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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동화된 원심분리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핵산 등의 생물학적 물질을 함유한 액체들을 일반적인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원심분리하기 

위한 자동화된 원심분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자동화된 원심분리 시스템은 적어도 2개의 마이크로플레이트를 장착하여 원심분리를 수행하기 위해, 적어

도 2개의 스윙 버켓(swing bucket)을 갖는 로터(rotor)를 구비한 형태의 원심분리기(centrifuge)와, 그 최종 아암에 

그립퍼(gripper)와 이에 결합된 핑거(finger)를 갖는 4축 이상의 다관절 로봇(robot)과, 상기 소정의 절차를 제어하고

상기 로봇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상기 원심분리기와 다관절 로봇은 견고한 바닥

판 상에서 서로 근접하게 소정 거리 이격하여 배치되고, 상기 그립퍼 또는 핑거에 위치 검출을 위한 센서가 부착되고, 

적어도 하나의 마킹부(marker)가 상기 로터의 회전 중심축으로부터 소정의 반경방향 거리(X)만큼 이격되어 로터의 

중앙 프레임 상의 소정 위치에 부착되고,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그립퍼(또는 핑거)에 부착된 센서가 상기 소정의 반경

방향 거리(X)의 반경을 갖는 원주 상에 위치하도록 이동시키고 상기 그립퍼를 로터의 회전 중심축을 중심으로 하여 

소정의 회전 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상기 센서가 상기 마킹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럼으로써 원심분리기의 버킷에

장착되는 마이크로플레이트의 위치를 파악하여 상기 소정의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자동화된 원심분리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원심분리 전후에 임의의 회전 위치에 정지하게 되는 원심분리기

의 로터 내의 마이크로 판 또는 시험관의 위치를 정확히 검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임의의 원심분리기의 소정의 원

심분리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고, 원심분리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원심분리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된다. 아울

러, 시스템 전체의 작동이 간단하게 되어 시스템 제작 비용이 현저히 감소되고 그 작동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원심분리기, 다관절 로봇, 제어 장치, 로터, 센서, 마킹부, 자동화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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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은 본 발명에 의한 자동화된 원심분리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사시도.

도2는 도1에 도시된 자동화된 원심분리 시스템의 측면도.

도3은 도2의 원 A 부분의 확대 단면도.

도4는 도1에 도시된 원심분리기의 로터, 이에 장착된 마이크로 판 및 로터의 프레임 상에 부착된 마킹부의 배치 관계

를 도시한 사시도.

도5는 도4의 평면도.

도6은 시험관을 사용하여 원심분리를 수행하는 원심분리기의 로터와 그 상부에 부착된 마킹부의 배치 관계를 도시한

사시도.

도7은 도6의 평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간단한 설명>

10: 커버

20: 원심 분리기 본체

30: 그립퍼

32: 핑거

50, 50': 로터

60, 60': 마킹부

70: 센서

100: 원심분리기

200: 다관절 로봇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자동화된 원심분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핵산 등의 생물학적 물질을 함유한 액체들을 일반적인 원

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원심분리하기 위한 자동화된 원심분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원심분리(centrifugation)는 전통적으로 생물학 또는 의료 관련 실험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기법으로 거의 모든 생

물학 관련 실험실에는 원심분리기(centrifuge)가 구비되어 있다.

이 원심분리기는 시험관 등이 장착된 로터의 회전에 따른 원심력의 작용에 의해 그 시험관 내에 보유된 성분 또는 비

중이 서로 다른 물질을 분리, 정제 및 농축하는 것으로, 액체 속의 고체 입자 또는 비중이 서로 다른 액체를 분리하는 

기계이다. 이 원심분리기의 성능은 발생되는 원심력과 중력의 비율로서 결정되는데, 이 비율을 원심효과라 한다. 즉, 

원심효과는 (원심가속도/중력가속도)로 표현된다. 원심력의 크기는 (질량) X (회전반경) X (각속도) 2 이므로, 원심효

과는 원심분 리기의 회전 반경과 회전 속도에 의해 정해진다. 그리고, 로터의 회전 속도(centrifuge speed)에 따라, 

이러한 원심분리기는 그 회전 속도가 100 rpm 이하인 저속 원심분리기와, 그 회전 속도가 10,000 rpm 전후인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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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리기와, 그 회전 속도가 100,000 rpm 이상인 초고속 원심분리기로 구분된다.

