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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김상희

(54) 기하형상이 개선된 채널을 채용하는 미소 유체 장치

요약

    
미소 유체 장치는, 주분석 채널(100), 이 주분석 채널(100)과 교차부(108)를 형성하는 시료 장전 채널(102), 상기 
교차부(108)의 양측에서 상기 시료 장전 채널(102)과 유체 연통하는 시료 도입 채널(104, 106), 상기 시료 도입 채
널(104, 106)과 유체 연통하는 제1 시료 공급원(110) 및 제2 시료 공급원(112), 교차부(108)의 양측에서 상기 시료 
장전 채널(102)과 유체 연통하는 장전물/폐기물 채널(114, 116), 장전 폐기물/채널(114, 116)과 유체 연통하는 장전
물/폐기물 저장조(118, 120)를 구비한다.
    

대표도
도 1a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비용 및 재료를 절감하고, 공간을 적게 점유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채널과 저장조의 기하형상을 
개선한 미소 유체 장치와, 이러한 미소 유체 장치의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준비 및 분석 능력 모두의 관점에서 화학 물질 및 생화학 물질의 정보(information)를 획득하기 위한 미소 유체 시스템
의 개발 및 제조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하는 관심을 채우는 데는 포토리소그래피 (photolithography), 
습식 화학 엣칭 등과 같은 전자 산업의 기술을 이러한 미소 유체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어왔다.

    
화학 물질 또는 생화학 물질 분석에 미소 유체 시스템을 사용하여 왔던 주요 분야 중 하나는 모세관 전기 영동(CE) 분
야이다. 일반적으로, 전기 영동 시스템은 적절한 분리 매트릭스 또는 매체로 충전되는 용융 실리카 모세관, 또는 보다 
최근에는 평탄한 실리카 기재에 에칭된 채널을 채용한다. 분석될 시료 유체는 모세관 또는 채널의 일단부에 주입된다. 
그 다음에, 모세관을 가로질러 전압을 인가하면, 시료 내에 있는 종은 전기 영동에 의하여 이동할 수 있다. 예컨대, 순 
전하량 또는 크기의 차이에 기인한 시료 유체의 구성 요소의 차별적인 전기 이동도로 인하여, 구성 요소를 분리, 식별 
및 분석할 수 있다. 전기 영동과 관련한 일반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예컨대 빅토로비츠(Wiktorowicz)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015,350호와, 피터슨(Petersen)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192,405호를 참조한다.
    

    
평면 칩 기술(planar chip technology)을 이용한 전기 영동 시스템(CE system)의 제작이 또한 논의되어 왔다. 예컨
대, 마티스(Mathies) 등의 Proc. Nat'l Acad. Sci(1994년) 91:11348-11352, 야콥슨(Jacobsen) 등의 Anal. Che
m.(1994) 66:1114-1118, 에펜하우저(Effenhauser) 등의 Anal. Chem.(1994) 66:2949-2953을 참고하라. 그러
나, 그러한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예컨대 모세관 채널 내로 분석될 시료를 도입하기 위한 단일의 저장소(well)와 같은 
단일의 시료 도입 지점을 채용한다. 이로 인하여, 각각의 분석 전에 저장소를 세척 및 재장전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보
다 많은 개수의 시료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 큰 핵산 조각(fragments), 단백질 등과 같은 각 시료의 많은 성분이 시료 
장전 채널 및 분리 채널 내에 축적, 및/또는 모세관 벽에 흡수되어, 결국에는 시스템의 작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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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최소의 적은 비용으로, 공간 및 시간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복수의 시료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CE 
시스템을 포함한 미소 유체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이러한 요구와 그 밖의 요구를 충족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1 관점에 있어서, 본 발명은 제1 표면이 있는 평면 기재로 구성되는 미소 유체 장치를 제공한다. 적어도 제1 미세 채
널, 제2 미세 채널 및 제3 미세 채널이 내부에 배치되며, 제2 채널은 제1 교차부에서 제1 채널과 교차하며, 제3 채널은 
제2 교차부에서 제1 채널과 교차한다. 각각 제2 채널에 연결되는 복수의 시료 저장조가 본체 구조물에 배치된다. 제3 
채널에는 적어도 제1 폐기물 저장조(waste reservoirs)가 연결된다.

또한,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시료 저장조가 제2 채널에 연결되어 있으며, 제3 채널에도 하나 이상의 시료 저장조가 연
결되어 있는 전술한 바와 같은 미소 유체 장치를 제공한다. 미소 유체 장치는 적어도 제1 폐기물 저장조 및 제2 폐기물 
저장조를 또한 구비하며, 제1 폐기물 저장조는 제1 채널에 연결되고, 제2 폐기물 저장조는 제2 채널에 연결된다.

다른 관점에서,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은 미소 유체 장치를 또한 제공하지만, 제1 채널과 연통하는 예비장전 모듈(
preloading module)을 포함한다. 예비장전 모듈은 제1 교차부에서 제1 채널과 교차하는 제1 시료 장전 채널을 구비한
다. 예비장전 모듈은 제1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하는 복수의 제1 시료 저장조와, 복수의 제1 시료 저장조와 제1 
교차부 사이에서 제1 시료 장전 채널과 연통하는 제1 장전물/폐기물 저장조(load/waste reservoir)를 구비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은 미소 유체 장치를 이용하여 복수의 시료를 분석하는 분석 방법을 제공한다. 각각이 
제2 채널에 연결되는 복수의 시료 저장조가 본체 구조물에 배치된다. 제3 채널에는 적어도 제1 폐기물 저장조가 연결된
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시료 물질을 복수의 제1 시료 저장조로부터 제2 채널을 거쳐 제1 교차부 및 제3 교차부를 통해 
제3 채널로 제1 폐기물 저장조를 향하여 이송하는 이송 단계를 또한 포함한다. 일부의 시료 물질은 제1 교차부에서 제
1 채널로 주입되고, 제1 채널을 따라 이송되어, 분석 채널에서 분석된다.
    

    
관련된 관점에서,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지만, 복수의 시료 저장조를 구비하고 있는 미소 유체 장치를 이용하여 시료 
물질의 구성 성분을 분리하는 분리 방법을 제공한다. 각 시료 저장조는 제2 채널에 연결되고, 제3 채널에는 적어도 제
1 폐기물 저장조가 연결된다. 이러한 분리 방법은 시료 물질을 복수의 제1 시료 저장조로부터 제2 채널을 거쳐 제1 교
차부 및 제2 교차부를 통해 제3 채널로 제1 폐기물 저장조를 향하여 이송하는 이송 단계를 포함한다. 시료 물질의 일부
는 제1 교차부에서 제1 채널로 주입되고, 그 채널을 따라 이동하면서 시료 물질의 구성 성분이 분리된다.
    

    
또한, 본 발명은 시료 물질의 구성 성분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내부 및 외부가 있는 본체 구조물과; 상기 내부에 배치되
는 적어도 3개의 채널로서, 제1 미세 채널, 제1 교차부에서 상기 제1 미세 채널과 교차하는 제2 미세 채널 및 제2 교차
부에서 상기 제1 미세 채널과 교차하는 제3 미세 채널과; 내부에 여러 다른 복수의 시료 물질이 배치되며 제2 채널과 
연통하는 복수의 시료 저장조, 그리고 상기 제3 채널과 연통하는 폐기물 저장조를 구비하는 미소 유체 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 따르면, 분석 채널과, 제1 교차부에서 상기 분석 채널과 유체 연통하는 시료 장전 채널을 구비하
는 미소 유체 장치가 제공된다. 복수의 시료 공급원이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하며, 이에 의하여 복수의 시료 공급
원 중 하나 이상은 제1 교차부의 각 측부에서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한다. 제1 장전물/폐기물 채널 및 제2 장전물
/폐기물 채널은 제2 교차부 및 제3 교차부에서 시료 장전 채널과 각각 교차한다. 제2 교차부 및 제3 교차부는 제1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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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다른 측부에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본 발명은 분석 채널을 구비하는 미소 유체 장치를 제공한다. 상기 분석 채널의 제1 측부에는 시료 장전 
채널이 있으며, 이것은 제1 교차부에서 분석 채널과 교차한다. 복수의 시료 저장조는 제1 교차부의 제1 측부에서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하며, 폐기물 채널은 분석 채널의 제2 측부에 있으며, 이것은 제2 교차부에서 분석 채널과 교차
한다. 폐기물 저장조는 제1 교차부의 제2 측부에서 폐기물 채널과 유체 연통한다.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 따르면, 분석 채널을 구비하는 미소 유체 장치가 제공된다. 시료 장전 채널은 제1 교차부에서 분
석 채널과 교차한다. 또한, 이러한 미소 유체 장치는 본체 구조물에 배치된 폐기물 저장조와 복수의 시료 저장조로 구성
되는 시료 예비장전 모듈(preloading module)을 포함한다. 복수의 시료 저장조와 폐기물 저장조 각각은 제1 교차부의 
동측에서 시료 장전 채널과 각각 유체 연통한다.

