  및  제6도의  A의  또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는,  제23도의  전형이 
만들어진다.

제23도는  15도  LS  ALL의  매트릭스를  나타낸다.  5개의  백혈구  모집단이  탐지되며,  한개의  예외만 
제외하고는,  제22도와  유사한  형상이  나타단다;  즉,  제23도에서의  호중구와  호산구  사이의  분리는 
제22도에서와  같이  양호하지  않다.  15도  LS  또는  ALL은  호중구(302)  및  호산구(303)  사이에서  그들 
자체를 구별할 수 없다.

양  측정기구의  조합이  필요하다.  게이팅  또는  분리선(318)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사선으로서,  15도 
LS를 ALL로 나눔으로써 구해진다.

게이팅선(319)은  호중구(302)  및  3개의  다른  세포  모집단(306),  (307)  및  (308)  사이의  분리를 제공
하며, MALS 또는 수 MALS의 선(304)에 유사하다.

이하의 기술은, 제6도 및 제6도의 A에서 나타낸 전체 시스템으로 얻어지는 데이타에 관한 것이다.

적어도  DC,  MALS  및  ALL을  채용한,  제6도  및  제6도의  A에서  나타낸  바와  같은  시스템에  있어서는, 
제11도, 제25도, 제26도 및 제27도를 참조한, 백혈구를 5개의 모집단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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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된다. 제25도는 ALL내 DC의 매트릭스를 나타낸다.

ALL은  DC와  깊은  관계에  있으므로,  단지  3개의  백혈구  모집단만이  구별된다;  임파구(307), 호염기구
(308) 및 중복된 단구, 호중구, 호산구(320).

이들 2 측정치의 비율은 독립적인 파라미터를 산출한다.

제26도는  ALL/DC  DC의  매트릭스를  나타내며,  방금  상술한  것과  동일한  모집단들을  나타내지만,  더 
큰 분리, 특히 임파구(307) 및 호염기구(308) 사이의 분리를 산출하기 위하여 회전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호중구(302)  및  호산구(303)들은  제11도에  나타낸  RLS  DC에  계산되고  가리어질 
수 있다.

제17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DC  히스토그램은,  제11도에서  나타낸  선(315)  보다  작은  값에  한 
RLS를 게이팅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이러한  DC  히스토그램에  있어서,  임파구  및  호염기구를  포함하는  군(310)은  선(314)에  의하여 단구
(306)로부터 분리된다.

단구가  계산된다.  최종적으로,  선(315)  보다  작은  값에  한  RLS  및  선(314)  보다  작은  값에  한 
DC의  게이팅에  의하여,  제11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제27도에  나타낸  ALL/DC의  히스토그램이 2개
의 모집단을 산출한다; 임파구(307) 및 호염기구(308).

이상에서,  생물학적  세포  모집단의  5부분의  구분을  분석을  제공하고,  진료  목적으로  히스토그램  및 
매트릭스와  같은,  모집단에  해당하는  데이타를  표시하기  위한,  전자-광학적  장치  및  순전히 광학적
인 장치를 제공하는 새롭고, 신규하며, 분명한 기술 및 장치가 기술되었다.

본  명세서  내에서  기술된  도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원리들의  예를  구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
며,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  당해기술  분야의  통상의  전문가에  있어서,  여러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을  구체화한  플로우셀(Flow  cell)  및  광검출기를  포함하여  실시가능하게  연결된 하
드웨어의 원리적 도면.

제1도의 A는 구멍면을 따라 수평으로 절단한 제 1 도의 플로우셀의 평면도.

제1도의  B는  평탄한  내부면  및  외부면을  가진  사각형  수정(Quartz)  구멍을  구체화한  플로우셀의 평
면도.

제1도의 C는 신호 수신영역을 도시하는, 광검출기 조립체의 정면도.

제2도는  2개의  45도  각도를  가진  광검출기  조립체가  있는,  구멍을  수평으로  절단한  제1도의 플로우
셀의 평면도.

제2도의 A는 제2도의 장치의 구멍부의 확  평면도(축척화 하지 않음).

제3도는 제1도의 B의 장치의 변형예의 평면도(축척화하지 않음).

제4도는 제1도의 B의 장치의 다른 변형예의 평면도.

제5도,  제5도의  A  및  B는  코울터형  볼륨  구멍을  이용하는  본  발명을  이용하기  위한  장치  및  기증적 
전자회로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구성하도록 함께 채택된 도면.

제6도,  제6도의 A  및  B는  광학 플로우실을 이용한 제5도,  제5도의 A  및  B의  회로의 변형예의 블록다
이어그램을 구성하도록 함께 채택된 도면.

제6도의 C는 코울터형 감지구멍이 없는 변형된 플로우셀의 확  측면도(축척화하지 않음).