이러한 다양한 원심분리기들 중의 일부를 이용하여 원심분리 절차를 완전 자동화시킨 장비로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프라밍함 소재의 오토젠(Autogen)사로부터 입수가능한 AutoGenprep 960 및 스위스 매네도르프 소재의 테칸(Teca

n)사로부터 입수 가능한 Genesis 등의 몇몇 장비들이 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장비들은 몇몇의 특정 원심분리기

와, 이러한 원심분리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액체 처리 장치(liquid handler), 그리고 로봇(robot) 등이 상기 자동화 

장비의 제작자가 원하는 위치들에 각각 고정적으로 위치되어야 하는 제한적인 시스템으로 제작되고 있다. 또한, 제작

자가 지정한 시험관(tube) 또는 마이크로 판(microplate)을 사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임의의 원심분리기를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소정의 용도로 사용되기 어렵거나, 새로이 개발된 액체 처리기 등과 같은 신규 장치에 

연결시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원심분리의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원심분리기 및 이에 관련된 일반적인 여타 장치들을 이용하여 

원심분리를 자동화시킨 시스템의 개발이 어렵게 된다. 즉, 원심분리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원심 분리할 또는 원심 

분리된 샘플(sample)을 담은 시험관 등을 갖는 로터(rotor)의 위치가 임의의 회전 위치에 랜덤(random)하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각 샘플의 초기 또는 최종 위치의 파악 이 쉽지 않다. 또한, 샘플들을 담고 있는 시험관 등을 장착한 원심

분리기의 로터에 샘플의 우발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커버(protective cover)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동적

으로 개폐하는 과정이 원심분리의 자동화를 더욱 어렵게 한다.

더욱이, 임의의 위치에 존재하는 물체를 인식하기 위한 자동화 산업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상 물체의 상부에 고

정된 비전 카메라(vision camera)를 부착하여 대상 물체의 위치를 판단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러한 비전 카메라는 고가이며 3차원 측정이 어렵고 복잡한 비전 카메라용 소프트웨어(vision software) 및 컴퓨터 등

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험실에 사용되는 경우 또는 소량의 샘플을 처리하는 경우에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그러나, 마이크로 판을 이용하여 원심분리를 수행하는 경우는 그 회전 속도가 100,000 rpm 이상인 초고속 원심분리

기를 통상 사용하지 않으므로, 회전 평형에 그리 민감하지 않다. 또한, 샘플 유출 방지용 보호 커버가 구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기 보호 커버의 개폐와 관련된 자동화 작업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발명은 다관절 로봇과 일반적인 원심분리기를 서로 근접시킨 위치에 놓고 사용하는 경우에,

원심분리의 자동화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었던 원심분리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의 마이크로 판 또는 시험관의 위치 

인식 과정, 즉 정확한 조작(handling)을 위한 원심분리기의 로터의 튜브 장착 구멍 내의 시험관 또는 로터에 연결되어

있는 스윙 버켓(swing bucket) 속의 마이크로 판의 위치를 인식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데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고가이고 조작이 복잡한 이러한 비전 카메라 대신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가의 광파이버 센서

또는 변위측정 레이저 센서 등을 사용하여 시험관 등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한 원심분리의 자동화를 도

모하고자 한다.

본 발명은 전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통상의 변위측정 센서 또는 광센서

와 이에 대응되는 마킹부의 조합과 4축 이상의 다관절 로봇을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일반적인 원심분리기 내의 

시험관 또는 마이크로 판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검출함으로써, 일반적인 원심분리기에서 수행되는 샘플의 원심분리 

절차를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된 원심분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일 태양에 의하면, 핵산 등의 생물학적 물질을 함유한 액체들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원심분리

하기 위한 자동화된 원심분리 시스템으로서, 적어도 2개의 마이크로플레이트를 장착하여 원심분리를 수행하기 위해, 

적어도 2개의 스윙 버켓을 갖는 로터를 구비한 형태의 원심분리기와, 그 최종 아암에 그립퍼와 이에 결합된 핑거를 갖

는 4축 이상의 다관절 로봇과, 상기 소정의 절차를 제어하고 상기 로봇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원심분리기와 다관절 로봇은 견고한 바닥판 상에서 서로 근접하게 배치되고, 상기 그립퍼 또는 핑거에 위치 검