    
부가의 관점으로서, 본 발명은 분석 채널과, 내부에 배치된 제1 횡방향 채널 및 제2 횡방향 채널을 구비하는 미소 유체 
장치를 제공한다. 제1 횡방향 채널은 분석 채널의 제1 측부에 위치되며, 제1 교차부에서 분석 채널과 교차한다. 제2 횡
방향 채널은 분석 채널의 제2 측부에 위치하며, 제2 교차부에서 분석 채널과 교차한다. 제1 시료 공급원은 제1 횡방향 
채널과 유체 연통되어 배치되며, 제2 시료 공급원은 제2 횡방향 채널과 유체 연통되어 배치된다. 제1 폐기물 채널은 제
3 교차부에서 제1 횡방향 채널에 위치하며, 제2 폐기물 채널은 제4 교차부에서 제2 횡방향 채널에 위치된다. 이 미소 
유체 장치는 시료를 제1 시료 공급원 및 제2 시료 공급원 각각으로부터 제1 횡방향 채널 및 제2 횡방향 채널을 거쳐서 
제1 폐기물 채널 및 제2 폐기물 채널로 각각 개별적으로 이송하고, 이 시료를 분석 채널로 선택적으로 주입하는 물질 
방향 설정 시스템(material direction system)도 포함한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 발명은 분석 채널과, 내부에 배치되는 제1 횡방향 채널 및 제2 횡방향 채널을 구비하는 미소 유체 
장치를 제공한다. 제1 횡방향 채널은 분석 채널의 제1 측부에 배치되며, 제1 교차부에서 분석 채널과 교차한다. 제2 횡
방향 채널은 분석 채널의 제2 측부에 배치되며, 제2 교차부에서 분석 채널과 교차한다. 복수의 시료 공급원은 제1 횡방
향 채널과 유체 연통한다. 제1 폐기물 채널이 내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제3 교차부에서 제1 횡방향 채널과 교차한다. 
적어도 제2 폐기물 채널이 내부에 배치되며, 제4 교차부에서 제2 횡방향 채널과 교차한다. 이러한 미소 유체 장치는 시
료를 제1 시료 공급원 및 제2 시료 공급원 각각으로부터 제1 횡방향 채널 및 제2 횡방향 채널을 거쳐서 제1 폐기물 채
널 및 제2 폐기물 채널로 각각 개별적으로 이송하고, 이 시료를 분석 채널로 선택적으로 주입하는 물질 방향 설정 시스
템을 또한 구비한다.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서는 분석 채널과, 이 분석 채널과 유체 연통하게 배치된 시료 장전 채널을 구비하는 미소 유체 
장치가 제공된다. 또한, 복수의 시료 공급원이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하게 마련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분석 채널을 구비한 미소 유체 장치를 이용하여 복수의 여러 다른 물질을 분석하는 
분석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미소 유체 장치에는 시료 장전 채널이 배치되어 제1 교차부에서 분석 채널과 교차한다. 복
수의 시료 공급원은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한다. 제1 시료는 복수의 제1 시료 공급원으로부터 시료 장전 채널을 
통하여 제1 교차부로 이송된다. 제1 시료의 일부는 분석 채널로 주입되고, 이 분석 채널에서 상기 부분의 제1 시료가 
분석된다. 제2 시료는 복수의 제2 시료 공급원으로부터 시료 장전 채널을 통하여 상기 교차부로 이송된다. 일부의 제2 
시료는 상기 분석 채널로 주입되며, 이 분석 채널에서 상기 부분의 제2 시료가 분석된다.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서는 분석 채널이 있는 제1 표면이 마련된 기재를 포함하는 미소 유체 장치를 이용하여 복수의 
여러 다른 시료 물질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미소 유체 장치는 제1 교차부에서 상기 분석 채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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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하는 시료 장전 채널과, 시료 예비장전 모듈을 구비하며, 이 시료 예비장전 모듈은 본체 구조물에 배치된 적어도 제
1 시료 저장조 및 제2 시료 저장조와, 폐기물 저장조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시료 저장조와 폐기물 저장조 각각은 시
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한다. 시료는 제1 시료 저장조로부터 제1 교차부로 이송된다. 일부의 제1 시료는 상기 분석 
채널로 주입된다. 상기 제1 시료의 일부는 상기 분석 채널에서 분석되는 것과 동시에, 상기 제2 시료 저장조로부터의 
제2 시료는 상기 장전 채널로 이송되고, 그 뒤에 폐기물 저장조로 이송된다. 상기 제2 시료는 상기 장전 채널로부터 상
기 교차부로 이송되고 상기 분석 채널로 주입되어, 이 분석 채널에서 분석된다.
    

또한, 본 발명은 내부에 분석 채널이 배치되는 본체 구조물을 포함하는 미소 유체 장치를 제공한다. 복수의 시료 공급원
이 본체 구조물에 배치되는데, 여기서 각각의 시료 공급원은 하나 이상의 시료 채널을 거쳐서 분석 채널의 제1 지점과 
유체 연통한다. 복수의 제1 시료 공급원과 분석 채널의 상기 제1 지점 사이의 채널 거리는 복수의 제2 시료 공급원과 
분석 채널의 상기 제1 지점 사이의 채널 거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분석 채널이 있는 본체 구조물과, 이 본체 구조물에 배치되는 제1 시료 도입 채널을 구비하는 
미소 유체 장치를 제공하는데, 상기 시료 도입 채널은 제1 지점에서 분석 채널과 교차한다. 복수의 제1 시료 공급원이 
본체 구조물에 배치되며, 복수의 제1 시료 공급원 각각은 본체 구조물에 배치되는 복수의 개별적인 제1 시료 채널을 거
쳐서 제1 시료 도입 채널과 각각 유체 연통한다. 복수의 제1 시료 공급원과 제1 지점 사이의 채널 거리는 복수의 제2 
시료 공급원과 상기 제1 지점 사이의 채널 거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분석 채널과, 이 분석 채널과 유체 연통하여 교차하는 시료 장전 채널이 있는 본체 구조물을 
구비하는 미소 유체 장치이다. 본 발명의 이러한 실시예에 따르면, 분석 채널과 시료 장전 채널의 폭은 50㎛ 미만이다. 
또한, 복수의 시료 공급원은 상기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하게 마련된다.

    
관련된 관점에서, 본 발명은 제1 기재의 제1 평탄면에 복수의 채널을 형성하는 형성 단계를 포함한 미소 유체 장치 제
조 방법을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복수의 채널은 분석 채널과, 이 분석 채널의 제1 측부에 배치되고 제1 교차부에서 분
석 채널과 교차하는 시료 장전 채널을 구비한다. 또한, 제1 교차부의 제1 측부에서 시료 장전 채널과 교차하는 복수의 
시료 채널과, 분석 채널의 제2 측부에 배치되며 제2 교차부에서 분석 채널과 교차하는 폐기물 채널을 포함한다. 제2 평
면 기재는 제1 기재의 평탄면에 적층되어 복수의 채널을 밀봉한다. 제2 평면 기재는 그것을 관통하여 배치된 복수의 포
트를 구비하며, 이 포트는 분석 채널의 양단과 연통하는 두 개의 포트와, 폐기물 채널의 교차하지 않는 종단과 연통하는 
폐기물 포트와, 각각 시료 채널의 교차하지 않는 종단과 개별적으로 연통하는 복수의 시료 포트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분석 채널과, 제1 교차부에서 이 분석 채널에 교차하는 시료 장전 채널을 구비하는 미소 유체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미소 유체 장치는 복수의 시료 각각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하여 
배치되는 복수의 시료 공급원을 구비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본 명세서의 미소 유체 장치 및 분석 방법을 실현하는 키트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키트는 (1) 본 명세서에 기재된 장치 및 그 장치의 부품, (2)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방법을 실행하거나 본 명세서에 기재
된 장치 및 장치의 부품을 조작하는 지시서, (3) 하나 이상의 시료 성분(assay component), (4) 장치 또는 시료 성분
을 유지하는 용기, (5) 패키징 재료 중 하나 이상을 선택적으로 구비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c는 본 발명의 장치에 채용되는 기하형상의 채널 및 저장조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도 1a 
및 도 1b는 복수의 시료를 장전하고 주입하는 작용을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도 1c는 시료의 예비장전 작용을 개략적으
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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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예비장전 특성이 없는 CE 시스템(상부)에 대비한 본 발명의 미소 유체 장치에서 모세관 전기 영동을 수행하는 
경우(하부)에 수반하는 다양한 물질 이송 단계의 시간 기록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복수의 시료를 연속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개선된 기하 형상의 채널/시료 저장소를 채용하는 미소 유체 장치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복수의 시료를 연속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개선된 기하 형상의 채널/시료 저장소를 채용하는 미소 유체 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복수의 시료를 연속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미소 유체 장치에서의 개선된 또 다른 대안적 기하형상의 채널을 나타
내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개선된 기하형상의 채널/시료 저장소를 채용하는 기재에 제조된 CE 채널에 주입되는 형광 물질이 염
색된 핵산 조각에 대한 유지 시간의 관계를 도시한 그래프.

도 7a 내지 도 7c는 본 발명의 개선된 기하형상의 채널/시료 저장소를 채용하는 미소 유체 장치의 분석 채널에 연속적
으로 주입되는 형광 염료가 혼입된 일조의 PCR 조각(도 7a), HaeⅢ으로 분리되고 형광 염료가 혼입된 PhiX174 DNA
(도 7b), 버퍼 블랭크(도 7c)의 형광도와 시간의 관계를 도시한 그래프.

도 8a 및 도 8b는 채널 폭이 70㎛인 미소 유체 장치(도 8a)와 채널 폭이 30㎛인 미소 유체 장치(도 8b)에서 수행되는 
핵산 분리 분석을 도시한 도면.

    실시예

총론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개선된 기하형상의 채널과 저장조를 채용하는 미소 유체 장치와, 유체 원물질의 분석, 준비, 또
는 다른 조작에 상기 미소 유체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비용과 재료 및 소요 공간을 절감하면서 그 장치
를 통과하는 물질의 산출량을 크게 하려는 것이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바와 같이, "미소 유체 장치 또는 시스템(microfludic device or system)"이라는 용어는 2개 이
상의 교차 채널 또는 유체 도관을 채용하고, 하나 이상의 채널의 하나 이상의 횡단면 치수가 약 0.1 내지 약 500 ㎛, 바
람직하게는 약 1 내지 약 100 ㎛ 사이에 있는 장치를 지칭한다.

    
본 발명의 미소 유체 장치는 여러 미소 유체 요소가 배치되는 중앙 본체 구조물을 구비한다. 본체 구조물에는 외부 또는 
외면과, 전체 미소 유체 장치의 다양한 미세 채널 및/또는 챔버가 형성되는 내부가 마련된다. 예컨대, 본 발명에 따른 미
소 유체 장치의 본체 구조물은 통상적으로 구조가 평탄한, 즉 실질적으로 평활하거나 적어도 하나 이상의 평탄면이 있
는 고형 또는 반고형 기재를 통상적으로 채용한다. 여러 재료 중 어느 하나의 재료 또는 재료들의 조합으로 적절한 기재
가 제조될 수 있다. 종종, 평면 기재는 미세 제조 분야(fields of microfabricate)에서 통상적인 고형 기재, 예컨대 유
리, 석영, 실리콘 또는 폴리실리콘과 같은 실리카계 기재 및 갈륨 비화물과 같은 다른 공지된 기재를 이용하여 제조된다. 
이러한 기재의 경우에, 포토리소그래픽 기술, 습식 화학 엣칭, 미세 가공(즉 드릴링, 밀링 등)과 같은 통상의 미세 제조 
기술이 미소 유체 장치 및 기재의 제조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본 발명의 미소 유체 장치를 제작하는 데에
는, 예컨대 폴리디메틸실록산(PDMS),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PMMA), 폴리우레탄,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 
폴리스티렌, 폴리술폰, 폴리카보네이트, 폴리메틸펜틴,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ABS(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등을 포함하는 중합체 기재 물질이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중합체 물질
의 경우에,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기하형상의 채널 및 저장조를 구비한 기재를 형성하는 데에 사출 성형 또는 
엠보싱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주형(original molds)은 전술한 재료 및 방법 중 임의의 것을 이용하여 
성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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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유체 장치의 채널 및 챔버는 통상적으로 평면 기재의 일면에 홈, 오목부 또는 함몰부로서 그 표면에 형성된다. 통
상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료로 마련되는 제2 평면 기재는 제1 평면 기재에 적층 부착되어, 장치의 채널 및/또는 
챔버를 정하고 밀봉한다. 제1 기재의 상면과 상부 기재의 하부 정합면은 장치의 내부를 함께 한정한다. 다시 말하면, 장
치의 챔버 및 채널을 한정한다.

