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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DNA 칩, 단백질 칩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칩과 그의 생체 물질을 측정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판과, 기판의 
중심에 형성되는 중심홀과, 기판의 가장 자리 영역에 생체 물질들이 배열된 생체 물질 고정부와, 기판의 중심홀과 생체 
물질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고 생체 물질에 대한 정보를 갖는 정보부로 구성된 바이오칩을 스핀들 모터에 장착하고, 바
이오칩의 생체 물질에 시료용액을 넣고 바이오칩을 회전시킨 다음, 광원으로부터 광을 방출시키고 방출된 광을 헤드부
를 통해 바이오칩의 생체 물질로 입사시킨다. 이어, 생체 물질로부터 반사된 광을 검출부로 입사시켜 생체 물질을 분석
하고, 광픽업부를 통해 바이오칩의 정보부에 분석된 생체 물질에 대한 정보를 기록 및 검출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그 구성이 간단하여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바이오칩을 회전시켜 시료용액을 교반(stir)시켜주므로 
결합 반응의 속도를 높여 분석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칩에 생체 시료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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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실험과정, 결과 등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어 분석 정보 관리에도 유리하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원반형 기판, 슬릿, 광픽업, 헤드, 다이크로익 미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원판형 바이오칩의 구조를 보여주는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원판형 바이오칩의 구조를 보여주는 평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바이오칩의 생체 물질을 측정하는 장치를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바이오칩의 생체 물질과 시료와의 반응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바이오칩에 관한 것으로, 특히 DNA 칩, 단백질 칩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칩과 그의 생체 물질을 측정하는 장
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용액 내에서 이온결합, 수소결합, 반데어발스(van der Waals) 결합 등의 비공유 결합의 세기는 공유결
합에 비해 30 내지 300배 정도 약하여 안정한 결합을 가지기 힘들지만, 거대분자의 경우 결합자리의 수가 많아져 상온
에서도 안정한 결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비공유 결합은 특정 분자가 다른 분자와 매우 선택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같이, 다른 분자를 인식하는 특정분자를 넓은 의미에서 리셉터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예로는 세포 표면에서 세
포막 안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막단백질(membrane protein), DNA의 특정 서열을 인식하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o
ligonucleotides)나 펩타이드 핵산(Peptide Nucleic Acids : PNA), 면역작용에 관여하는 항체, 대사물질을 가수분해
하는 효소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 리셉터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리간드라 한다.

특정한 염기서열을 가진 DNA를 찾아내는 방법인 서던 브라팅(Southern blotting)은 1975년 에드윈 서던(Edwin So
uthern)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전기영동으로 DNA 조각을 크기에 따라 분리하여 니트로셀루로스(nitrocellulose)나 
나이론 멤브레인(nylon membrane)과 같은 고체 기판상에 이동시켜 DNA 조각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유지시킨다.

그 뒤, 고체상에 고정된 DNA 조각에 탐침(probe)용으로서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시된 관찰하고자 하는 염기서열의 D
NA 또는 RNA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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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탐침용으로 넣어진 DNA 또는 RNA는 결합(hybridization)을 통하여 상보적 결합을 할 수 있는 DNA 조각에 
결합되므로 찾고자 하는 염기서열을 가진 DNA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을 응용하여 RNA를 분석하는 노던 브라팅(Northern blotting), 단백질을 분석하는 웨스턴 브라팅(Western 
blotting)이 개발되었는데, 그 원리는 비슷하다.

이러한 리셉터와 리간드의 결합을 이용한 많은 분석방법들은 생물학 연구나 의료진단, 신약탐색, 법의학 등 많은 분야
에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제한된 수의 리셉터와 리간드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면, 4가지 염기를 가지고 10개의 염기가 순차적 서열로 배열된 DNA를 만들 경우, 분자의 종류는 약 1,000,00
0개 이상으로서, 매우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리셉터와 리간드의 결합반응에 대한 실험은 매우 반복적인 실험과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많은 노동력과 
시간 그리고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의 리셉터나 리간드를 기판 위의 기지(旣知) 위치에 이차원으로 배열시키는 바
이오칩(biochip) 기술이 개발되었다.