출을 위한 센서가 부착되고, 적어도 하나의 마킹부가 상기 로터 의 회전 중심축으로부터 소정의 반경방향 거리(X)만

큼 이격되어 로터의 중앙 프레임 상의 소정 위치에 부착되고,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그립퍼(또는 핑거)에 부착된 센서

가 상기 소정의 반경방향 거리(X)의 반경을 갖는 원주 상에 위치하도록 이동시키고 상기 그립퍼를 로터의 회전 중심

축을 중심으로 하여 소정의 회전 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상기 센서가 상기 마킹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럼으로써 

원심분리기의 버킷에 장착되는 마이크로플레이트의 위치를 파악하여 상기 소정의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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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의하면, 핵산 등의 생물학적 물질을 함유한 액체들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원심분

리하기 위한 자동화된 원심분리 시스템으로서, 로터의 회전 중심축을 중심으로 하여 소정의 반경을 갖는 원주 상에 

원주방향으로 소정 간격으로 이격 배치된 복수의 시험관 또는 튜브 장착 구멍에 시험관 또는 튜브를 장착하여 원심분

리를 수행하는 형태의 원심분리기와, 그 최종 아암에 그립퍼와 이에 결합된 핑거를 갖는 4축 이상의 다관절 로봇과, 

상기 소정의 절차를 제어하고 상기 로봇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원심분리기와 다관절 로

봇은 견고한 바닥판 상에서 서로 근접하게 배치되고, 상기 그립퍼 또는 핑거에 위치 검출을 위한 센서가 부착되고, 상

기 회전 중심축으로부터 상기 소정의 반경보다 작은 소정의 반경방향 거리(X)만큼 이격되어 상기 로터 상의 소정 위

치에 적어도 하나의 마킹부를 부착하고,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그립퍼(또는 핑거)에 부착된 센서가 상기 소정의 반경

방향 거리(X)의 반경을 갖는 원주 상에 위치하도록 이동시키고 상기 그립퍼를 로터의 회전 중심축을 중심으로 하여 

소정의 회 전 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상기 센서가 상기 마킹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럼으로써 원심분리기의 로터

의 시험관 또는 튜브 장착 구멍에 장착되는 각각의 시험관 또는 튜브의 위치를 파악하여 상기 소정의 절차를 자동화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1은 마이크로 판을 이용하여 원심분리를 수행하는 통상의 원심분리기와 이 마이크로 판을 원심분리기 내로 장착 

및/또는 탈착하는 데에 사용되는 다관절 로봇으로 구성된 본 발명에 의한 자동화된 원심분리 시스템의 사시도이다. 

도2는 도1에 도시된 자동화된 원심분리 시스템의 측면도이다. 도3은 도2의 원 A 부분을 확대하여 도시한 단면도이다

. 도4는 도1에 도시된 원심분리기의 로터와, 이에 장착된 마이크로 판 및 로터 프레임 상에 부착된 마킹부의 배치 관

계를 도시한 사시도이고, 도5는 도4에 도시된 구성의 배치 관계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1 내지 도3에 의하면, 본 발명에 의한 자동화된 원심분리 시스템은 견고하고 평평한 바닥판(도시되지 않음) 상의 

소정 위치에 근접 배치된 통상의 원심분리기(100) 및 다관절 로봇(200)과, 이 로봇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장

치(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한다. 여기서, 원심분리기(100)는 실험실 등에서 쓰이는 통상의 원심분리기이고, 다관절 로

봇(200)은 적어도 4축 이상의 다관절 로봇인 것이 바람직하다.

원심분리기(100)는 일반적으로 커버(10)와 본체(20)로 구성된다. 이 커버(10)는 원심분리 전후에 개폐되는 커버로서

, 통상의 다관절 로봇을 이용하여 쉽게 자동 개폐될 수 있다. 본체(20)에는 상향 개방된 소정 크기의 공간이 형성되어 

그 내부에 원심분리기의 로터(50)가 설치된다. 도4 및 도5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로터(50)는 회전축(56)과, 이 