    
본원 명세서에 기재된 미소 유체 장치에서, 분석 채널로도 지칭되는 하나 이상의 주채널이 기재의 표면에 배치되며, 이 
채널을 통하여 시료가 이송되어 특별히 분석된다. 통상적으로, 시료를 주채널과 교차하는 횡방향 채널에 위치시킴으로
써 복수의 시료 각각의 시료 공급원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이송되고 분사 채널로 주입된다. 이러한 횡방향 채널은 또한 "
시료 장전 채널"로도 지칭된다. 시료 공급원은, 예컨대 상기 장치 내에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하게 배치된 복수의 
저장소로서 중간의 시료 채널에 의하여 장치에 합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발명의 미소 유체 장치는 시료 공
급원이 장치의 본체 외측에 있을 수도 있으는 시료 공급원도 포함하며 이것은 본질적으로 상기 시료 장전 채널과 여전
히 유체 연통한다.
    

    
장전 채널의 시료는 장전 채널과 분석 채널의 교차부를 가로질러 인출되거나 이송된다. 그 다음에, 상기 두 채널의 교차
부 내에 배치되는 시료의 용적 또는 '플러그(plug)'는 분석 채널로 인출되며, 거기서 원하는 분석이 이루어진다. 두 채
널, 예컨대 주채널과 장전 채널의 교차부는 "T형" 또는 "3방향" 교차부일 수 있으며, 이 교차부에서 장전 채널은 주채
널과 교차하고 거기에 종단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안으로서, 두 채널은 서로를 가로질러 교차
하여, "4방향" 교차부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주입되는 시료의 용적은 교차부의 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
다. 더 많은 용적의 시료가 요구되는 경우, 시료 장전 채널의 입구 측, 예컨대 시료 측 교차부와 장전 채널의 출구 측, 
예컨대 폐기 측의 교차부를 서로 엇갈리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예컨대 엇갈린 교차부 사이의 분석 채널의 길이
에 의하여 한정되는 바와 같이, 장전 중에 보다 많은 시료가 분석 채널 내에 배치된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대체로 본 발명의 장치 및 방법은 시료를 모세관 전기 영동 분석(CE)하는 것과 관련하여 설
명한다. 따라서, 그러한 작용에 있어서, 주채널 또는 분석 채널은 일반적으로 시빙 매트릭스, 버퍼 또는 내부에 배치된 
매체를 포함함으로써, 시료의 구성 성분의 전기 영동 분리를 최적화할 수 있다. 그러나, 본원 명세서에 설명된 개선된 
기하형상을 채용하는 미소 유체 장치는 전기 영동 용례 이외의 광범위한 범위에 또한 적용될 수 있으며, 시료에 복수의 
상이한 분석 반응을 수행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이것은 본원 명세서에서 모든 목적을 위하여 전적으로 인용되는 국제 
출원 제WO 98/00231호에 기재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장치는 장치 자체를 제조하는데 요구되는 재료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장치의 성형과 관
련한 비용을 절감하는 기하형상의 채널 및 저장조를 채용한다. 또한, 본 발명의 장치는 (1) 장치 상의 원위치로부터 분
석 영역 또는 분석 채널까지 특정 시료가 이동하거나 이송되어야할 거리를 감소시키고, (2) 임의의 두 시료가 원위치로
부터 분석 영역 또는 분석 채널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를 균등하게 하여, 시료의 이동에 의한 어떠한 효과도 균등하게 
하며, (3) 단일 장치에 위치할 수 있는 시료의 수를 증가시키고, (4) 하나의 시료를 분석하는 동안, 후속하는 시료의 
분석을 위하여 다른 시료가 인출되거나 예비장전되고, (5) 시료가 예비장전될 수 있는 공통 지점을 제공하여 장전과 주
입 주기의 타이밍을 모든 시료에 대하여 표준화시키고, (6) 물질 영역, 예컨대 분석 채널 내에서 종 밴드 또는 플러그
의 감지 및 분석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산출량으로 분석하며 그러한 분석이 촉진될 수 있다.
    

Ⅱ 비용 절감

    
일반적으로, 미세 제조를 이용하는 분야에서,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수축(shrinking)" 원리를 채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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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수축은 장치의 크기를 비율에 따라 축척함으로써 장치를 제1 스케일(scale)로 최적화하는 것
을 의미한다. 수축은 장치 설계와 제조에 있어서 두 배의 장점을 제공한다. 먼저, 주물 수축은 전체 제품의 크기를 감소
시키는 명확한 장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작은 크기로 인하여, 제품은 보다 작은 공간이 요구되며, 또한 이것은 장치를 
작은 전체 시스템 내에 합체함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예컨대 마이크로프로세서, 미소 유체 장치 등
을 포함하는 미세 제조된 장치는 실리콘, 실리카 등의 기재 물질의 큰 웨이퍼로 제조된다. 이 경우, 각각의 개별적인 장
치의 크기를 감소시킴으로써, 단일 웨이퍼로 형성될 수 있는 장치의 숫자를 증가시켜, 재료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단일 웨이퍼로 제조되는 장치의 숫자가 전술한 바와 같이 증가됨으로써, 주어진 웨이퍼 또는 플레이트의 결함에 
기인하여 손실되는 장치의 개수는 실질적으로 감소된다. 예컨대, 단일 기재의 웨이퍼로부터 단지 4개의 장치만을 생산
하는 경우, 하나의 장치 내에 전적으로 포함되는 단일의 작은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25%의 손실, 즉 4개 중 1개
의 장치에 결함이 발생된다. 그러나, 단일 웨이퍼로부터 20개의 상이한 장치를 생산하는 경우, 장치의 단지 5%, 즉 20
개 중 1개의 장치에만 결함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장치의 크기를 줄임으로 생기는 비용 측면의 장점은 2배가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치 개개의 치수는 복수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그것의 폭 및 길이가 약 
5㎜ 내지 약 100㎜ 사이에 있지만, 수행될 분석의 개수와 시약 저장조의 요구되는 용적에 따라 보다 크거나 작은 장치
가 또한 마련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장치의 폭과 길이의 치수는 약 5㎜ 내지 약 50㎜이다.

    
본 발명의 장치에 채용된 최적화된 기하형상의 채널과 저장소는 장치마다 요구되는 기재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
다. 요구되는 기재의 감소로 인한 결과로, 장치의 기재 특성과 연관된 비용은 감소되고, 기재/웨이퍼의 개수를 증가시킨 
결과로 손실된 기재/웨이퍼의 비율은 실질적으로 감소된다. 실리카 또는 실리콘계 기재 재료와 관련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에 의하여 제공되는 비용 절감 및 재료 절감은 예컨대 유리, 중합체 재료 등과 같은 기재 재료에 광범위하게 적
용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Ⅲ 산출량 증가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장치에 채용되는 개선된 기하형상의 채널 및 저장조로 인하여, 복수의 시료를 특별하게 분
석할 수 있으며 산출량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임의의 유체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의 한 위치로부터 다른 
위치로 단지 이송만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물질을 시스템의 한 위치로부터 다른 위치로, 즉 시료 저장소
로부터 분리 모세관으로의 이송은 전기 영동으로 수행되는 모세관 전기 영동 시스템의 경우에 특별히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 이러한 문제는 복수의 상이한 시료를 연속적으로 분석하는 데 이용되는 시스템에서 더욱 증폭된다.
    

    
다른 한편으로, 본 발명의 장치 및 시스템에 채용되는 개선된 기하형상의 채널 및 저장조는 시료 저장조로부터 장치의 
분석부(즉 채널)로의 전이 시간을 실질적으로 짧게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개선된 기하형상으로 인하여, 기재의 단위 
면적당 훨씬 많은 개수의 시료 저장조를 또한 채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하형상으로 인하여, 분석 영역 또는 채널
에서 하나의 시료를 분석하는 '예비장전' 작용을 수행하면서, 그 동안 다른 시료는 저장조로부터 분석 영역 또는 채널에 
인접한 위치로 이송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의 조합으로 인하여, 장치의 산출량은 실질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
    

A 복수의 시료 저장조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장치 및 시스템은 소정의 분석 채널용의 복수의 시료 공급원, 저장소(well) 또는 저장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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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여, 각각의 시료를 각각의 저장조로부터 분석 채널로 연속적으로 주입하는 것, 즉 시료를 제1 저장조로부터 인출
하고 그것을 분석 채널에 주입한 후, 시료를 제2 저장조로부터 인출하고 그것을 주입하는 것만으로도 단일 장치에서 복
수의 시료를 연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원 명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미소 유체 장치 내에 형성된 시료 저장소 또는 
저장조와 관련하여 설명하였지만, 그러한 시료 물질은 본질적으로 명세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치의 여러 지점과 유
체 연통한 상태로 장치의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다.
    

