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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열 전도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제형된 플라스틱 재료로 제조된, 미량역가 플레이트와 같은 멀티-웰 용기이

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상기 플라스틱 재료는 130℃ 이상의 녹는점을 가지고 매우 낮은 내인성 형광 특성을 나타

내는, 사이클릭 폴리올레핀, 신디오택틱 폴리스티렌,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의 열 전도성 제형

이다. 전도성 카본 블랙과 같은, 전도성 매체는 열 전도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약 5 중량% 이상으로 플라스틱 재료

의 제형화에 포함된다. 보다 많이 열 전도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질화 붕소 충전재와 같은 열 전도성 세라믹 충전재

가 제형에 첨가될 수 있다. 폴리머 계면활성제가 또한 증가된 성능의 제형에 첨가될 수 있다. 본 발명은 플레이트의 평

평한 바닥에 전도성과 평탄도를 부과하기 위하여 플레이트의 평평한 바닥에 부착된 전도성 재료로 된 평평한 조각을 

또한 포함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플레이트의 평평한 바닥 표면은 전도성 재료 평평한 층으로 금속화되거나 코팅될 수

있다. 그 플레이트는 또한 폴리카보네이트, 폴리프로필렌, 사이클릭 폴리올레핀 또는 요망되는 장벽 성질을 가진 2개 

이상의 투명한 재료로 만들어진 다층 필름으로 바람직하게 제조된 투명한 덮개, 즉 뚜껑을 포함할 수 있다. 추가적으

로, 형광 염료로 제조된 에폭시와 같은 형광 등급의 폴리머는 테스트 장치에 빛이 작동될 때 지시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특정한 지점에 넣어질 수 있다.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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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멀티-웰(multi-well) 용기, 좀더 자세하게 미량역가 플레이트와 같은 열 전도성 재료로부터 성형된 멀티-

웰 용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미량역가 플레이트과 같은 멀티-웰 용기는 제약산업에서 생물학적 및 화학적 시료의 저장, 가공, 테스트를 위해 사용

된다. 전통적으로, 생물학적 활성에 대한 약품의 스크리닝은 테스트될 소량의 화합물을 액체 또는 고체 형태로 역가 

플레이트에 형성된 다수의 웰에 놓는 것에 의해 수행된다. 그 화합물은 다음에 대상 표적, 예를 들면, 효소나 수용체와

같은 정제 단백질 또는 전세포 또는 비생물학적으로 유도된 촉매에 노출된다. 다음에 테스트 화합물과 표적 간의 상

호작용이 방사선화학, 분광광도계측 또는 형광계측으로 측정될 수 있다. 형광측정기술에서, 소정의 파장의 빛이 미량

역가 플레이트 내의 시료로 조사되고, 그 빛의 일부는 시료에 의해 흡수되고, 상이한 파장, 통상적으로 보다 긴 파장으

로 재발산되며, 이때 이 파장이 측정된다.

많은 경우에, 온도가 제어된 환경은 화합물 온전성을 유지하거나 온도가 제어 변수인 실험을 수행하는데 요구된다. 

종종, 가열 및/또는 냉각 단계는 온도를 정확하게 제어하는데 필요하다. 시료의 온도가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 지와

시 료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는 지는 재현성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보증하는데 중요하다. 전

형적인 접근법은 물, 공기와 같은 순환 매체를 가열 및/또는 냉각시켜 시료를 담고 있는 용기에 영향을 미치고, 후속

하여, 그 시료 자체가 목적하는 가열과정 및/또는 냉각과정을 거치게 한다. 미국 특허 제 5,504,007호, 제 5,576,218

호, 제 5,508,197호는, 예를 들어, 온도가 제어된 유체가 시료 온도를 제어하는데 이용되는 열순환 시스템을 개시한

다. 대안적으로, 미국 특허 제 5,187,084호, 제 5,460,780호 및 제 5,455,175호는, 예를 들어, 가열 및 냉각된 공기가

시료 온도를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열순환 시스템을 개시한다. 테스트 화합물의 열순환은 또한 일반적으로 반응 매체

를 담고 있는 용기와 빠르게 가열되고 냉각되는 가열 블록 사이의 접촉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 5,525,300호에서 개시된 것과 같이, 냉각되거나 가열된 금속 블록이 얇은 벽으로 된 플라스틱 미량역가 플레이트

와 접촉하도록 놓여진다.