제7도  내지  제27도는  본  발명의  방법론  및  장치의  결과를  설명하고  도시하는  히스토그램  및 산포도
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축에  따라서  또한  액체통로로  광을  투과함과  함께  이  유체통로로  혈액샘플을  동시에  흘리고; 혈액
샘플의  각  셀에  의하며  산란된  광의  일부분을  감지하고,  이  광감지결과를  전기적으로  처리하여 배혈
구식별데이타를  발생하도록  하고,  개별의  셀  광산란에  기초하여  식별을  행하도록  한  혈액샘플중의 
적어도  1종의  백혈구부  집단을  식별하는  다중-부분식별  분석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감지단계는 염색
되어  있지  아니한  호산구를  포함하는  백혈구에  의하어  광축에  하여  10°내지  70°의  포착각내에서 
작동시켜,  상기  전기처리  단계에  의하여  적어도  호산구부집단을  나타내는  데이타를  생기도록  하며, 
상기  감지단계로부터  15°광산란  신호정보(15°LS)  및  축방향의  광손실신호정보(ALL)를  얻음과  함께 
이들  광산란  신호정보(15°LS)와  광손실  신호정보(ALL)를  비교하고,  상기  전기처리  단계에  의하여 5
개의  백혈구부  집단을  식별하는  데이터를  발생시키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부분식별분석방
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혈액샘플을  흘리는  단계에는,  코울터볼륨DC  신호정보(DC)를  발생하도록  하고, 
이  신호정보(DC)를  상기  광산란감시에서  얻어진  신호정보와  비교하고,  상기  전기처리에  의하여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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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별의  백혈구부집단을  식별하는  데이타를  생기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부분식별분석방
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플로우실로  혈액샘플을  흘리기  전에,  이  혈액샘플을  적혈구용균제와 혼합하도
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부분식별분석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단계에  의하여  중각  광산란(MALS)  신호데이타를  발생하도록  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다중-부분식별분석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단계에  의하여,  MALS신호  데이타에  의하여  중간광산란  신호정보의 수
(log  MALS)를  연산하여  백혈구를  3개의  개별의  군으로  분류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부분
식별분석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코울터볼륨  DC신호정보(DC)를  발생하고,  이  정보(DC)에  의하여  MALS의  수를 뺄셈
하여 회전광산란 신호정보(RLS)를 발생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부분식별분석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RLS정보와  상기  DC정보를  비교하고,  상기  처리단계에  의하여  5개의 백혈구부
집단을 식별하는 데이타를 발생시키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부분식별분석방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코울터볼륨  DC신호정보(DC)를  발생함과  함께  MALS의  수와  DC정보를  비교하고, 상
기  처리단계에  의하여  5개의  백혈구부집단을  식별하는  데이타를  발생시키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다중-부분식별분석방법.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코울터  RF  신호정보(RF)를  발생함과  함께  MALS의  수와  RF  정보를  비교하고,  상기 
처리단계에  의하여  5개의  백혈구부집단을  식별하는  데이타를  발생시키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하는 다
중-부분식별분석방법.

청구항 10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단계로부터  협각  광산란  신호정보(MALS)를  얻음과  함께  그  후  상기 MALS
의  수와  MALS  정보를  비교하고,  상기  처리단계에  의하여  4개의  백혈구부집단을  식별하는  데이타를 
발생시키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부분식별분석방법.

청구항 11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단계로부터  축방향의  광손실신호정보(ALL)를  얻음과  함께  그  후  상기 
MALS의  수와  ALL  정보를  비교하고,  상기  처리단계에  의하여  5개의  백혈구부집단을  식별하는 데이
터를 발생시키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부분식별분석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단계로부터  축방향  광손실  신호정보(ALL)를  얻고,  코울터볼륨 DC신호정보
(DC)를  발생하고,  정보  ALL를  정보  DC로  뺄셈하고,  상기  처리단계에  의하여  2개의  백혈구부  집단을 
식별하는 데이타를 발생시키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부분식별분석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플로우셀  통로에  코울터볼륨  DC  신호(DC)  및  코울터  RF  신호(RF)를  동시에 공
급하고,  DC신호파  RF신호를  비교하고,  상기  처리단계에  의하여  4개의  백혈구부집단을  식별하는 데이
타를 발생시키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부분식별분석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RF신호를  상기  DC신호에  의하여  전가적으로  뺄셈하여  셀에는  무관계하게, 혈
구의  내부도전률에  관련한  불투명신호를  발생하고,  이  불투명신호와  상기  DC신호를  비교하고,  상기 
처리단계에  의하여  4개의  백혈구부집단의  식별을  증강하는  데이타를  발생시키도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부분식별분석방법.

청구항 15 

제1항,  제4항  또는  제1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백혈구를  조건부로  하여  이들이  통로를 흘러
가면서 살아있는 상태로 근사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부분식별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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