    
복수의 시료 저장조를 채용함으로써, 이전 시료의 분석이 종료된 후에 각 시료를 수동으로 장전하지 않고 복수의 시료
를 연속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미소 유체 장치는 단일 기재에 주어진 분석 채널과 유체 연
통하는 2개 이상의 개별적인 시료 저장조를 구비한다. 통상적으로, 미소 유체 장치는 주어진 분석 채널에 대해 4개 이
상의 개별적인 시료 저장조를, 보다 일반적으로는 6개 이상의 개별적인 시료 저장조를, 바람직하게는 8개 이상의 개별
적인 시료 저장조를, 그리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12개 이상의 시료 저장조를 구비하며, 종종 16개 이상의 개별적인 시
료 저장조를 구비한다. 통상적으로, 각각의 시료 저장소는 분석 채널과 교차되어 유체 연통하는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된다. 통상적으로, 장전물/폐기물 저장조는 장전 채널의 분석 채널과의 교차부 반대측에서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되게 마련된다. 이로써 시료를 교차부를 가로질러 장전물/폐기물 저장조를 향하여 인출함으로써 시료를 장전할 수 
있다. 추가의 예비장전 채널 및 저장조는 시료가 장전됨에 따라 동측에서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되게 마련되어, 하
나의 시료를 예비장전하는 동안, 이전의 시료는, 예컨대 시료 저장소로부터 교차부의 동측에 있는 장전물/폐기물 저장
소로 교차부를 가로지르지 않게 유동됨으로써 주채널을 따라 이송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본 발명의 장치는 단위 기재 면적당 비교적 조밀한 밀도로 시료과 그 밖의 저장조를 구비
한다. 특히, 시료과 버퍼 저장소는 통상적으로 1 ㎠ 당 2개의 저장조보다 크고, 바람직하게는 1 ㎠ 당 4개보다 크고, 어
떤 경우에는 1 ㎠ 당 8개의 저장조보다 큰 밀도로 짜넣어진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의 장치에 포함
되는 저장조는 규칙적인 간격으로 설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간격은, 예컨대 복수의 저장소 플레이트 
치수에 필적하는 기존의 유체 취급 시스템에 있는 간격과 상보적이다. 예컨대,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저장조는 규
칙적인 간격을 두고 선형으로(예컨대, 선을 따라서) 또는 격자 형태로 위치하거나 배치된다. 예컨대, 바람직한 실시예
에 있어서, 장치의 저장소는 선형 또는 격자 배치에서, 중심 간격이 96개의 저장소 플레이트에 적합한 9 ㎜, 바람직하
게는 384개의 저장소 플레이트에 적합한 4.5 ㎜, 어떤 경우에는 1536개의 저장소 플레이트에 적합한 약 2.25 ㎜로 배
치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복수의 시료 저장조는 기재 상에서 분석 채널의 양측 위치에 배치된다. 시료 저장조를 분석 
채널의 양측에 위치시키는 경우, 시료가 분석 채널에 주입되는 그 지점 둘레에 시료 저장조가 다발을 형성하게 함으로
써, 시료가 주입되는 분석 채널 상의 지점과 임의의 주어진 저장조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여, 채널 길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시료 저장조와 분석 채널 사이의 채널의 길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료를 저장조로부터 분석 채널로 이송하는 데
에 소요되는 전이 시간이 최소화된다. 또한, 유체의 이송 중에 발생되는, 예컨대 성분이 장치에 부착되는 것, 전기 침투
(E/O) 또는 전기 영동 시스템의 전기 효과로서, 예컨대 전기 영동의 편향(biasing) 또는 시료 구성 요소의 분리와 같은, 
분석 채널에 주입되기 전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의 영향도 최소화된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시료 저장조는 분석 채널의 양측에 동등하게 분배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람직한 실
시예에서, 미소 유체 장치는 분석 채널의 각 측부에 2개 이상, 통상적으로는 3개 이상, 바람직하게 4개 이상, 보다 바람
직하게는 6개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8개 이상의 개별적인 시료 저장조를 구비한다.

    
바람직한 부가의 변형예에 있어서, 다양한 시료 공급원 또는 저장조는 물질이 각각의 시료 공급원 또는 저장조로부터 
주입 채널 (또는 이하에서 상술하는 시료 주입 채널)에 이르기까지 이송되어야 하는 채널 거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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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마련된다. "실질적으로 동일(substantially equal)"하다는 것은 임의의 주어진 저장조에 대한 이러한 채널 거리가 
다른 시료 공급원 또는 저장조에 대한 채널 거리보다 25% 이하로 크거나 작으며, 바람직하게는 15 % 이하, 더욱 바람
직하게는 10 %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5 % 이하 정도 크거나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이러한 채널 거리는 서로에 대하여 약 2% 내에 있다.
    

    
주입 지점 또는 예비장전 지점으로부터의 채널 거리와 관련하여, 시료 저장조를 동일 거리에 마련함으로써 여러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많은 용례에 있어서, 가동 버퍼(running buffer), 시빙 매트릭스(sieving matrices), 동적 코팅제
(dynamic coating) 등과 같은 유체는 이를 예컨대, 버퍼 저장조 또는 폐기물 저장조와 같은 단일 저장조에 적층함으로
써 미소 유체 장치의 채널에 첨가된다. 그 다음에, 유체는 모세관 작용, 및/또는 유체역학적 압력(hydrodynamic) 또는 
인가 압력에 의하여 장치의 채널로 넣어진다. 이러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유체는 대략 동등한 비율로 동등한 크기의 
채널을 통하여 이동한다. 따라서, 주입 지점으로부터의 채널 거리가 다양한 미소 유체 장치에 있어서, 유체는 짧은 채널
의 종단에 있는 저장조에 먼저 도달한다. 인가 압력 또는 유체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이 저장조는 유체가 나머지 저
장조에 도달하기 전에 유체로 충전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하여, 여러 다른 시료 저장조에서 유체 수위가 다르며, 이어서 
각각의 시료에 대하여 상이한 희석 수위(dilution level)를 발생시켜, 양적으로 시료를 비교하는 성능에 영향을 끼친다. 
채널 거리가 동일한 경우, 유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간과 속도로 여러 저장조에 도달하여 그 저장조를 충전하므로,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제거된다.
    

    
희석 문제를 제거하는 것 이외에도, 본원 명세서에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 채널 거리를 채용하면, 각각의 저장조로부터 
주입 지점으로의 전이 시간 또는 예비장전 시간이 동일해진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다. 먼저, 각각의 시료는 
동일한 시간 동안 전이 상태에 있게 되어, 이러한 전이 시간으로 인한 임의의 결과로 표준화된다. 예컨대, 핵산 분석의 
경우에, 삽입 염료(intercalation dye)는 장치의 채널 내에서 가동 버퍼와 종종 혼입되며, 거기서 염료는 그 채널을 통
하여 이동하는, 즉 시료 공급원으로부터 분석 채널로의 전이 중에 있는 핵산에 의하여 흡수된다. 차이나는 전이 시간에 
의해 염료가 상이하게 채용될 수 있고, 이로써 그러한 시료로부터의 최종 신호 강도는 상이하게 된다. 또한, 동일한 시
료 장전 시간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조작자는 각각의 시료를 장전 또는 예비장전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을 표준화할 수 
있다는 유용한 장점이 가진다. 특히, 각각의 시료를 장전 또는 예비장전하는 데 동일한 시간이 요구되므로, 미소 유체 
장치의 작동은 크게 촉진된다.
    

    
시료 공급원을 주입 지점으로부터 동일 거리로 제공함으로써 얻어지는 동일한 장점은 채널의 구조 또는 기하형상에 다
른 편차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도 얻어지며, 이에 의해 주어진 유체(예컨대, 시료)의 공급원으로 또는 공급원으로부터
의 전이 시간은 다른 공급원으로 또는 다른 공급원으로부터의 유체(예컨대, 시료)의 전이 시간과 동일하다. 예컨대, 동
일 간격으로 배치되는 시료 공급원을 제공하는 대신에, 유체가 2개의 다른 공급원으로 또는 공급원으로부터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전이 시간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채널의 폭을 변경시킬 수 있다. 특히, 주입 지점 또는 예비장전 지점에 
인접한 시료 공급원은 보다 넓은 채널을 거쳐서 주입 지점 또는 예비장전 지점과 유체 연통되게 선택적으로 마련됨으로
써, 예컨대 인가된 전기장과 같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질 이송 조건하에서 길지만 좁은 채널에 의해 연결되는 시료 공
급원과 같이, 시료는 공급원으로부터 주입 또는 예비 장전 지점으로의 채널을 통해 이동하는 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
의 시간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예컨대 본 명세서에 상세하게 설명하는 바와 같이 버퍼 등으로 장치를 충전하는 데 있
어서, 이러한 채널의 편차는 공통 채널을 통하여 도입되는 경우에 유체가 임의의 시료 공급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
간을 평형화하는 데 유용하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간(substantially the same amount of time)"이라는 것은 동일한 이동 조건(예컨대, 인가 압
력 또는 전기장 상태), 즉 동전기적(動電氣的) 이송 조건에서 시료가 그 공급원으로부터 미소 유체 장치 상의 주입 지
점 또는 예비장전 지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그 밖의 어떠한 시료 공급원 또는 저장조에 대하여 다른 시료가 그 공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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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주입 지점 또는 예비장전 지점으로 이동하는 시간보다 약 25% 이하, 바람직하게는 15% 이하, 보다 바람직하
게는 10%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5% 이하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시료가 여러 다
른 시료 공급원으로부터 주입 지점 또는 예비장전 지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서로의 이동 시간의 약 2% 내에 있다.
    

    
복수의 시료 각각에 대한 전이 시간이 장치 내에서 다른 시료의 전이 시간과 유사하도록 보장하는 것 이외에도, 시료가 
주입 지점으로 도달하기 위하여 통과해야하는 공통 채널(예컨대, 장전 채널)의 길이와 총합(amount)을 감소시키는 것
이 또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특히, 시료 채널과 예비장전물/폐기물 채널의 교차부 사이의 장전 채널의 길이를 감소
시키면, 최종 주입 시에 유해 오염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감소된다. 특히, 짧아진 장전 채널은 다음 시료가 십자형 주
입부(injection cross) 또는 교차부로 실제로 주입되기 전에 완전히 충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적어도 일실
시예에 있어서, 시료 채널과 장전 채널의 교차부는 장전 채널과 장전물/폐기물 채널의 교차부에 인접하게 예컨대, 약 5
㎜ 내에, 바람직하게는 약 4㎜ 내에,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2㎜ 내에, 종종 1㎜ 내에 위치하고, 이로써 시료 채널 교차
부와 주입 또는 예비장전 교차부 사이의 장전 채널은 약 5㎜ 미만, 바람직하게는 약 4㎜ 미만,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2
㎜ 미만의 길이를 가지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시료를 주분석 채널에 주입하는 것에는 시료를 장전 채널과 분석 채널의 교차부를 가로
질러 인출하는 것이 수반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장치 및 시스템은 장전될 시료로부터 분석 채널
의 반대측에서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하는 장전물/폐기물 저장조 및 채널을 구비한다. 분석 채널의 반대측의 원하
는 시료 저장조와 장전물/폐기물 저장조 사이에 전압 기울기(voltage gradient)를 인가함으로써, 물질은 시료 장전 채
널을 통하여 장전 채널과 분석 채널의 교차부(주입 채널이라고도 한다)를 가로질러 장전물/폐기물 채널 및 저장조로 이
동하게 된다.
    