그러나, 통상적인 플라스틱 미량역가 플레이트의 낮은 열 전도성은 일관되지 않는 가열과 냉각, 시료 간에 온도의 불

균일성, 및 시료가 열순환될 수 있는 속도 또는 반응시간 상의 한계를 초래한다. 미량역가 플레이트를 형성하는데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폴리스티렌 물질의 열 전도도는 약 0.2 W/m·K이다. 그러므로, 높은 열 전도도를 가지고, 멀티-

웰 용기에서 빠르고, 균일하고, 일관된 온도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미량역가 플레이트가 필요하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가열 표면으로부터 평가하려는 화합물을 함유하는 웰로의 열 전달 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열 전도도를 증가

시키도록 제형화된 플라스틱 재료로 제조된 미량역가 플레이트와 같은 멀티-웰 용기이다. 보다 높은 열 전도도를 가

질수록 플레이트가 보다 빠른 속도로, 또한 플레이트의 표면을 거쳐 보다 균일하게 가열 및 냉각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분석을 위한 열순환을 사용하고 가열 시스템으로부터플라스틱 플레이트을 통해서 전달되는 열을 필요하는 임의 시스

템과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재료는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매우 낮은 내인성 형광 특성을 보이는, 사이클릭 폴리올레핀, 

신디오택틱 폴리스티렌,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 또는 130℃ 보다 높은 녹는점을 가지는 당해 

분야에서 당업자에게 공지된, 임의의 다른 플라스틱 재료일 수 있다. 전도성 카본 블랙 또는 당해 분야에서 당업자에

게 공지된 다른 전도성 충전재와 같은 전도성 매체는 열 전도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약 3 중량% 이상으로 플라스틱 재

료의 제형화에 포함된다. 열 전도성의 세라믹 충전재 및/또는 폴리머 계면활성제가 또한 증가된 성능의 제형에 첨가

될 수 있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멀티-웰 용기는 열 전도성 등급의 사이클릭 폴리올레핀으로 제조되어졌다. 열 전도성 등급의 

사이클릭 폴리올레핀은 시판되는 폴리머와 시판되는 카본 블랙, 열 전도성 세라믹 충전재 및 폴리머 계면활성제를 조

합함으로써 제조된다. 바람직하게는, 전도성 등급의 제형은 약 40% 내지 약 88%의 폴리머, 약 1.5% 내지 약 7.5%의

전도성 카본 블랙, 약 10% 내지 약 50%의 열 전도성 세라믹 충전재 및 약 0.5% 내지 약 2.5% 폴리머 계면활성제를 

함유할 것이다. 그와 같은 제형은 가공성, 열 전도도, 입체적 안정성 및 화학적 내성(특히 디메틸 설폭사이드(DMSO)

에 대한 화학적 내성)의 최고의 조합을 제공할 것이다.

폴리머 계면활성제가 0.5% 이상의 농도로 사용되는 제형에서, 플레이트 재료가 단백질의 결합 효과를 적어도 90%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여졌다. 본 발명의 대안적인 구체예에서, 폴리머 계면활성제가 단백질 결합을 줄이기 위해서, 통

상적인 플레이트 제형에서 가공 보조제로서 0.5% 이상의 농도로 첨가될 수 있다.

열 전도도을 증가시키기 위해, 본 발명은 플레이트의 평평한 바닥에 전도성과 평탄도를 부과하기 위하여 플레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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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한 바닥에 부착된 구리, 황동, 또는 당해 분야에서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른 전도성 재료로 된 평평한 조각을 또한 

포함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다르게 가열 표면과 소통된 플레이트의 평평한 바닥 표면을 구리, 황동 또는 당해 분야에

서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른 전도성 재료, 바람직하게는 가요성있는 재료의 평평한 층으로 금속화되거나 코팅될 수 있

다.

본 발명은 플레이트에 초음파 용접되거나 되지 않을 수 있는 투명한 덮개를 포함할 수 있다. 투명한 덮개는 폴리카보

네이트, 폴리프로필렌, 사이클릭 폴리올레핀 또는 당해 분야에서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른 플라스틱 재료로부터 제조

되거나 요망되는 장벽 성질을 가진 2개 이상의 투명한 재료로 만들어진 다층 필름으로 제조될 수 있다. 바람직한 구체

예에서, 시료의 감지 및 측정은 광학적으로 투명한 덮개를 통해서 수행된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형광 염료로 제조된 에폭시와 같은 형광 등급의 폴리머는 테스트 장치에 빛이 작동될 때 지시하

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특정한 지점에 넣어질 수 있다. 이러한 지시약은 사출 성형 후에 부차적인 조작에 의해 각 플

레이 트에 놓여지거나 플레이트의 형성 중에 삽입성형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하기와 같은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기술되어질 것이다.