회전축으로부터 반경방향으로 연장되는 로터 프레임(52, 54)으로 구성되고, 이 로터 프레임은 회전축(56)으로부터 

반경방향으로 소정 거리 연장하는 중앙 프레임(52)과 이 중앙 프레임의 말단에서 상기 중앙 프레임의 연장방향에 대

해 수직한 방향으로 소정 길이로 연장하는 말단 프레임(54)으로 구성된다. 원심분리할 핵산 등의 생물학적 물질을 함

유한 샘플을 보유하기 위한 마이크로 판(40)(microplate)은 중앙 및 말단 프레임(52, 54)에 의해 형성되는 자 형상의 

리세스 부분에 설치된 스윙 버켓(58)(swing bucket)을 통해 로터(50)에 장착된다. 이와 같이 마이크로 판(40)이 로터

(50)에 장착된 후, 커버(10)를 덮고 원심분리기(100)의 원심분리 작동을 개시하면 회전축(56)을 중심으로 로터(50)가

회전하게 되고 이에 따라 스윙 버켓(58)이 원심분리기의 내벽을 향해 회동하여 마이크로 판(40) 내의 샘플들이 원심

분리되게 된다.

한편, 본 발명에서는 원심분리기의 커버(10)의 개폐 기능뿐만 아니라 원심분리기 내의 마이크로 판 및/또는 튜브의 

위치를 파악하여 이를 자동적으로 장착 및 탈착할 수 있도록 적어도 4축 이상의 다관절 로봇(200)이 사용된다. 잘 알

려진 바와 같이, 로봇(200)은 복수의 아암들과 이들을 연결하는 복수의 관절로 구성되고, 최종 아암의 단부에는 도3

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그립퍼(30)(gripper)가 부착되어 있다. 이 그립퍼(30)는 로봇이 소정의 목표물을 파지하

는 데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그립퍼(30)의 단부에 핑거(32)(finger)를 더 부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상기의 원심분리기(100)와 4축 이상의 다관절 로봇(200)을 이용하여 원심분리기의 원심분리 작동을 자

동화하기에 필수적인 과정 중의 하나인 마이크로 판 및/또는 시험관들의 위치 검출을 위한 본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로봇(200)의 그립퍼(30)에 핑거(32)를 장착하고 이 핑거에 센서(70)를 장착

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심분리기(100)의 로터(50)에 장착되는 마이크로 판 및/또는 시험관들의 위치 파악에 이용

한다. 이러한 로봇의 회전 반경, 즉 로봇(200)의 운동 범위는 통상 100 cm 정도이고, 필요에 따라 50 cm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로봇에는 핑거(32)에 장착된 센서(70)로부터 마이크로 판 및/또는 튜브들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센서(70)에 연결된 신호 케이블(72)이 연결되어 있다.

도3 내지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심분리기(100)의 로터(50)의 중앙 프레임(52)상의 소정 위치에 2개의 마킹부(6

0)가 부착되어 있다. 이 마킹부(60)는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센서(70)의 종류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개

수, 형태 및 크기를 갖는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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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킹부(60)는 센서(70)가 스캐닝(scan)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또는 복수의 마이크로 판 및/또는 시험관의 위치

를 파악하기 위해 2개 이상 배치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마킹부는 원심분리기의 평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량을 갖고서 360도의 각도를 마킹부의 개수로 나눈 각도로 등분되는 위치에 배치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마킹부(60)는 사용되는 센서(70)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진다. 예컨대, 사용되는 센서가 변위 측정용 센서(예컨

대, 변위 측정용 레이저 센서)인 경우에는, 도3 및 도4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두께를 갖는 작은 사각형 

평판 형태의 마킹부(60)와 사각형 평판의 중앙 부분이 약간 돌출되어 역T자형 단면을 갖는 다른 형태의 마킹부(60)가

사용될 수 있다. 센서(70)가 로터의 중앙 프레임 상을 소정 반경의 원주를 따라 스캐닝할 때 이와 같은 마킹부(60)를 

지나가게 되면 소정의 두께 만큼 변위(측정 거리) 차이가 생기게 되고, 특히 돌출된 부분을 갖는 마킹부(60)를 지날 

때는 변위 차이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어 마킹부의 용이한 위치 검출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이 변위 차

이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사각형 평판 대신에 원형 또는 다른 형태의 평판이 사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반면에, 사용되는 센서가 색상 검출용 센서(예컨대, 색상 검출용 광전 센서)인 경우에는, 센서에 의해 검출되기 쉽고 

로터의 중앙 프레임의 색상과 명확히 구분되는 소정의 색상을 갖는 그 두께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얇은 사각

형 형태의 마킹부가 사용될 수 있다. 색상 검출용 센서가 이러한 고유의 색상을 갖는 상기 마킹부를 지나감에 따라 특

유의 신호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마킹부는 원심분리기의 로터의 회전시 그 평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또한, 냉장 기능 또는 온열 기능을 갖고 있는 원심분리기를 사용하는 경우 로터 주위 환경이 습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

고 아울러 소정의 열이 가해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습기 및 열 환경에서도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마킹부는 물 

또는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 및 팽창이 일어나지 않는 재질로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컨대, 마킹부(60)는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등으로 제조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코팅된 종이로 제조될 수도 있다.