본 발명의 장치 및 시스템은 분석 채널의 각 측에 위치한 시료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는 통상
적으로 장전물/폐기물 저장조 및 분석 채널의 각 측에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하는 상응하는 채널도 포함한다. 구체
적으로, 분석 채널의 일측에 있는 시료용 예비장전 저장소는 채널의 타측에 있는 시료용 장전물/폐기물 저장조이다. 이
러한 특징은 도 1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도 1a는 미소 유체 장치(도시 생략)의 두 채널, 예컨대 주분석 채널(100)과 시료 장전 채널(102) 
사이의 교차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시료 장전 채널은 교차부(108)의 양측에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하
는 제1 시료 도입 채널(104) 및 제2 시료 도입 채널(106)을 각각 구비하며, 이 시료 도입 채널은 예컨대 장치 내에 배
치된 시료 저장조인 제1 시료 공급원(110) 및 제2 시료 공급원(112)과 각각 유체 연통한다. 제1 시료 채널 및 제2 시
료 채널 이외에도 교차부의 각 측에 있는 시료 장전 채널은 제1 장전물/폐기물 채널(114) 및 제2 장전물/폐기물 채널
(116)과 각각 유체 연통하며, 이어서 이들은 제1 장전물/폐기물 저장조(118) 및 제2 장전물/폐기물 저장조(120)와 
각각 유체 연통한다.
    

    
도 1b는 각각의 제1 시료 저장소 및 제2 시료 저장소로부터 순차적으로 시료를 주입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특히, 도 1b의 Ⅰ 및 Ⅱ 부분은 제1 시료(해칭으로 표시)가 장전 채널과 주채널(100)의 교차부를 가로질러 시료 장전 
채널(102) 및 제2 장전물/폐기물 채널(116)로 인출되는 것을 나타낸다. 본 명세서에서 일반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바
와 같은, 예컨대 E/O 흐름 또는 전기 영동 이송 시스템과 같은 전기 물질 방향 설정 시스템에서, 이것은 물질이 전류 흐
름 경로를 따라 이동하도록 제1 시료 저장조(110) 및 제2 장전물/폐기물 저장조(120)에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달성된
다. 그 다음에, 교차부에서 시료 물질의 플러그는 교차부(108) 양측의 주채널상의 지점, 즉 주채널(100)의 종단에 위
치된 버퍼 및 폐기물 저장조에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주채널(100)에 주입된다. 주입 중에, 시료 저장조(110)와 제2 장
전물/폐기물 저장조(120)에 인가된 전압이 제거되어, 예컨대 이들 저장조를 '플로트(float)'시키게 된다. 그러나, 통상

 - 11 -



등록특허 10-0351531

 
적으로 상기 저장조에서 전압이 유지되어 교차부로부터 멀어지는 순 물질 흐름(net material flow)을 달성하여, 예컨
대, 시료를 교차부로부터 잡아당김으로써 분석 중에 시료가 교차부로 누설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제2 시료(십자 해칭으로 표시)은 장전 중에 제2 시료 저장조(112)와 제1 장전물/폐기물 저장소(118)에 전압이 가해
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 1b에 Ⅲ 및 Ⅳ 부분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시료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채널(100)로 장전
되고 주입된다.

분석 채널의 양측으로부터 시료를 분석 채널로 주입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이러한 특성이 결여된 장치와는 대조적으
로, 분석 채널의 양측에 장전물/폐기물 저장조를 채용함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이, 시료를 예비장전하면서 다른 시료가 
분석 채널에서 분석된다.

    
예컨대, 십자형 채널 구조에 분리 채널과 장전 채널을 채용하는 통상의 평면 칩을 기초로 한 전기 영동 장치에 있어서, 
시료를 장전 채널의 종단에 있는 저장조에 배치하고 시료가 장전 채널과 분리 채널의 교차부에 걸쳐 전기 영동될 때까
지 장전 채널에 걸쳐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시료가 분리 채널로 장전된다. 통상적으로, 주어진 채널의 종단('포트'로도 
지칭됨)에서 저장조 또는 저장소(well) 내에 배치된 전극에 의하여 전압이 인가된다. 교차부에 있는 물질의 플러그는 
분석 채널 또는 분리 채널의 길이를 가로질러 전압 기울기를 인가함으로써 분리 채널 아래로 전기 영동된다. 전기장이 
방해 받음으로 인하여 시료의 분석 또는 분리가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후속하는 시료를 장전하기 전에 분리
가 완료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본원 명세서에 설명된 채널 구조에 있어서, 제1 시료가, 예컨대 전기 영동에 의해 분석 채널에서 분석되는 동안, 
후속 시료는 주입 지점에 근접하거나 인접하기도 한 장전 채널의 위치로 이송될 수 있다. 특히, 분석 채널의 동일측부에
서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하는 장전물/폐기물 저장조와 시료 저장조를 가로질러 적절한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시
료는 분석 채널을 가로지르지 않고 각각의 저장조로부터 시료 장전 채널의 일부를 통하여 장전물/폐기물 채널(저장조)
로 이송된다. 또한, 예컨대 장전물/폐기물 채널(114)과 장전 채널(102) 사이의 교차부와 같은 예비장전 지점의 전압이 
주입 지점(108)의 전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예비장전 공정에서 인가되는 전압을 유지함으로써, 분석 채널 
내에서 물질의 이송에 영향을 끼치치 않고, 예컨대 장전 채널과 분석 채널 사이에 횡방향 전기장을 발생시키지 않고 이
러한 예비장전을 수행할 수 있다. 채널(V i)의 소정의 중간 지점에서 단부에 가해지는 제1 전압(Va )과 타단부에 가해지
는 제2 전압(Vb)을 포함하는 이러한 전압을 결정하는 경우, 중간 전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수학식 1

여기서, Ra 는 Va 가 인가되는 지점과 Vi가 결정되는 중간 지점 사이의 저항을 나타내고, Rb는 Vb가 인가되는 지점과 
Vi가 결정되는 중간 지점 사이의 저항을 나타낸다.

이전의 시료 분석이 완료된 직후, 이미 시료 장전 채널 내에 있는 후속 시료는 장전 채널과 분석 채널의 교차부를 가로
질러 단지 이송되며, 교차부에서 시료 물질의 플러그는 이전과 같이 분석 채널로 인출된다.

    
도 1c에는 도 1b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채널 교차부 구조가 도시되어 있지만, 그 구조는 이전의 시료가 주채널을 따라 
분석되는 동안 하나의 시료를 예비장전하는데 이용된다. 특히, 도 1c의 패널 Ⅰ는, 예컨대 위에서 도 1b를 참고로 도시
한 바와 같이 제1 시료의 주입 이후를 도시한다. 제1 시료가 분석되는 동안, 제2 시료는 그것을 시료 장전 채널과 제2 
장전물/폐기물 채널(load/waste channel)로 이동시킴으로써 주입 지점(교차부(108))에 인접한 시료 장전 채널의 위
치로 이송된다. 도 1c의 패널 Ⅱ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컨대 전기 영동 분리 등과 같은 제1 시료의 분석 종료 후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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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는 그것을 교차부(108)를 가로질러 인출하고 그것을 분석 채널(Ⅲ 부분)로 주입함으로써 장전된다. 그 다음에, 
이 공정은 분석될 모든 시료에 대하여 반복된다.
    

    
도 2는 예비장전 특성을 채용하지 않은 장치와 이러한 특성을 채용한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시료 예비장전으로부터 야
기되는 실질적인 시간 절감을 비교하여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도 2의 패널 A는 종래의 미소 유체 
장치, 즉 분석 채널의 각 측면에 개별적인 장전물/폐기물 저장조를 구비하지 않는 장치를 이용하여 복수의 시료를 분석 
채널로 장전 및 주입하는 데 요구되는 공정의 타이밍을 도시한다. 특히, 임의의 소정 시료를 장전하는 것은 시료를 분석 
채널과 장전 채널의 교차부를 가로질러 이송한 후 교차부에서 시료 플러그가 분리 채널 아래로 이송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종래의 장치에 있어서, 소정의 시료가 분석되는 동안 아무런 시료도 장전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분석 채널에서 
물질 흐름은 정지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시료를 분석하는 것은 후속 시료를 장전하기 전에 효과적으로 완료되어야 하
며, 화살표로 도시하는 바와 같이, 시료의 장전과 분석이 겹치지 않는 곳에 시료 장전 시간선 및 주입 시간선이 있다.
    

    
도 2의 B 부분은 본 발명의 장치에서 연속적으로 분리되는 시료에 유사한 시간선을 제공하며, 상기 장치는 장전될 시료
를 포함하는 저장조와 동일 측부에 추가의 장전물/폐기물 저장조를 채용한다. 이러한 추가의 장전물/폐기물 저장조를 
채용함으로써, 분석 채널 내에서 물질 흐름을 가로지르거나 그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시료를 각각의 저장조로부터 장
전 채널로 이송할 수 있다("예비장전"으로도 지칭됨). 이에 따라, 하나의 시료가 분석 채널을 따라 이송되어 분석되는 
동안, 후속 시료는 장전 채널로 예비장전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시간 절감은 특히 복수의 시료(예컨대, 8, 10, 
12, 16 또는 그 이상)이 분석되는 곳에서 매우 클 수 있다.
    

예비장전된 시료과 분석 채널 사이의 사용적(死容積)의 총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장전물/폐기물 채널이 장전 채널과 
분석 채널의 교차부에 비교적 인접한 지점에서 시료 장전 채널과 교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미
소 유체 장치에서, 이러한 두 교차부 사이의 거리는 통상적으로 5㎜ 미만, 바람직하게는 2㎜ 미만, 보다 바람직하게는 
1㎜ 미만, 그리고 종종 0.5㎜ 미만이다.