바이오칩(biochip)은 사용되는 생체물질의 종류에 따라 DNA 탐침(probe)이 사용된 'DNA 칩', 효소나 항원/항체, 박
테리오로돕신(bacteriorhodopsin) 등과 같은 단백질이 사용된 단백질 칩(protein chip), 세포를 사용한 세포 칩(cel
l chip)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바이오칩(biochip) 방법에서는 하나의 칩 위에 많은 종류의 탐침(probe)을 집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DNA 칩의 
경우 현존 기술에 의하면 400,000 탐침(probe)을 기판에 배열시킬 수 있다.

DNA 칩은 좁은 기판 표면 위에 매우 다양한 염기서열을 가지는 DNA 조각을 고밀도로 배열시킨 것으로, 고정된 DNA
와 미지의 DNA 시료와의 결합(hybridization)을 통하여 미지 시료내의 DNA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데 사용된다.

여기서, 결합(hybridization)이란 DNA 염기를 구성하는 아데닌(adenine)-티민(thymine), 구아닌(guanine)-시토
신(cytosine)간의 수소결합에 의해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갖는 유전자 부위(subsequency)가 서로 결합하여 더블-스
트랜디드(double-stranded) DNA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지의 DNA 시료가 기판에 고정된 DNA 탐침과 상보적 결합을 하게되면 기판 표면에 놓이게 되고, DNA 탐침
이나 DNA 시료 또는 결합(hybridization) 후에 더블 스트랜디드(double-stranded) DNA를 적당히 표지(label)하면 
시료내의 DNA 염기서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한편, DNA 칩 제조는 기판상에서 직접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oligonucleotides)를 합성하여 탐침을 만드는 합성법과 
이미 합성된 핵산(oligonucleotides, cDNA;complementary DNA, PNA;peptide nucleic acids 등)을 기판상에 올
리는 방법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기술을 이용한 방법으로, 미리 기
판상에 빛에 민감한(photolabile) 화학물질로 보호(protect)된 개개의 염기가 합성될 수 있는 작용기를 도입하고, 포
토마스크(photomask)를 이용하여 특정한 위치에만 빛을 쬐어주어 염기와 반응할 수 있는 작용기가 생성되도록 한다.
(US patent 5,143,854)

반응에 참여하는 각각의 염기들도 그 말단의 빛에 민감한 화학물질로 보호되어 있어 빛이 쪼여진 위치에 염기가 한 개
씩 결합된다.

그 다음, 반응이 안된 염기들을 제거해주고, 다시 반복하여 다른 패턴의 포토마스크(photomask)를 이용하여 기판 위
에 선택적으로 합성하는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판 위의 특정한 위치에 원하는 염기서열의 올리고뉴클레
오타이드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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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은 잉크젯 프린터의 경우와 같이 압전 인쇄(piezoelectric printing)방식에 의해 4가지 염기 중 어느 하나를 
전기적으로 방출시켜 표면 위에 올리고 핵산을 형성하는 방법이다.(US patent 5,474,796)

두 번째로 이미 합성된 DNA를 기계적 마이크로스폿팅(microspotting) 방식으로 기판 위에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S
cience 270:467~470,1995), 고밀도로 DNA 칩을 제조할 수 없다는 단점과 대량생산에 제약이 되는 단점이 있어 연
구용 목적의 DNA 칩 제작에 주로 응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DNA 칩의 경우, 제조방식은 달라도 서로 다른 DNA 분자들이 일정한 크기를 갖는 사각형의 기판 위
에 바둑판식으로 배열된 것이 특징이다.