도 1A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 멀티-웰 용기, 즉 미량역가 플레이트의 평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1B은 절개선 B-B를 따라 얻어진 도 1A에 도시된 예시 미량역가 플레이트의 횡단면도를 도시한다.

도 2는 절개선 A-A를 따라서 얻어진 도 1A에 도시된 예시 미량역가 플레이트의 횡단면도를 도시한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예시 미량역가 플레이트의 일부의 상세도를 도시한다.

도 4는 투명한 덮개와 플레이트의 바닥에 부착된 전도성 재료의 평평한 부분을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 멀티-

웰 용기, 즉 미량역가 플레이트의 횡단면도를 도시한다.

도 5는 384개의 웰을 가진 본 발명에 따른, 예시 멀티-웰 용기, 즉 미량역가 플레이트의 평면 사시도를 도시한다.

도 6은 1536개의 웰을 가진 본 발명에 따른 예시 멀티-웰 용기, 즉 미량역가 플레이트의 평면 사시도를 도시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예시 멀티-웰 용기, 즉 미량역가 플레이트의 저면 사시도를 도시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멀티-웰 용기, 보다 구체적으로, 미량역가 플레이트과 같이 열 전도성 재료로 성형된 멀티-웰 용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가열 표면으로부터 평가할 화합물을 포함하는 웰로 열 전달을 증가시키도록 증가된 열 전도성을 

위하여 제형화된 플라스틱 재료로부터 제조된 멀티-웰 용기이다.

발명의 다양한 구체예의 구조와 작동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첨가적인 특징과 장점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아래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본 발명이 본원에 기술되어진 특수한 구체예에 한정되지 않음을 유념하여야한다. 그와 같은

구체예들은 단지 예시적인 목적으로 본원에 제시된다. 첨가적인 구체예는 본원에서 포함된 지침에 기초하여 당해 분

야의 당업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요소가 처음 나타나는 도면은 통상 일치하는 참조 번호에서 가장 왼쪽 숫자에 의해 지정된다.

본 발명은 열 전도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제형화된 플라스틱 재료로 제조된, 미량역가 플레이트와 같은 멀티-웰 용

기이다. 도 1A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 멀티-웰 용기, 즉 미량역가 플레이트 (110)의 평면도를 도시한다. 도 1B는 도 

1A에서 절개선 B-B를 따라 얻어진 미량역가 플레이트 (110)의 횡단면도를 도시한다. 도 2는 도 1A에서 절개선 A-A

를 따라서 얻은 미량역가 플레이트 (110)의 횡단면도를 도시한다.

미량역가 플레이트 (110)은 지지 구조 즉 몸체 (112)및 이 안에 형성된 테스트 시료를 담기 위한 다수의 웰 (114)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멀티-웰 미세역가 플레이트 (110)은 384개(도 5에 도시됨) 또는 이보다 많은 개수의 개별적인 

웰 (114), 바람직하게 1536개(도 6에 도시됨) 또는 이보다 많은 개수(예를 들어, 3456개 웰)의 웰의 어레이를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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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또한 96개 웰처럼, 384개 미만의 웰을 가진 멀티-웰 어레이에 관한 것일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웰

(114)는 바람직하게는 몸체 (112)의 일부로 완벽하게 형성된 웰 바닥 (310), 및 유사하게 몸체 (112)의 일부로 형성

될 수 있는 곧추선 원통형 벽 (320)을 포함한다. 웰 바닥 (310)의 어레이는 공통면에 놓여있다. 웰 바닥 (310)은 요망

되는 바와 같이, 당해 분야에서 당업자에게 명백한 대로, 투명하거나 불투명일 수 있고, 벽 (320)을 따라, 당해 분야에

서 당업자에게 명백한 대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내부에 놓여져 있는 시료를 흡수하도록 채택된 표면이 구비될 수 있