    
또한, 복수의 시료 저장조 기구에 대하여, 각각의 시료를 시료 장전 채널의 동일 지점으로 예비장전할 수 있는 것이 일
반적으로 바람직하다. 이것은 각각의 시료를 예비장전, 장전 및 주입하는 타이밍을 표준화하거나 단순화할 수 있다. 추
가로, 이러한 예비장전 시간 중에, 예컨대 희석제(dilution), 기재 또는 다른 반응제와의 조합을 포함한 많은 다른 조작
이 시료에 수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전물/폐기물 채널이 모든 시료 저장조와 주채널 사이의 지점에서 시료 장전 채
널과 교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각각의 장전물/폐기물 채널은 (1) 
시료 장전 채널과 주채널의 교차부, (2) 시료 장전 채널과 각각의 시료 채널의 교차부 사이의 지점에서 시료 장전 채널
과 교차한다. 이러한 장치에서의 시료 장전과 예비장전은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전술한 장점 이외에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각각의 주입 지점으로의 개별적인 경로가 있는 복수의 시료 
공급원을 채용함으로써, 특히 시스템이 CE 용례에 적용되는 경우에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장점이 제공된다. 통상의 C
E 시스템은 동일한 경로에 의하여 분석되는 각각의 시료를 동일한 시료 저장소를 통하여, 또는 동일한 채널 또는 통로
를 거쳐서 도입한다. 종종, 이로 인하여, 경로 내에서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물질, 예컨대 매우 큰 핵산 분자 또는 복합
물, 단백질 등이 축적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축적으로 인하여 분리 채널 또는 모세관이 일반적으로 오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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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 명세서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동일 경로를 통과하여 복수의 시료를 도입하는 것과는 반대로, 분석되는 각각의 개
별적인 시료를 위한 개별적인 도입 경로를 포함함으로써, 이렇게 느리게 이동하는 물질은 공급원을 공통의 시료 장전 
채널에 연결시키는 시료 공급원 또는 채널 내에 일반적으로 유지된다. 그러한 효과는 특히 시빙 매트릭스 또는 매체를 
장치의 다양한 채널 내에 포함하는 CE 용례에서 명확한데, 그러한 매트릭스는 이들 큰 종의 상이한 이동을 촉진하는 것
이다.

특정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의 미소 유체 장치는 특히 주입 지점에서 협소한 폭 치수를 가지는 채널을 선택적으로 포
함한다. 특히, 적어도 주입 교차부에서의 치수를 협소하게 함으로써, 분석 채널에 주입되는 시료 플러그의 크기를 실질
적으로 줄여서 감지 해야하는 협소한 밴드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인접한 밴드 사이에 보다 큰 해상도(resolution)가 
제공된다.

    
또한, 레이저 형광 감지 시스템을 채용하는 시스템에는 폭의 치수가 협소한 분석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 특히 유용하다. 
특히, 주입 채널과 분석 채널의 폭을 분석 채널의 감지부에 있는 레이저 스폿 사이즈(laser spot size)의 약 1배 내지 
약 5배 범위 내로 협소하게 함으로써, 장치의 감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전술한 바와 같이 분석 채널에서 밴
드의 해상도가 증가된다. 보다 적은 물질이 분석 채널로 주입되고 감지기를 지나서 이송되지만, 감지기는 상기 물질의 
많은 부분을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스폿 크기가 10㎛인 레이저를 이용함으로써 
분석 채널은 선택적으로 약 10㎛ 내지 약 50㎛,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약 40㎛, 가장 바람직하게는 30㎛ 내지 약 3
5㎛의 폭을 가진다.
    

장치 설명

본 발명에 따라 기하형상이 개선된 채널 및 저장조를 채용하는 장치의 일례가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장치(300)는 평면 기재(302)로 제조되며, 이로 인하여 여러 개의 다양한 채널이 그 표면에 설치된다. 제2 평탄층이 제
1 평탄층을 덮으며, 제2 평탄층은 여러 개의 저장조를 형성하도록 그것을 관통하여 배치되는 구멍을 구비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장치는 기재의 중앙부 아래로 종방향으로 연장되는 주 분리 채널 또는 주 분석 채널(304)을 포함한
다. 주 분리 채널(304)은 버퍼 저장조(306)에서 시작하여 버퍼 저장조와 유체 연통되며, 폐기물 채널(312)을 거쳐 폐
기물 저장조(308, 310)에서 종단되고, 이 폐기물 저장조와 유체 연통된다. 시료 장전 채널(314)은 주채널(304)과 유
체 연통되게 교차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장치는 복수의 개별적인 시료 저장조(316 내지 346)도 포함하며, 각각의 저
장조는 각각의 시료 채널(348 내지 378)을 거쳐서 직접적으로 또는 중간 시료 장전 채널을 거쳐서 시료 장전 채널(3
14)과 유체 연통한다. 장전물/폐기물 채널(380, 382)은 시료 장전 채널의 주채널(304)과의 교차부의 양측 및 교차부
의 각각의 측부에서 교차부와 시료 장전 채널 사이에서 시료 장전 채널(314)과 유체 연통되게 마련된다. 각각의 장전
물/폐기물 채널은 각각 장전물/폐기물 저장조(384,386) 중의 하나에서 종단된다.
    

복수의 개별적인 시료 저장조는 주채널의 양측에 배치되어 있어서, 기재에 마련되는 저장조의 수를 최대화하며 시료가 
분석 채널에 도착해야 하는 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상기 장치 내에서 물질의 전기 영동 이동을 제어 및 방향 설정시키기 위하여, 각각의 저장조(306 내지 310, 316 내지 
346, 384 및 386)에 전기적으로 접촉되게 전극이 배치된다. 본원의 실시예는 전기 영동 이송 및 장치에서의 물질의 방
향 설정과 관련하여 설명하였지만, 다른 형태의 물질 이송 및 방향 설정도 가능하며 본 발명에 의하여 동등한 장점을 갖
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예컨대 전기 침투 유체 이송 및 방향 설정, 마이크로펌프를 이용한 시스템과 같은 
압력 또는 공압 구동 유체 이송 시스템 또는 그 밖의 위치 구동 시스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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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시에, 시료 저장조(예컨대, 316) 내에는 제1 시료가 배치된다. 시료는 시료 저장조(316) 및 폐기물 저장조(386)
에 적절한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장전 채널(314)과 주채널(304)의 교차부를 가로질러 시료 채널(348)을 따라 장전 채
널(314)로 이송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버퍼 저장조(306) 및 폐기물 저장조(308, 310)에 적절한 전압이 또
한 인가되어, 주채널로부터의 유체의 수축 흐름을 가하여 시료의 흐름을 핀치(pinch)하여, 교차부에서 시료가 누설되
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핀치된 장전(pinched loading)에 관해서는 램지(Ramsey) 등에게 특허 허여된 공개된 
국제 출원 제WO96/04547호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이것은 본 명세서에서 모든 목적을 위하여 전적으로 인용된
다.
    

장전 채널(314)과 주채널(304)의 교차부에서 시료 플러그, 예컨대 핀치된 플러그는 버퍼 저장조(306)와 폐기물 저장
조(308, 310) 사이에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주채널(304)로 인출되며, 그 동안 저장조(316, 386)는 '플로트'될 수 있
다. 몇 가지 경우에, 장전 채널의 시료를 교차부로부터 당기도록 적절한 전압이 부유하는 저장조에 인가될 수 있어서 시
료가 분석 채널로 누설되는 것은 방지된다.

    
제1 시료가 주채널(304)을 따라 이송되어 예컨대, 전기 영동 분리로 분석되는 동안, 제2 시료는 후속하는 분석을 위하
여 장전 채널(314)의 제 위치에 "예비장전(preload)"될 수 있다. 이러한 후속 시료는 시료 저장조(318)와 장전물/폐
기물 저장조(384)에 적절한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시료 저장조(318)로부터 장전 채널(314)로, 그리고 장전물/폐기물 
채널(380)을 통하여 나가 장전물/폐기물 저장조(384)에 예비장전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저장조에 인가된 전
압은 통상적으로 주입 지점[채널(304 및 314)의 교차점]에서의 전압이 예비장전 지점에서의 전압과 실질적으로 동일
하게 유지되어, 예비장전 공정 중에 장전 채널과 주채널 사이에서 횡방향 전기장, 즉 전압 강하의 발생을 방지한다.
    

    
일단 제1 시료가 주분석 채널(304)로 이송되면, 장전 채널(314)에 예비장전된 시료는 시료 저장조(318)와 장전물/폐
기물 저장조(386)에 걸쳐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장전 채널(314)과 주채널(304)의 교차부를 가로질러 주입된다. 그 다
음에, 교차부에서의 시료 플러그는 주채널을 가로질러 적절한 전압을 다시 가함으로써 주채널(304)을 따라 이송되며, 
그 동안 제3 시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예비장전된다. 그에 따라, 도시된 바와 같이, 주채널의 각 측부는 개별적인 "예비
장전 모듈(preloading module)"을 구비하며, 이 모듈은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하는 시료 저장조와 채널의 조합체
를 구비한다. 각각의 예비장전 모듈은 시료 저장조 채널과 유체 연통하는 자체 장전물/폐기물 저장조 및 채널을 구비하
며, 이로써 시료는 각각의 저장조로부터 장전 채널로 이송될 수 있으며, 주채널에서의 물질의 이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
고 주채널과 장전 채널의 교차부에 근접한 장전 채널의 위치로 이송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시료의 예비장전과 
시료의 주입 사이의 사용적(dead volume)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예비장전 모듈을 위한 장전물/폐기물 채
널, 예컨대 장전물/폐기물 채널(380)은 장전 채널과 주채널의 교차부에 인접한 지점에서 장전 채널(예컨대, 314)과 교
차한다.
    