결합(hybridization) 반응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형광을 측정하는데, DNA 칩은 사각형 기판을 사용하므로 
이차원 기판 면을 스캔하기 위해 고가의 이미지 스캐너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US patent 5,091,652)

또한, 시료내의 DNA 분자가 표면에 있는 탐침(probe)에 결합(hybridization) 되기 위해 단순 확산에 의해 표면까지 
이동하게 되므로 분석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의 바이오칩 및 그의 생체물질 측정 장치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바이오칩의 패턴 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을 요한다.

둘째, 시료의 단순 확산으로 인하여 생체 물질의 분석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적은 양의 시료로도 빠른 분석이 가능하며, 
생체 물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바이오칩과 그의 생체 물질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바이오칩은 기판과, 기판의 중심에 형성되는 중심홀과, 기판의 가장 자리 영역에 생체 물질들이 배열된 생체 
물질 고정부와, 기판의 중심홀과 생체 물질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고 생체 물질에 대한 정보를 갖는 정보부로 구성된다.

여기서, 기판은 원형이고, 유리(glass), 실리콘, 아크릴계,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ET(polyethylene ter
ephtalate), 폴리스틸렌(polystyrene),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생체 물질 고정부의 생체 물질들은 공유결합으로 기판에 고정되어 있고, 그들의 위치에 따라 다른 생체 물질이 
결합되어 있으며, 기판의 지름 방향으로는 동일한 간격으로, 기판의 원주 방향으로는 동일한 각도차로 배열된다.

또한, 정보부에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위해 일정한 간격을 갖는 슬릿(slit)들이 형성되고, 기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위
해 기준 슬릿이 형성된다.

여기서, 기준 슬릿은 다른 슬릿에 비해 폭이 다르다.

그리고, 위치에 대한 정보는 광학신호, 전기신호, 자기신호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검출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바이오칩의 생체 물질 측정장치는 바이오칩의 중심홀에 장착되어 바이오칩을 회전시키는 스핀들 모터
와, 광을 방출하는 제 1, 제 2 광원과, 제 1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을 파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사하거나 투과하는 미
러부와, 미러부로부터 입사되는 광을 바이오 칩의 생체 물질에 조사하는 헤드부와, 생체 물질로부터 반사된 광을 검출

 - 4 -



등록특허 10-0339379

 
하여 생체 물질을 분석하는 검출부와, 제 2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으로 생체 물질의 정보를 기록 및 검출하는 광픽업
부로 구성된다.
    

여기서, 헤드부는 바이오칩의 지름 방향으로 이동되고, 미러부는 다이크로익 미러(dichroic mirror), 검출부는 APD(
avalanche photodiode), PMT(photo-multiplier tube)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미러부와 검출부 사이에는 광 필터, 렌즈, 핀 홀이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바이오칩의 생체 물질 측정방법은 스핀들 모터에 상기 바이오칩을 장착하는 단계와, 바이오칩의 생체 
물질에 시료용액을 넣고 바이오칩을 회전시키는 단계와, 광원으로부터 광을 방출시키고 방출된 광을 헤드부를 통해 바
이오칩의 생체 물질로 입사시키는 단계와, 생체 물질로부터 반사된 광을 검출부로 입사시켜 생체 물질을 분석하는 단계
와, 광픽업부를 통해 바이오칩의 정보부에 분석된 생체 물질에 대한 정보를 기록 및 검출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바이오칩을 회전시키는 단계는 생체 물질이 고정된 바이오칩 위에 기판을 올리는 단계와, 기판과 바이오칩 사
이의 생체 물질에 시료용액을 넣는 단계와, 바이오칩을 회전시켜 시료용액을 확산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그 구성이 간단하여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바이오칩을 회전시켜 시료용액을 
교반(stir)시켜주므로 결합 반응의 속도를 높여 분석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칩에 생체 시료에 대
한 정보를 저장하고, 시료, 실험과정, 결과 등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어 분석 정보 관리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잇점들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바이오칩 및 그의 생체 물질 측정장치 및 측정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
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콤펙트 디스크 드라이버(compact disk driver)와 비슷한 구동 방법을 사용하여 저가의 스캔분석장치를 제
조하는데 적합한 기술이며, 기존의 바이오칩과는 달리 넓은 영역에 생체 물질을 고정시킬 수 있어 집적도를 높일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생체 물질에 대한 정보 저장 영역이 있어 생체 물질의 분석과 동시에 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원판형 바이오칩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바이오칩의 구조를 보여주는 사시도 및 평면도로서, 본 발명의 바이오칩은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반 형태의 기판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 기판은 기판의 가장자리 영역에 형성되고 생체 물질이 고정되는 영역인 생체 물질 고정부와, 생체 물질 고정
부와 중심홀 사이에 형성되고 생체 물질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정보부와, 그리고 기판을 회전시킬 수 있도록 기
판의 중심부에 형성되는 중심홀(hole)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기판은 유리, 실리콘 등의 무기물이나 아크릴계나 PET(PolyEthylene Terephtalate), 폴리카보네이트(poly
carbonate), 폴리스틸렌(polystylene),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등의 고분자 물질로 제작될 수 있다.