다. 하나의 구체예에서, 멀티-웰 용기 110은 광학적으로 투명한 웰 바닥 (310)을 통해 시료의 감지와 측정을 가능하

게 하는 광학적으로 투명한 웰 바닥 (310)을 포함한다. 그러나, RIA 및 형광 또는 인광 검정 뿐만 아니라 액체 신틸레

이션 계수용으로 불투명한 재료의 웰 바닥 (310)을 잘 형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예

시 멀티-웰 용기, 즉 미량 역가플레이트 (110)의 바닥 사시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플레이트 (110)은 

평평한 바닥 (700)을 구비한다. 하기에서 의논되는 것처럼, 바락직한 구체예에서, 시료의 감지와 측정은 광학적으로 

투명한 덮개를 통해에서 수행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웰 (114)는 부피가 2 내지 5 마이크로리터이고 모양이 원통형으로 좁아진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의 미량역가 플레이트 (110)은 밑넓이, 플레이트 높이 및 웰 위치에 관하여 생체분자 탐색 단체(the Society for 

Biomolecular Screening: SBS)에 의해 제안된 미량 역가 플레이트 설계서에 따라, , 플레이트가 상용되는 자동화 장

치에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조되고, 상기 설계서는 전체가 본원에 참조로 통합된다. 예를 들어, SBS는 384개 

웰 미량역가 플레이트가 16 행, 24 열로서 배열되고 1536개 웰 미량역가 플레이트는 32 행, 48 열로서 배열되도록 

제안한다.

제안된 SBS 표준에 따르면, 기부 밑넓이의 바깥 치수는 길이가 약 127.76 mm (5.0299 inches)이고 너비가 약 85.4

8 mm(3.3654 inches)이어야 한다. 밑넓이는 연속적이고 플레이트의 기부 주변에서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플레이트

의 바닥 플랜지의 4개의 바깥 코너는 바깥쪽으로 약 3.18mm(0.1252 inches)의 코너 반경을 가질 것이다. 전체적인 

플레이트 높이는 약 0.5650 inch가 되어야 한다.

제안된 SBS 표준에 따르면, 384개 웰 미량역가 플레이트에 대해서는, 플레이트의 왼쪽 바깥 가장자리와 웰의 첫번째

열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약 12.13 mm(0.4776 inch)이고 후속하는 각 행은 플레이트의 왼쪽 바깥 가장자리로부터 

첨가적으로 약 4.5 mm(0.1772)간격을 두어야 한다. 첨가적으로, 플레이트의 맨위 바깥 가장자리와 웰의 첫번째 행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약 8.99 mm(0.3539 inch)이고 후속하는 각 행은 플레이트의 맨위 바깥쪽 가장자리로부터 첨가

적으로 약 4.5 mm(0.1772 inch)간격을 두어야 한다. 1536개 웰 미량역가 플레이트에 대해서는 플레이트의 왼쪽 바

깥 가장자리와 웰의 첫번째 열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약 11.005mm(0.4333 inch)이고 후속하는 각 열은 플레이트의 

왼쪽 바깥 가장자리로부터 첨가적으로 약 2.25(0.0886 inch)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첨가적으로, 플레이 트의 맨위 

바깥 가장자리와 웰의 행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약 7.865 mm(0.3096 inch)이고 후속하는 각 행은 플레이트의 맨위 

바깥 가장자리로부터 첨가적으로 약 2.25 mm (0.0886 inch)의 거리를 두게 될 것이다.

SBS 표준에 의해 제안된 것처럼, 플레이트 (110)의 웰 (114)의 맨위 위 웰은 구분되는 방법으로, 문자 A 또는 웰 (11

4)의 왼쪽에 위치한 숫자 1 또는 웰 (114)의 위쪽면에 위치한 숫자 1로 표시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몸체 112과 웰 (114)는 증가된 열 전도도을 위해 제형화된 플라스틱 재료로부터 성형된다. 구체적

으로 플라스틱 재료는 자외선에 노출되었을때 낮은 형광성을 가지는, 사이클릭 폴리올레핀, 신디오택틱 폴리스티렌,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 또는 130℃ 보다 높은 녹는점을 가진 당해분야의 당업자에게 공지된 

임의의 다른 플라스틱 재료일 수 있다. 전도성 카본 블랙 또는 당해 분야에서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른 전도성 충전재

와 같은 전도성 매체는 열 전도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약 3 중량% 이상으로 플라스틱 재료의 제형에 포함된다. 열 

전도도를 좀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질화 붕소 충전재 또는 당해 분야에서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른 세라믹 충전재와 

같은 열 전도성 세라믹 충전재가 제형에 첨가될 수도 있다.