    
12개의 개별적인 시료 저장조와 전술한 예비장전 특징부를 포함하는 장치에 대한 유사한 형상의 채널/저장조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보다 치밀한 기하형상을 얻기 위하여, 버퍼 저장조(306), 폐기물 저장조(310) 및 장전물/폐기물 저장
조(384)는 장치의 하부에 일렬로 배치된다. 이로 인하여, 시료 저장조/폐기물 저장조/버퍼 저장조는 격자식으로 배열
되며, 12개의 시료 장치는 도 3에 도시된 장치에 요구되는 기재 영역의 단지 반만을 점유한다. 이러한 장치는 전술한 
도 3에 도시되어 있는 장치보다 보다 적은 시료 저장조를 포함하며, 시료:영역의 비는 채널과 저장조의 기하형상을 최
적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도 4에 도시된 장치가 17.5㎜의 측면 치수(예컨대, 17.5㎜×17.5㎜)를 가지
는 경우, 단일의 5 ×5 평방 기재 플레이트 또는 웨이퍼로부터 49개의 개별적인 소자를 얻을 수 있어서, 플레이트 당 
588개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장치가 22.4㎜×37㎜의 크기인 경우, 기재 플레이트 당 15개의 개별적
인 소자 또는 240개의 분석물만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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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미소 유체 장치, 시스템 및 방법은 모세관 전기 영동 용례에 한정되지 않고, 예컨대 전기 
침투 이송 시스템, 전기 영동 이송 시스템 및 심지어 압력 구동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물질 이송 시스템을 채용하는 
유체 시스템을 포함한 미소 유체의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 시스템 및 방법이 모세관 
전기 영동 용례에 이용되는 경우, 즉 예컨대 핵산 조각과 같은 시료 성분을 분리하는 곳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장치의 채널 내에서의 전기 침투 흐름의 수위를 감소시켜 상이하게 하전되거나 크기가 정해진 종류를 상이하게 이동시
키는 것을 최적화하여,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장치 및 시스템이 모세관 전기 영동 작용에 채용되는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장치의 채널은 동적 
시빙 매트릭스(dynamic sieving matrix)로 전처리된다. 이러한 동적 시빙 매트릭스는 통상적으로 하전된 중합체, 예
컨대 선형 폴리아크릴아미드 중합체를 구비하며, 이것은 모세관 채널의 벽을 고정시킬 수 있어서, 상기 벽의 하전된 표
면을 차폐하여 전기 흐름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동적 시빙 매트릭스의 예로는 미국 특허 제5,264,101호
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과 퍼킨 엘머 사로부터 판매되는 등록 상표 제네스캔(GeneScan) 시빙 버퍼가 포함되며, 이 특
허는 모든 목적을 전적으로 본 명세서에 참고로 인용된다.
    

    
본 발명에 따른 기하형상의 채널을 변형한 장치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미소 유체 장치는 도 4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기하형상의 채널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도시된 바와 같이, 기재(502)로 제조된 미소 유체 장치(
500)는 주채널(504)을 구비하며, 이 주채널의 종단에는 버퍼 저장조(506)와 폐기물 저장조(508)가 배치되어 있다. 
주채널(504)은 시료 장전 채널(512, 514; 각각 좌측과 우측에 도시되어 있음)의 제1 단부와 유체 연통되게 교차한다. 
시료 장전 채널(512)은 제2 단부에서 시료 채널(540 내지 550)을 거쳐 시료 저장조(516, 526)와 각각 유체 연통하
는 한편, 시료 장전 채널(514)은 제2 단부에서 시료 채널(552 내지 562)을 거쳐 시료 저장조(528 내지 538)와 각각 
유체 연통한다. 시료 예비장전 폐기물 채널(582, 584)은 교차부 또는 주입 지점에 인접한 지점에서 시료 장전 채널(5
12, 514)과 각각 교차한다.
    

도시된 장치는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장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을 수행한다. 그러나, 도시된 바와 같이, 장치(5
00)는 그들 각각의 저장조로부터 상기 지점에 이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길이의 시료 채널(540, 562)을 포함하며, 이 
지점에서 그것들은 각각의 시료 장전 채널(512 또는 514)과 교차한다.

또한, 도 5를 참고로 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변형예에 있어서, 시료 장전 채널(512, 514)과 각각의 시료/예비장전 채
널과의 교차부는 이러한 채널과 그들 각각의 시료 채널(540 내지 550, 552 내지 562 각각)과의 교차부에 근접하게 위
치하여 시료 장전 채널의 길이를 최소화하고, 그에 따라 예비장전 중에 시료의 유해한 오염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바람
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교차부 사이의 이러한 장전 채널의 길이는 약 5㎜ 미만이며, 바람직하게는 약 2㎜ 미만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명세서에서 설명하는 장치와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화학 물질과 생화학 물질의 분석에 사용될 수
도 있다. 예컨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시료 물질, 예컨대 핵산, 단백질 또는 다른 고분자 화
학종 뿐만 아니라 상이하게 하전된 물질의 구성 성분을 분리하는 데 본 발명의 장치 및 시스템을 이용한다. 본 발명의 
장치는 선택적으로 키트(kits) 형태로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키트는 (1) 본원 명세서에서 설명된 기구 또는 기구 
성분, 예컨대 전술한 미소 유체 장치(들), (2) 본원 명세서에 설명된 방법을 실행하거나 본원 명세서의 기구 또는 기구 
성분을 조작하는 지시서, (3) 예컨대 시료, 형광 염료, 표준품(standard), 시빙 매트릭스 등 하나 이상의 시료 성분들 
(4) 기구 또는 시료 성분을 유지하는 저장조 (5) 포장 재료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구비한다.
    

    
통상적으로, 전술한 미소 유체 장치는 전기 제어기 유닛에 배치되며, 이 유닛은 본 명세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소 
유체 장치를 조작하기 위하여 장치의 각 저장조에 전극을 배치시킨다. 상기 제어기 유닛은 장치의 저장조에 접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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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을 매개로 적절한 전류를 전달하여, 물질은 장치의 채널을 통과하여 방향 설정된다. 제어기에 의하여 전달된 전류
는 각각의 전극에 대한 전류-시간 프로파일이며, 사용자에 의하여 컴퓨터로 입력되며, 이 컴퓨터는 제어기에 조작 가능
하게 접속된다. 그 다음에, 컴퓨터는 제어 방식으로 물질이 장치의 채널을 통하여 이동하도록 여러 전극에 전류를 가하
게 지시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예컨대 전기적 물질 이송을 제어하기에 충분한 전류 수준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한정을 위한 것이 아닌 이하의 예를 참고로 더욱 상세하게 설명된다.

예

예 1: 복수의 시료 분석

    
두께가 500㎛이고 직경이 100㎜인 화이트 크라운 글래스 웨이퍼로 도 3에 도시된 기하형상을 가지는 등록상표 랩칩(
LabChip) 또는 16개의 시료 용량 소자를 제조하였다. 가장 상업적으로 입수하기 쉬운 포토리소그라피 기구에 적합성
을 가지는 웨이퍼를 사용하였다. 폭이 75㎛이고 깊이가 12㎛인 도시된 형상의 채널(75)을 통상의 포토리소그래픽 기
술을 이용하여 유리 기재에 에칭하였다. 개별적인 유리 조각을 관통하여 5인치 구멍을 측면에 뚫었으며, 이에 의하여 
구멍은 여러 채널의 종단과 일치하였다. 도시된 구조와 채널을 형성하도록 두 조각의 유리를 열적으로 접합시켰다. 크
기가 22.4㎜ ×37㎜인 소자를 커다란 재료로부터 절단하였다.
    

    
2.5g의 제네스캔 폴리머(GeneScan Polymer, 퍼킨 엘머 사)와, 0.5g의 제네틱 아날리시스 버퍼(Genetic Analysis 
Buffer, 퍼킨 엘머 사)와 2.5㎖의 물을 20㎖의 섬광 유리병에 넣어서 시빙 버퍼(sieving buffer)를 마련한 후, 이것을 
30초 동안 교반하였다. 0.5㎖의 시빙 버퍼에 1㎕의 시버그린(Syber Green) 1 DNA 삽입 염료(모울큘라 프로브 사)
를 첨가하여, 1.5㎖의 에펜도르프 튜브에서 30초 동안 다시 교반하였다. 크기가 50 내지 1000 bp 범위 내에 있는 6 D
NA 조각을 포함하는 5㎕의 PCR Marker(프로메가 사)를 시버그린을 함유하는 15㎕의 버퍼에 혼합하여 교반하였다.
    

5㎕를 버퍼 저장소에 인가하고 저장소에 5초 동안 주입기를 이용하여 약간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등록상표 랩칩 채널을 
3.5%의 제네스캔 버퍼(퍼킨 엘머 사)로 충전하였다. 이러한 버퍼는 그 크기에 대하여 DNA의 이동을 억제하는 중합체
를 포함하며, 또한 전기 침투 흐름을 줄이기 위하여 채널의 벽을 변형시킨다. 4㎕의 제네스캔 버퍼를 버퍼 및 폐기물 저
장소에 첨가하였다.

    
힌플(Hinfl, 프로메가 사)로 분리된 DNA standard, PhiX174를 1㎕의 시버그린(SyberGreen) DNA 삽입 염료(모울
큘라 프로브 사)를 포함하는 3.5%의 제네스캔으로 50:1로 희석하였고, 이 용액 4㎕를 16개의 시료 저장소 각각에 첨
가하였다. 그 다음에, 에피 형광 물질(epifluorscent detection)을 감지하기 위하여 PTI Model 814 PMT 감지 시스
템이 있는 Nikon inverted Microscope Diaphot 200 아래에 미소 유체 장치를 배치하였다. 40배의 현미경을 통하여 
결합된 OptiQuip 1200-1500 50W 텅스텐/할로겐 램프를 광원에 설치하였다. 여자(勵磁)와 방출 파장은 적절한 필터
/이색의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 FITC 필터 큐브(크로마, 브래틀보로 VT)를 선택하였다. 칩 상에서 시료 저장소 전류와 
전압은 미소 유체 장치의 개별적인 저장조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인 제어 전극이 있는 전압 제어기를 이용하여 제어하였
다. 다음의 주기를 따라 시료를 연속적으로 주입하였다.
    

단계 1 : 초기 시료 예비장전(45초)

단계 2 : 시료 장전(5초)

단계 3 : 주입(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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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 되당김(Pull Back)(2초)

단계 5 : 가동/다음 시료 예비장전(85초)

단계 6 : 다음 시료 장전(5초)

단계 7 : 단계 3 내지 단계 6 반복

    
단일 사이클 동안 여러 저장조에 가해진 전류 사이클의 예를 이하의 표에 기재하였다. 시료 되당김 단계는 시료를 장전 
채널과 주채널의 교차부로부터 멀어지게 시료를 당기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시료가 넘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장전 단계(예컨대 단계 2 및 단계 6) 중에, 시료의 흐름이 대류 효과의 결과로 주채널로 발산하지 않도록 교차부에 핀
칭 흐름을 전달하였다. 예컨대, 1996년 7월 3일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 08/678,436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전류계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가 전압을 제어하였으며, 상기 특허는 본 명세서에서 모든 목적을 위하여 전적으로 인용하였
다. 상기 각각의 단계에 가한 전류를 표 1에 기재하였다. 주버퍼 저장조(306)에 인가한 전압을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
에서의 전류와 적절한 평형을 이루도록 일정 레벨로 제어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1 분리한 것을 도 6에 도시하였다. 도 6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세관 전기 영동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감소된 시간 간격으로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였다. 추가로, 16개의 모든 시료의 
분리시에 해상도의 하락은 없었다.