또한, 생체 물질은 DNA, RNA, PNA(Peptide Nucleic Acids), 올리고뉴크레오타이드(oligonucleotides), 펩타이드
(peptides), 단백질, 생체막(membrane), 당쇄(polysaccharides), 항원(antigen), 항체(antibody), 세포 등을 이용
하는데,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반형 기판의 생체 물질 고정부의 표면에는 생체물질이 공유결합으로 고정되어 있고, 
기판상의 위치(기판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기판의 기준점으로부터의 각도)에 따라 다른 생체 물질이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 다른 생체 물질의 의미는 예를 들어 DNA나 펩타이드(peptide) 칩의 경우, 염기 서열이나 아미노산 서열이 다
른 분자를 의미하며, 일정 영역에 대하여는 동일한 구조의 생체 물질이 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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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판은 레이저광을 이용하여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의 정보부에 일
정한 간격을 갖는 슬릿(silt)들을 만든다.

이 슬릿들은 반사층으로서 금(Au) 또는 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코팅시켜 제작한다.

이때, 원반형 기판의 정보부 내에 기준위치를 설정하기 위해 상기 슬릿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슬릿을 기준 슬릿으로 하
고, 이 기준 슬릿은 다른 슬릿과 폭을 다르게 만들어준다.

이와 같이, 기판의 정보부 내의 위치에 대한 정보들은 투과, 반사, 산란 등의 광학 신호를 사용하거나 또는 전기, 자기 
신호를 사용하여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생체 물질을 기판에 결합시키기 위해 -NH2 기나 -OH 등의 반응기를 가진 고분자 물질을 기판에 그래프팅(g
rafting)시킨다.

이어,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나 잉크젯(inkjet)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생체 물질을 기판 위에서 합성시키
거나 이미 합성 또는 분리를 통해 얻은 생체 물질을 스팟팅(spotting)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판에 생체 물질을 결합
시킨다.

이때, 생체 물질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름방향으로는 동일한 간격으로, 원주방향으로는 동일 각도차로 배열시킨
다.

이어, 형광물질로 라벨링(labeling) 시킨 시료용액과 원반형 기판 위에 고정된 생체 물질을 일반적인 결합 반응 조건하
에서 반응시킨 다음, 선택적 결합의 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여기서, 시료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등의 방법으로 증폭되고, 적당한 표지 물질이 공유결합된 상태이다.

한편, 탐침(probe)은 형광 도너(donor)와 ??쳐(quencher)가 한 분자에 표지되어 있어 시료내 해당분자와의 선택적 
결합에 의해 형광 신호가 바뀌는 방법으로 표지되지 않은 분자의 결합을 인지할 수도 있다.