이러한 마킹부(60)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판 및/또는 튜브의 위치 검출에 사용되는 센서에 대해 살펴본다.

소정의 두께를 갖는 작은 사각형 평판 형태의 마킹부에는 통상 레이저 거리 측정용 센서가 사용된다. 이 레이저 거리 

측정용 센서는 빛을 매체로 사용하므로, 고속의 측정이 가능하고 온도 및 수분 등과 같은 환경 요인에 의해 영향을 거

의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레이저 거리 측정 센서는 측정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되는데, 광 

간섭계 방식(interferometry)과, 광 삼각 방식(optical triangulation), 및 광 진행 시간 측정 방식(time of flight)으로 

구분된다. 특히, 본 발명에서는, 대상체에 조사된 레이저 빔이 센서에 맺히는 위치를 가지고 삼각 방식을 이용해 거리

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수 cm나 수 m 떨어진 지점에서 높은 정밀도를 요하는 응용 분야에 적합한 광 삼각 방식의 레이

저 거리 측정 센서를 통상 사용한다.

한편, 고유의 색상을 갖는 마킹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외선이나 적색광 또는 녹색광을 이용하여 물체의 유무 및 

위치를 검출하는 광화이버 광전 센서가 통 상 사용된다. 이러한 광화이버 광전 센서는 투광 소자, 수광 소자 및 신호 

처리 회로를 내장하는 앰프 부분과 검출 장소까지 광을 전달하는 화이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광화이버 광

전 센서는 투광용 화이버를 통해 검출부까지 빛을 전달하고 검출부에서 반사 또는 투과된 빛을 수광용 화이버를 통해

앰프의 수광 소자에 도달한 빛의 세기를 감지하여 마킹부의 위치를 검출하도록 동작한다. 현재 사용되는 통상의 광화

이버 광전 센서는 그 측정 거리가 5 cm 내지 2 m이며, 특히 본 발명에서는 물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있는 광

화이버 광전 센서가 사용된다.

이러한 센서 및 마킹부를 이용하여 통상의 원심분리기의 원심분리 작용을 자동화한 본 발명에 의한 자동화된 원심분

리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성 및 작동에 대해 살펴본다.

도1 내지 도5를 참조하면, 그립퍼, 핑거 및 전술한 형태의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적어도 4축 이상의 다관절 로봇(200

)과 통상의 원심분리기(100)는 (도시되지 않은) 견고하고 평평한 바닥판 상의 소정 위치에 근접하게 배치된다. 로봇(

200)의 최종 아암에 장착된 그립퍼(30)에 또는 이 그립퍼에 부착된 핑거(32)에 센서(70)가 장착되어 마킹부(60)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 마이크로 판 및/또는 튜브의 위치를 파악한다.

이 마킹부(60)는 돌출부를 갖는 역T자형의 변위 검출용 마킹부이거나 두께를 무시할 수 있는 얇은 색상 검출용 마킹

부일 수 있음은 이미 설명하였다. 이 마킹부(60)는 로터(50)의 중앙 프레임(52) 상에서 로터(50)의 회전축(56)으로부

터 반경 방향으로 소정 거리(X, 100cm 이내)만큼 이격된 위치에 부착된다. 도4 및 도5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2개의 소정 위치들에 각각 서로 다른 형태의 마킹부(60)들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 도면들에 도시된 형태

의 원심분리기에서는, 상기 위치들 중 어느 한 위치에 부착된 마킹부(60)는 원심분리기의 로터의 정해진 회전방향으

로 90도 각도만큼 더 진행한 위치에 배치된 마이크로 판(40)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2개의 마이크로 판

(40)의 위치를 혼동하지 않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하나의 마킹부(60)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