폴리머 계면활성제가 또한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제형에 첨가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다양한 양으로, 듀퐁 

스페셜티 케미컬 엔터파라이즈(DuPont Specialty Chemicals Enterprise, Wilmington, DE)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플루오로가드 PCA와 같은 플루오르화 합성 오일을 기재로한 폴리머 첨가제의 사용이 단 백질의 결합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폴리머 계면활성제가 0.5% 이상의 농도로 사용되는 제형에서, 플레이트 재료는 적어도 90%까지

단백질의 결합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발명의 대안적 구체적예에서, 본 발명의 폴리머 계면활성제가 

당해 분야에서 당업자에게 명백한 대로, 단백질 결합을 줄이기 위해서, 통상적인 플레이트 제형에서 가공보조물로 0.

5% 이상의 농도로 첨가될 수 있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멀티-웰 용기 (110)은 열 전도성 등급의 사이클릴 폴리올레핀으로 제조되었다. 열 전도성 등급

의 사이클릭 폴리올레핀은 시판되는 폴리머와 시판되는 카본 블랙, 열 전도성 세라믹 충전재와 폴리머 계면활성제를 

조합함으로써 제조된다. 바람직하게, 전도성 등급 제형이 약 40% 내지 약 88%의 폴리머, 약 1.5% 내지 약 7.5%인 

전도성 카본 블랙, 약 10% 내지 약 50%인 열 전도성 세라믹 충전재 및 약 0.5% 내지 약 2.5%인 폴리머 계면활성제

를 포함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제형은 가공성, 열 전도도, 입체적 안정성 및 화학적 내성(특히 디메틸 설폭시드(DM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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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화학적 내성)을 제공할 것이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전도성 등급 제형이 약 76.5%의 사이클릭 폴리올레핀[예를 들어, 티코나 어브 서밋(Ticona of

Summint, NJ)로부터 구입가능한 토파스 5013], 3.0%의 전도성 카본 블랙[예를 들어, 콜롬비언 케미컬즈 어브 마

리에타(Columbian Chemicals of Marietta, GA)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컨덕텍스 SC 울트라], 약 20%의 열 전도

도을 가진 질화 붕소 충전재[예를 들어, 어드밴스드 세라믹스 어브 레이크우드(Advanced Ceramics of Lakewood, 

OH)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폴라텀 PT110] 및 약 0.5% 폴리머 계면활성제[예를 들어, 듀퐁 스페셜티 케미컬즈 엔

터파라이즈(DuPont Specialty Chemicals Enterprise, Wilmington, DE)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플루오로가드 PC

A]를 포함할 것이다.

열 전도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본 발명은 또한 플레이트 (110)의 평평한 바닥 (700)으로 통합되어 이 부분에 전도성

과 평탄도를 부과하는, 구리, 황동 또는 열 전도성의 가요성 복합 재료의 평평한 조각과 같은 다른 전도성 재료를 포함

할 수도 있다. 한 구체예에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플레이트 (110)은 투 숏(two-shot) 성형된 열-플

레이트이고 여기에서 적어도 10 mils(.254 mm), 바람직하게 약 10 내지 약 15 mils(.254 내지 .381 mm)의 두께를 

가진 구리의 평평한 조각 (410)이 플레이트 (110)의 바닥에 부착되어 높은 전도성을 가지는 평평한 표면을 제공한다.

대안적으로, 본 발명의 플레이트 (110)은 성형되고, 다음에 가열원과 소통하는 플레이트 표면이 구리, 황동, 또는 당

해 분야에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른 전도성 재료로 금속화되거나 코팅될 수 있다. 보다 높은 열 전도성은 플레이트가 

표면을 통해서 보다 빠른 속도로, 또한 표면을 거쳐 보다 균등하게 가열되고 냉가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플레이트 (110)은 플레이트에 초음파적으로 용접되거나 용접되지 않을 수 있는 투명한 덮개 (420)을 포함할 수 있다.