또한, 표지 물질은 시료를 검출하기 위하여 시료와 탐침 결합반응을 인지하여 결합된 형태에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신호
를 만들어내는 에시디움 브로미드(ethidium bromide)를 사용하며, 여기(excitation)광에 의해 여기되어 형광을 방출
하는 분자이다.

이때, 여기광은 레이저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바이오칩의 생체 물질은 도 3에 도시된 생체 물질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
다.

본 발명에 따른 바이오칩의 생체 물질을 분석하기 위한 장치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콘포컬(confocal) 방식의 디
스크 리더(reader)를 사용한다.

먼저, 스핀들 모터에 생체 물질이 고정된 원반형 기판을 장착하고, 스핀들 모터를 동작시켜 기판을 회전시킨다.

이어, 광원인 반도체 레이저에서 나온 레이저 광은 파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빛을 반사하거나 투과하는 다이크로익 미러
(dichroic mirror)를 통해 헤드부로 입사된다.

헤드부는 리니어 모터에 연결되어 기판상의 지름방향으로 움직이고, 대물렌즈와 미러 등의 광학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
다.

헤드로 입사된 레이저 광은 대물렌즈를 통하여 기판의 생체 물질에 놓여있는 형광분자를 여기시키고 방출된 형광은 다
시 대물렌즈로 모아 헤드부의 미러를 거쳐 다이크로익 미러로 입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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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형광은 레이저 광보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다이크로익 미러를 통과하게 되고, 필터와 렌즈와 핀 홀을 거쳐 광증
배관(photo-multiplier tube ; PMT)이나 APD(Avalanche PhotoDiode) 등의 광검출부로 인가되어 신호 처리되고 
분석된다.

광증배관이나 APD 등은 광증배 능력이 있어 감도가 높은 광센서로 광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 준다.

이때, 두 가지 이상의 형광분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레이저를 광으로 하여 형광분자에서 나오는 
다른 파장을 검출하여 한번에 여러 개의 시료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한편, 원반형 기판은 스핀들 모터(spindle motor)에 의해 회전하게 되는데, 원반형 기판이 회전하는 동안 기판 안쪽에 
위치한 정보 영역 위에 별도의 픽업 장치를 사용하여 기판의 회전각을 측정하고 형광을 측정하는 영역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읽어 시료와 결합한 탐침(probe)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위치정보 영역에는 콤펙트 디스크(compact disk)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표면에 고정시킨 생체물질의 정
보를 기록할 수 있고, 기록 가능형 콤펙트 디스크(compact disk) 방식이나 자기디스크 방식 등을 사용하면 분석시료에 
대한 정보나 분석과정, 분석결과 등을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생체물질 간의 결합반응 속도는 분석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판 표면에 고정되어 있는 탐침에 시료 내에 있는 생체물질이 확산되어 결합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생체 물질이 고정된 원반형 기판 위에 평평한 막대(bar)나 원반형의 다른 기
판을 올리고, 기판과 원반형 기판 사이의 생체 물질에 시료용액을 넣은 후, 원반형 기판을 회전시켜 시료용액을 확산시
킨다.

즉, 원반형 기판을 회전시키면 시료용액을 교반(stirring)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시료의 확산을 빠르게 할 수 
있어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여기서, 원반형 기판 위에 놓이는 다른 기판은 생체물질이 흡착할 수 없는 테프론 등의 고분자 물질을 이용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바이오칩과 그의 생체 물질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에 있어서는 다음과 효과가 있다.

첫째, 본 발명은 원반형 기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DNA 칩이나 프로테인(protein) 칩, 펩티드(peptide) 칩 등과 같은 
생체 물질 결합반응을 분석하는 스캐닝 장치를 단순화할 수 있어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본 발명은 원반형 기판을 회전시켜 시료용액을 교반(stir)시켜주므로 결합반응의 속도를 높여주어 분석시간을 줄
일 수 있다.