로 복수의 마이크로 판의 위치를 정확히 검출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마킹부 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센서(70)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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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50)의 중심축(56)을 중심으로 반경(X)을 갖는 원주 상을 스캐닝하는 거리가 최대 360도에 이를 수도 있는 반면에 

서로 다른 마킹부가 n개 부착된 경우에는 많아도 360도/n의 각도 거리만 스캐닝하면 된다. 한편, 단지 하나의 마킹부

를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심분리기의 회전 평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중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부착되는 마킹부의 중량은 10g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센서(70)가 로터(50)의 회전 중심축(56)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이 X인 원주 상을 따라 스캐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로봇(200)의 그립퍼(30)를 이동시킨다. 즉, 그립퍼(30)는 (도시되지 않은) 통상의 로봇 제어 장치의 제

어에 따라 도3에서 좌우 방향으로 서로 멀어지게 또는 가까워지도록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이동 거리는 100 cm 이

내인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이 이동 거리는 50 cm 이내이다. 그립퍼(30)에 부착된 핑거(32)와 이에 

장착된 센서(70)의 중심 등의 위치관계를 고려하여 소정 거리(X)에 상응하는 적절한 거리만큼 이동시키게 되면, 센서

(70)의 중심이 정확히 마킹부(60)가 위치하는 소정의 원주 상에 위치되도록 제어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로봇의 

최종 아암을 소정의 회전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센서(70)가 마킹부(60)가 부착된 소정 반경(X)의 원주를 스캐닝하면서

마킹부(60)를 찾게 되고, 그럼으로써 원심분리기(100) 내에 장착된 원하는 마이크로 판(40)의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있게 된다. 센서의 스캐닝 작업 중에 센서가 획득한 신호를 센서 케이블(72)을 통해 상기 제어 장치로 전달하게 된다.

도6은 마이크로 판 대신에 복수의 시험관들을 사용하여 원심분리를 수행하는 형태로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원심분리기의 로터와 그 상부면에 부착된 마킹부의 배치 관계를 도시한 사시도이고, 도7은 도6의 평면도이다.

제2 실시예는 마이크로 판 등을 장착하기 위한 스윙 버켓을 구비한 로터 대신에 일반적인 시험관들을 이용하여 원심

분리를 수행하기 위해 복수의 시험관을 삽입하기 위한 복수의 튜브 장착 구멍이 형성된 다른 형태의 로터(50')를 구비

한 원심분리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2 실시예는 전술한 제1 실시예의 구성 중 로터의 구성만이 다를 뿐, 나머지 다

른 구성 및 작동은 거의 동일하다. 도6 및 도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로터(50')는 중앙에 

회전 중심축(56')이 구비되고 평평한 로터 상부면을 지나 반경방향 외곽에 복수의 튜브 장착 구멍(80)이 일정 반경의 

원주 상에 형성된 구성이다. 원심분리를 위해 튜브 장착 구멍(80)은 로터(50')의 상기 상부면에 대해 소정의 각도로 

경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마킹부(60')가 상기 로터의 평평한 상부면 상에 회전 중심축(56')으로

부터 반경방향으로 소정 거리(X, 100cm 이내)만큼 이격된 위치에 부착된다. 이와 같이 마킹부(60')를 부착한 후, 전

술한 바와 같이 그립퍼 또는 핑거에 부착된 센서의 중심이 상기 마킹부(60')와 일치하도록 그립퍼를 이동시킨 후 그립

퍼가 부착된 로봇의 최종 아암을 소정의 회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상기 마킹부(60')의 위치를 찾게 된다. 따라서, 

회전 중심축(56')의 중심과 마킹부(60')의 중심을 지나는 연장선상에 위치한 튜브의 정확한 위치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 다른 튜브들의 위치는 검출된 튜브 위치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정보에 의해 정확히 얻어질 수 있다.