투명한 덮개 (420)은 폴리카보네이트, 폴리프로필렌, 사이클릭 올레핀 또는 당해 분야에서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른 

플라스틱 재료 또는 바람직한 장벽 특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투명한 재료로 만들어진 다층 필름으로 제조될 수 있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시료의 감지와 측정은 광학 적으로 투명한 덮개 (420)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 플루오레세인과 같은 형광 염료로 제도된 에폭시 조각과 같은 형광 등급 폴리머는 테스트 장치 

위에 빛이 작동될때 지시하는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플레이트의 특정 위치에 넣어질 수 있다. 이 지시약이 사출성형 

후에 부차적인 조작에 의해 각 플레이트에 놓여지거나 플레이트의 형성 중에 삽입성형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량역가 플레이트 금형은 우묵하게 제조되어, 형광물질의 슬러그가 후에 우묵한 부위에서 형성된 플레이트에 

삽입될 수 있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지름 1/4(6.35 mm)의 우묵한 부위가 플레이트의 밑넓이에 형성된다.

본 발명의 미량역가 플레이트는, 당해 분야에 당업자에게 명백한 대로, 생물학적 및 화학적 시료의 저장, 가공 및 테

스트에 적당하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미량역가 플레이트는 전체가 참고로 본원에 통합되는 미국 특허 제 6,020,14

1호, 제 6,036,920 및 제 6,268,218호에서 개시된 열 이동 검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실시예

실시예 1

본 발명에 따른 미량역가 플레이트를 다양한 양의 전도성 카본 블랙으로 신디오택틱 폴리스티렌[다우 플라스틱 어브 

미드랜드(Dow Plastics of Midland, Mich.)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퀘스트라 ]의 제형으로부터 제조하였다. 하

기 표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2.5 배의 열 전도도 증가가 약 5 중량%의 전도성 카본 블랙 의 첨가로 관찰되었다.

다음에 약 10 mils(.254 mm)의 두께를 가지는 구리의 평평한 조각을 다양한 양의 전도성 카본 블랙을 가지는 플레이

트의 바닥에 부착하였다. 하기 표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0% 전도성 카본 블랙인 미량역가 플레이트과 비교해 볼 때 

약 5W/m·K의 열 전도도의 증가가 구리 플레이트의 첨가로 관찰되었다. 열 전도도에서 유사한 증가가 5 중량%의 

전도성 카본 블랙을 가진 미량역가 플레이트에 구리 플레이트의 첨가로 관찰되었다.

10 중량% 와 15 중량%의 전도성 카본 블랙을 첨가하는 것에 대한 열 전도도 값을, 표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금속 플

레이트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상기 관찰 결과로 부터 추정하였다.

[표 1]

폴리머 (퀘스트라 )농도 카본 블랙 농도 열 전도도(W/m·K) 금속플레이트의 첨가시의 열 전도도

100% 0% 0.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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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 0.5 5.5

90% 10% 0.8(추정치) 5.8(추정치)

85% 15% 1.0(추정지) 6.0(추정치)

실시예 2

본 발명에 따른 미량역가 플레이트를 다양한 양의 전도성 카본 블랙을 가진 액체 결정형 폴리머(LCP)의 제형으로부

터 제조하였다. 하기 표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2.5 배의 열 전도도 증가가 약 5 중량%의 전도성 카본 블랙의 첨가로 

관찰되었다.

다음에 약 10 mils(.254 mm)의 두께를 가지는 구리의 평평한 조각을 다양한 양의 전도성 카본 블랙을 가지는 플레이

트의 바닥에 부착하였다. 하기 표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0% 전도성 카본 블랙을 가지는 미량역가 플레이트과 비교해

볼 때 약 5W/m·K의 열 전도도의 증가가 구리 플레이트의 첨가로 관찰되었다. 열 전도도에서 유사한 증가가 5 중량

%의 전도성 카본 블랙을 가진 미량역가 플레이트에 구리 플레이트의 첨가로 관찰되었다.

10 중량% 와 15 중량%의 전도성 카본 블랙을 첨가하는 것에 대한 열 전도도 값을, 표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금속 플

레이트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상기 관찰 결과로부터 추정하였다.

[표 2]

폴리머 (LCP)농도 카본 블랙 농도 열 전도도(W/m·K) 금속플레이트의 첨가시의 열 전도도

100% 0% 0.2 5.2

95% 5% 0.5 5.5

90% 10% 0.8(추정치) 5.8(추정치)

85% 15% 1.0(추정지) 6.0(추정치)

실시예 3

본 발명에 따른 미량역가 플레이트를 다양한 농도의 사이클릭 폴리올레핀, 전도성 카본 블랙 및 질화 붕소 전도성 충

전재를 가지는 사이클릭 폴리올레핀의 제형으로부터 제조하였다. 하기 표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13 배의 열 전도도 

증가가 약 3 중량%의 전도성 카본 블랙 및 약 20.0 중량%의 열 전도성 세라믹 충전재의 첨가로 관찰되었다.