셋째. 본 발명은 원반형 기판 내에 생체 시료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시료, 실험과정, 결과 등의 내용을 기록 및 검출
할 수 있어 분석정보 관리에 유리하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정해져
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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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기판;

상기 기판의 중심에 형성되는 중심홀;

상기 기판의 가장 자리 영역에 생체 물질들이 배열된 생체 물질 고정부; 그리고,

상기 기판의 중심홀과 생체 물질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고, 상기 생체 물질에 대한 정보를 갖는 정보부로 구성되며,

상기 정보부에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위해 일정한 간격을 갖는 슬릿(slit)들이 형성되고, 기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위해 
기준 슬릿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오칩.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원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오칩.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유리(glass), 실리콘, 아크릴계,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ET(polyethylen
e terephtalate), 폴리스틸렌(polystyrene),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바이오칩.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 물질 고정부의 생체 물질들은 공유결합으로 상기 기판에 고정되어 있고, 그들의 위치에 따
라 다른 생체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오칩.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 물질 고정부의 생체 물질들은 상기 기판의 지름 방향으로는 동일한 간격으로, 상기 기판의 
원주 방향으로는 동일한 각도차로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오칩.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슬릿은 다른 슬릿에 비해 폭이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오칩.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슬릿은 금, 알루미늄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오칩.

청구항 9.

기판상에 중심홀, 생체 물질들이 배열된 생체 물질 고정부, 상기 생체 물질에 대한 정보를 갖는 정보부로 구성되는 바이
오 칩의 생체 물질 측정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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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바이오칩의 중심홀에 장착되어 상기 바이오칩을 회전시키는 스핀들 모터;

광을 방출하는 제 1, 제 2 광원;

상기 제 1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을 파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사하거나 투과하는 미러부;

상기 바이오 칩의 지름 방향으로 이동되어 상기 미러부로부터 입사되는 광을 상기 바이오 칩의 생체 물질에 조사하는 
헤드부;

상기 생체 물질로부터 방출된 광을 검출하여 상기 생체 물질을 분석하는 검출부; 그리고,

상기 제 2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으로 생체 물질에 대한 정보를 상기 바이오칩의 정보부에 기록 및 검출하는 광픽업부
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오칩의 생체 물질 측정장치.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미러부는 다이크로익 미러(dichroic mirro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오칩의 생체 물질 측정
장치.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부는 APD(avalanche photodiode), PMT(photo-multiplier tube)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오칩의 생체 물질 측정장치.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미러부와 검출부 사이에는 광 필터, 렌즈, 핀 홀이 순차적으로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
이오칩의 생체 물질 측정장치.

청구항 14.

생체 물질이 고정된 생체 물질 고정부와 상기 생체 물질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정보부를 갖는 바이오칩과, 스핀들 모터, 
광원, 헤드부, 광픽업부 및 검출부로 구성된 바이오칩의 생체 물질 측정방법에 있어서,

상기 스핀들 모터에 상기 바이오칩을 장착하는 제 1 단계;

상기 바이오칩의 생체 물질에 시료용액을 넣고, 상기 바이오칩을 회전시키는 제 2 단계;

상기 광원으로부터 광을 방출시키고, 방출된 광을 상기 헤드부를 통해 상기 바이오칩의 생체 물질로 입사시키는 제 3 
단계;

상기 생체 물질로부터 방출된 광을 검출부로 입사시켜 상기 생체 물질을 분석하는 제 4 단계; 그리고,

상기 광픽업부를 통해 상기 바이오칩의 정보부에 상기 분석된 생체 물질에 대한 정보를 기록 및 검출하는 제 5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오칩의 생체 물질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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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생체 물질이 고정된 바이오칩 위에 기판을 올리는 단계;

상기 기판과 바이오칩 사이의 생체 물질에 시료용액을 넣는 단계;

상기 바이오칩을 회전시켜 상기 시료용액을 확산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오칩의 생체 물질 
측정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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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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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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