이상에서 변위 측정용 센서 또는 색상 검출용 센서와 이들에 각각 적합한 돌출부를 갖는 역T자형 마킹부 또는 고유한

색상을 갖는 얇은 마킹부를 이용하여 원심분리기 내에 장착되는 마이크로 판 또는 시험관(또는 튜브) 등의 위치를 정

확히 검출한 후 적어도 4축 이상의 다관절 로봇의 그립퍼 등을 이용하여 원심분리기의 소정의 절차를 자동화한 시스

템을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반드시 이러한 시스템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은 이하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에 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의 센서 및 마킹부를 이용하여 원심분리 전후에 임의의 회전 위치에 정지하게 되는 원심분리

기의 로터 내의 마이크로 판 또는 시험관의 위치를 정확히 검출할 수 있게 되므로, 다관절 로봇의 그립퍼 등을 이용하

여 원심 분리기 내로 마이크로 판 및 시험관을 정확히 장착 및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임의의 원심분리기의 소

정의 원심분리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변위 검출용 센서 또는 색상 검출용 센서 등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센서를 이용할 수 있고 마킹부를 원심분리기의

로터의 소정의 위치에 적절히 부착할 수 있으므로, 원심분리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원심분리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다관절 로봇의 그립퍼를 소정의 거리만큼 대향 이동시킨 후 이를 회전시키는 간단한 작동에 의해 센서

에 의해 마킹부의 스캐닝이 수행되므로 시스템 전체의 작동이 간단하게 되어 시스템 제작 비용이 현저히 감소되고 그

작동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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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산 등의 생물학적 물질을 함유한 액체들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원심분리하기 위한 자동화된 원심분리 

시스템에 있어서,

적어도 2개의 마이크로플레이트를 장착하여 원심분리를 수행하기 위해, 적어도 2개의 스윙 버켓을 갖는 로터를 구비

한 형태의 원심분리기와,

그 최종 아암에 그립퍼와 이에 결합된 핑거를 갖는 4축 이상의 다관절 로봇과,

상기 소정의 절차를 제어하고 상기 로봇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원심분리기와 다관절 로봇은 견고한 바닥판 상에서 서로 근접하게 배치되고,

상기 그립퍼 또는 핑거에 위치 검출을 위한 센서가 부착되고,

적어도 하나의 마킹부가 상기 로터의 회전 중심축으로부터 소정의 반경방향 거리(X)만큼 이격되어 로터의 중앙 프레

임 상의 소정 위치에 부착되고,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그립퍼(또는 핑거)에 부착된 센서가 상기 소정의 반경방향 거리(X)의 반경을 갖는 원주 상에 위

치하도록 이동시키고 상기 그립퍼를 로터의 회전 중심축을 중심으로 하여 소정의 회전 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상

기 센서가 상기 마킹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럼으로써 원심분리기의 버킷에 장착되는 마이크로플레이트의 위치를 

파악하여 상기 소정의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
핵산 등의 생물학적 물질을 함유한 액체들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원심분리하기 위한 자동화된 원심분리 

시스템에 있어서,

로터의 회전 중심축을 중심으로 하여 소정의 반경을 갖는 원주 상에 원주방향으로 소정 간격으로 이격 배치된 복수의

시험관 또는 튜브 장착 구멍에 시험관 또는 튜브를 장착하여 원심분리를 수행하는 형태의 원심분리기와,

그 최종 아암에 그립퍼와 이에 결합된 핑거를 갖는 4축 이상의 다관절 로봇과,

상기 소정의 절차를 제어하고 상기 로봇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원심분리기와 다관절 로봇은 견고한 바닥판 상에서 서로 근접하게 배치되고,

상기 그립퍼 또는 핑거에 위치 검출을 위한 센서가 부착되고,

상기 회전 중심축으로부터 상기 소정의 반경보다 작은 소정의 반경방향 거리(X)만큼 이격되어 상기 로터 상의 소정 

위치에 적어도 하나의 마킹부를 부착하고,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그립퍼(또는 핑거)에 부착된 센서가 상기 소정의 반경방향 거리(X)의 반경을 갖는 원주 상에 위

치하도록 이동시키고 상기 그립퍼를 로터의 회전 중심축을 중심으로 하여 소정의 회전 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상

기 센서 가 상기 마킹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럼으로써 원심분리기의 로터의 시험관 또는 튜브 장착 구멍에 장착되는

각각의 시험관 또는 튜브의 위치를 파악하여 상기 소정의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는 변위 측정 레이저 센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는 광파이버 센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반경방향 거리(X)는 100 cm 이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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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마킹부는 물에 의해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재질은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등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마킹부는 2개 이상이고, 상기 소정의 반경방향 거리에 해당되는 반경을 갖는 원주 

상에서 360도/(상기 마킹부의 개수)에 해당되는 등각도만큼 이격되어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마킹부들은 사실상 동일한 중량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마킹부들은 서로 상이한 형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마킹부들은 서로 상이한 색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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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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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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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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