다음에 약 10 mils(.254 mm)의 두께를 가지는 구리의 평평한 조각을 플레이트의 바닥에 부착하고 열 전도도를 각 제

형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하기 표 3에 도 시된 바와 같이, 약 5W/m·K의 열 전도도의 증가가 0% 전도성 카본 블랙을

가지는 미량역가 플레이트과 비교해 볼 때 구리 플레이트의 첨가로 관찰되었다. 열 전도도에서 유사한 증가가 3 중량

%의 전도성 카본 블랙 및 20 중량%의 열 전도성 세라믹 충전재를 가지는 미량역가 플레이트에 구리플레이트을 첨가

의 첨가로 관찰되었다.

7.5 중량%의 전도성 카본 블랙과 50 중량%의 열 전도성 세라믹 충전재를 첨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1.5 중량%의 전

도성 카본 블랙과 15 중량%의 열 전도도 세라믹 충전재를 첨가하는 것에 대한 열 전도도 값을 표 3에 도시된 바와 같

이, 금속 플레이트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상기 관찰 결과로부터 추정하였다.

[표 3]

폴리머 (사이클릭 폴리올

레핀)농도

카본 블랙 

농도

열 전도도 세라믹 충전재(

질화 붕소)농도

열 전도도(W/m·K

)

금속플레이트의 첨가한 

열 전도도

100% 0% 0% 0.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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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5% 10% 1.5(추정치) 6.5(추정치)

76.5% 3.0% 20.0% 2.6 7.6

40% 7.5% 50% 7.5(추정치) 12.5(추정치)

본 발명의 다양한 구체예가 위에서 설명되었으나, 이는 단지 예로서 제시된 것이고 이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래서, 본 발명의 폭과 범위는 상기 기술된 예시적 구체예들 중 어떤것에 의해서도 제한

되어서는 안되며 단지 하기의 청구범위와 이의 등가물에 따라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본원에서 인용된 

모든 참고문헌, 잡지의 논문 또는 초록, 공개되거나 상응하는 미국 또는 외국 특허 출원, 등록된 미국 또는 외국 특허, 

또는 임의의 다 른 참고문헌들은 각각, 인용된 참고문헌에서 제시된 모든 데이타와 표, 도면, 내용을 포함하여, 본원에

참조로 통합된다.

상세한 구체예들의 전술한 기술은 (본원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분야의 기술 내의 지식을 적용함

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본발명의 일반적인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과도한 실험없이 쉽게 수정하고/하거나, 상세

한 구체예와 같은 다양한 응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명의 일반적인 특징을 매우 충분하게 개시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적용과 수정은, 본원에 제시한 지침과 지시를 기초로, 개시된 구체예의 균등물의 범위와 의미내인 것으로 

의도되어진다. 본원의 용어 또는 어구는 설명을 목적으로 하고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본 명세서의 용

어나 어구가 본원에 제시되는 지침과 지시의 관점에서, 이 분야의 당업자의 지식과 함께, 당업자에 의해 해석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부에 형성된 다수의 웰을 포함하는 열 전도성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몸체를 포함하는 멀티-웰 시료 플레이트로서, 

상기 열 전도성 플라스틱이 (a) 사이클릭 폴리올레핀, 신디오택틱 폴리스티렌, 폴리카보네이트 및 액체 결정 폴리머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폴리머 및 (b) 열 전도성 충전재를 포함하는 멀티-웰 시료 플레이트.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열 전도성 충전재가 카본 블랙인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열 전도성 플라스틱이 약 5% 이상의 열 전도성 충전재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열 전도성 플라스틱이 약 5% 내지 약 15%의 열 전도성 충전재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열 전도성 플라스틱이 열 전도성 세라믹 충전재를 추가로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열 전도성 세라믹 충전재가 질화 붕소 충전재인 장치.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열 전도성 플라스틱이 약 10% 내지 약 50%의 열 전도성 세라믹 충전재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열 전도성 플라스틱이 폴리머 계면활성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폴리머 계면활성제가 플루오르화 합성 오일 기재의 폴리머 첨가제인 장치.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열 전도성 플라스틱이 약 0.5% 내지 약 2.5%의 폴리머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장치.



공개특허 10-2004-0044967

- 8 -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384개 이상의 웰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 5항에 있어서, 1536개 이상의 웰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3456개 이상의 웰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 1항에 있어서, 바닥 표면과 플레이트의 바닥 표면으로 통합된 전도성 금 속의 평평한 조각을 추가로 포함하는 장

치.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전도성 금속이 구리인 장치.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전도성 금속이 황동인 장치.

청구항 17.
제 14항에 있어서, 전도성 금속의 평평한 조각이 약 10 mils 이상의 두께를 가지는 장치.

청구항 18.
제 14항에 있어서, 전도성 금속의 평평한 조각이 약 10 mils 내지 약 15 mils의 두께를 가지는 장치.

청구항 19.
제 1항에 있어서, 플레이트가 바닥 표면과 상기 플레이트의 바닥 표면에 부착된 열 전도성의 가요성 복합 재료의 평

평한 조각을 추가로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 1항에 있어서, 플레이트가 바닥 표면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플레이트의 바닥 표면이 전도성 금속의 평평한 층으

로 금속화된 장치.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전도성 금속이 구리인 장치.

청구항 22.
제 20항에 있어서, 전도성 금속이 황동인 장치.

청구항 23.
제 1항에 있어서, 투명한 덮개를 추가로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덮개가 폴리카보네이트, 폴리프로필렌, 및 사이클릭 올레핀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폴리머

로 형성된 장치.

청구항 25.
제 1항에 있어서, 지시약으로서 플레이트에 함입된 형광 등급의 폴리머를 추가로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6.
제 1항에 있어서, 열 전도성 플라스틱이 약 40% 내지 약 80%의 폴리머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7.
제 1항에 있어서, 열 전도성 플라스틱이 약 40% 내지 약 80%의 사이클릭 폴리올레핀, 약 1.5% 내지 약 7.5%의 전도

성 카본 블랙, 약 10% 내지 약 50%의 열 전도성 세라믹 충전재 및 약 0.5% 내지 약 2.5%의 폴리머 계면활성제를 포

함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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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 1항에 있어서, 열 전도성 플라스틱이 약 76.5%의 사이클릭 폴리올레핀, 약 3.0%의 전도성 카본 블랙, 약 20.0%의

열 전도성 세라믹 충전재 및 약 0.5%의 폴리머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9.
제 28항에 있어서, 열 전도성 세라믹 충전재가 질화 붕소 충전재인 장치.

청구항 30.
제 28항에 있어서, 폴리머 계면활성제가 플루오르화 합성 오일 기재의 폴리머 첨가제인 장치.

청구항 31.
내부에 형성된 다수의 웰 과 바닥 표면을 포함하는 몸체를 포함하는 멀티-웰 시료 플레이트로서, 증가된 열 전도성을

위해서 상기 플레이트의 바닥 표면으로 통합된 전도성 재료의 평평한 조각을 추가로 포함하는 멀티-웰 시료 플레이

트.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전도성 금속이 구리인 장치.

청구항 33.
제 31항에 있어서, 전도성 금속이 황동인 장치.

청구항 34.
제 31항에 있어서, 전도성 금속의 평평한 조각이 10 mils 이상의 두께를 가지는 장치.

청구항 35.
내부에 형성된 다수의 웰과 바닥 표면을 포함하는 몸체를 포함하는 멀티-웰 시료 플레이트로서, 증가된 열 전도성을 

위해서 플레이트의 바닥 표면에 금속화된 전도성 금속의 평평한 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멀티-웰 시료 플레이트.

청구항 36.
제 35항에 있어서, 전도성 금속이 구리인 장치.

청구항 37.
제 35항에 있어서, 전도성 금속이 황동인 장치.

청구항 38.
내부에 형성된 다수의 웰을 포함하는 열 전도성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몸체를 포함하는 멀티-웰 시료 플레이트로서, 

상기 열 전도성 플라스틱이 약 0.5% 이상의 폴리머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멀티-웰 시료 플레이트.

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폴리머 계면활성제가 플루오르화 합성 오일 기재의 폴리머 첨가제인 장치.

청구항 40.
제 38항에 있어서, 열 전도성 플라스틱이 약 0.5% 내지 약 2.5%의 폴리머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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