[표 1]
단계 시료 저장소 (㎂) 시료 전류(㎂) 장전물/폐기물 저장소 장전물

/폐기물 
전류(㎂)

버퍼 저장소 폐기물 전류(㎂)

1 332 -7 386 10 310 -2
2 332 -7 384 10 310 -2
3 332 5 384 5 308 -12
4 332 1 384 1 308 -8
5 334 -7 386 10 308 -7.5
6 334 -7 384 10 310 -2

예 2: 연속되는 시료를 위한 유해 오염 수준 측정

시료의 임의의 유해 오염을 겪는 장치에 연속적인 구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2개의 서로 다른 핵산 조각 시료과 평범한 
버퍼 시료를 계속적으로 가동하였으며 오염 효과를 조사하였다.

전술한 16개의 저장소 장치의 각각의 저장소를 PCR Marker, HaeⅢ으로 분리된 PhiX174 또는 평범한 버퍼로 장전하
였다. 상기 순서로 연속적으로 주입되도록 저장소를 장전하였다. 각각의 가동에 대한 형광 데이타는 시간의 함수로서 
표시하였다.

도 7a 내지 도 7c는 PCR Marker, PhiX174/HaeⅢ 및 버퍼 블랭크를 연속적으로 주입하여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7b
에서는 이전의 PCR Marker를 넘어서 PhiX174/HaeⅢ으로 흐르는 형광 피크를 감지할 수 없었다. 추가로, 도 7c에서
는 심지어 평범한 버퍼에서도 이전의 DNA 함유 시료로부터 유해 오염이 감지되지 않는다.

예 3: 좁은 채널에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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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의 깊이를 대략 12㎛으로 유지한 채 기구의 모든 채널의 폭이 30㎛로 감소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예 1에 설명한 바
와 같이 도 5에 도시된 기하형상의 채널을 채용하는 미소 유체 장치를 제공하였다. 이것을 예 1에 설명한 바와 같이 도 
4에 도시된 기하형상을 채용하지만, 채널의 폭이 약 70㎛인 미소 유체 장치와 비교하는데 사용하였다. 두 장치에서 분
리 채널의 길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두 장치에 시빙 버퍼(sieving buffer)를 제공하였으며, 각각은 프로메가 사(위스콘신주 메디슨에 소
재)로부터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핵산 표준 100 베이스 페어 래더(nucleic acid standard 100 base pair ladder)를 
분리하는 데 사용하였다. 넓은 채널과 좁은 채널 장치에서의 분리 결과를 도 8a 및 도 8b에 각각 도시하였다. 이미 명
백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좁은 채널 장치(도 8b)에서 얻은 해상도는 넓은 채널을 채용한 장치(도 8a)에 비하여 실질
적으로 향상된다.
    

본원 명세서에서 참고로 인용된 모든 자료와 특허는 각각의 개별적인 자료와 특허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참고로 인
용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참고된다. 본 발명은 명백함과 이해를 쉽게 하도록 도면과 실시예에 의하여 어느 정도 상세
하게 설명하였지만, 첨부된 청구범위의 영역내에서 변형과 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부 및 외부가 있는 본체 구조물과,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제1 미세 채널, 제2 미세 채널 및 제3 미세 채널과,

상기 본체 구조물에 배치되어 각각 상기 제2 미세 채널에 연결되는 복수의 시료 저장조와,

상기 제3 채널에 연결되는 제1 폐기물 저장조(waste reservoir)

를 구비하며, 상기 제2 미세 채널은 제1 교차부에서 상기 제1 미세 채널과 교차하고, 상기 제3 미세 채널은 제2 교차부
에서 상기 제1 미세 채널과 교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미세 채널과 제3 미세 채널은 제1 채널의 대향측에서 제1 채널과 교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교차부와 제2 교차부는 제1 채널 상의 공통 지점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채널과 제3 채널은 동선상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제3 채널에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시료 저장조와 제2 채널에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제2 폐기물 저장
조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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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폐기물 저장조는 상기 하나 이상의 시료 저장조와 제1 교차부 사이에서 제3 채널에 연결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폐기물 저장조는 제1 장전물/폐기물 채널(load/waste channel)에 의하여 제3 채널에 연결
되며, 이 제1 장전물/폐기물 채널은 제3 교차부에서 제3 채널과 교차하고, 제3 교차부는 하나 이상이 시료 저장조와 제
2 교차부 사이에 위치하며,

상기 제2 폐기물 저장조는 제2 장전물/폐기물 채널에 의하여 제2 채널에 연결되며, 상기 제2 장전물/폐기물 채널은 제
4 교차부에서 제2 채널과 교차하며, 제4 교차부는 복수의 시료 저장조와 제1 교차부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제3 교차부 및 제4 교차부는 제2 교차부와 제1 교차부로부터 각각 약 5㎜ 이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제3 교차부와 제4 교차부는 제2 교차부와 제1 교차부로부터 각각 약 2㎜ 이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 구조물은,

적어도 제1 평탄면이 있는 제1 평탄 기재와,

적어도 제1 평탄면에 배치되고 적어도 제1 채널, 제2 채널 및 제3 채널에 상응하는 복수의 홈과,

제1 평탄면이 마련되는 제2 평탄 기재와,

상기 제1 기재 및 제2 기재 중 하나 이상에 배치된 복수의 구멍

을 구비하며, 상기 홈을 밀봉 가능하게 덮어 상기 내부를 한정하는 제1 채널, 제2 채널 및 제3 채널을 형성하도록, 상기 
제2 평탄 기재의 제1 평탄면은 제1 평탄 기재의 제1 평탄면과 정합되고, 상기 구멍은 제1 채널, 제2 채널 및 제3 채널
과 연통하여 복수의 시료 저장조와 적어도 제1 폐기물 저장조를 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제1 평탄 기재 및 제2 평탄 기재 중 하나 이상은 실리카계 기재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
소 유체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카계 기재는 유리, 석영 및 용융 실리카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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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카계 기재는 유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제1 평탄 기재 및 제2 평탄 기재 중 하나 이상은 중합체 소재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 재료는 폴리디메틸실록산,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폴리우레탄,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폴리스티렌, 폴리술폰, 폴리카보네이트, 폴리메틸펜틴,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및 아크
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 재료는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시료 저장조는 2개 이상의 시료 저장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시료 저장조는 4개 이상의 시료 저장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시료 저장조는 8개 이상의 시료 저장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시료 저장조는 12개 이상의 시료 저장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채널에 연결되는 2개 이상의 시료 저장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채널에 연결되는 4개 이상의 시료 저장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채널에 연결되는 8개 이상의 시료 저장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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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채널에 연결되는 12개 이상의 시료 저장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
치.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시료 저장조는 선형으로 규칙적인 간격으로 본체 구조물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규칙적인 간격으로 배치된 시료 저장조는 약 9㎜의 중심 간격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규칙적인 간격으로 배치된 시료 저장조는 약 4.5㎜의 중심 간격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규칙적인 간격으로 배치된 시료 저장조는 약 2.25㎜의 중심 간격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29.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시료 저장조는 격자 형태로 규칙적인 간격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규칙적인 간격으로 배치된 시료 저장조는 약 9㎜의 중심 간격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규칙적인 간격으로 배치된 시료 저장조는 약 4.5㎜의 중심 간격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규칙적인 간격으로 배치된 시료 저장조는 약 2.25㎜의 중심 간격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3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시료 저장조 각각은 개별적인 시료 채널을 통하여 제2 채널에 연결되며, 상기 개별적인 
시료 채널은 개별적인 시료 저장조와 유체 연통되며 제2 채널과 교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34.

 - 22 -



등록특허 10-0351531

 
제33항에 있어서, 복수의 시료 저장조 각각에 연결되는 상기 시료 채널은 각각 공통 교차부에서 제2 채널과 교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 교차부는 제1 교차부로부터 약 5㎜ 이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 교차부는 제1 교차부로부터 약 2㎜ 이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37.

제34항에 있어서, 각각의 시료 채널은 길이가 대략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38.

제1항에 있어서, 제2 채널 중 하나 이상은 제1 채널의 폭보다 작은 폭의 치수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39.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제2 채널의 폭은 약 10㎛ 내지 약 50㎛ 사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40.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제1 채널은 그 안에 배치된 분리 매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4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분리 매체는 시빙 매트릭스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시빙 매트릭스는 폴리아크릴아미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4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료 저장조 내에 배치되는 시료 물질을 더 포함하며, 이 시료 물질은 핵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44.

내부 및 외부가 있는 본체 구조물과,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적어도 제1 미세 채널, 제2 미세 채널 및 제3 미세 채널과,

상기 본체 구조물에 배치된 복수의 시료 저장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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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제1 폐기물 저장조 및 제2 폐기물 저장조

를 구비하며, 상기 제2 채널은 제1 교차부에서 제1 채널과 교차하며, 제3 채널은 제2 교차부에서 제1 채널과 교차하며, 
하나 이상의 상기 시료 저장조는 제2 채널에 연결되고, 하나 이상의 시료 저장조는 제3 채널에 연결되며, 상기 제1 폐
기물 저장조는 제2 채널에 연결되고, 제2 폐기물 저장조는 제3 채널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45.

내부와 외부가 있는 본체 구조물과,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제1 채널과,

상기 제1 채널과 유체 연통되는 적어도 제1 시료 예비장전 모듈

을 포함하며, 상기 제1 시료 예비장전 모듈은 제1 교차부에서 제1 채널과 교차하는 제1 시료 장전 채널과, 상기 제1 시
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하는 복수의 제1 시료 저장조와, 상기 복수의 제1 시료 저장조와 제1 교차부 사이에서 상기 
제1 장전 채널과 연통하는 제1 장전물/폐기물 저장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채널과 유체 연통되는 적어도 제2 시료 예비장전 모듈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2 예비장전 모듈은 제2 교차부에서 제1 채널과 교차하는 제2 시료 장전 채널과, 이 제2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되는 복수의 제2 시료 저장조와, 상기 복수의 제2 시료 저장조와 제2 교차부 사이에서 제2 시료 장전 채널과 연통
하는 제2 장전물/폐기물 저장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제1 교차부 및 제2 교차부는 제1 채널을 따라 공통 지점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48.

제46항에 있어서, 제1 시료 장전 채널과 제2 시료 장전 채널은 동선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49.

a) 내부 및 외부가 있는 본체 구조물과,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적어도 제1 미세 채널, 제2 미세 채널 및 제3 미세 채널
과, 상기 본체 구조물에 배치된 복수의 시료 저장조와, 상기 제3 채널에 연결되는 적어도 제1 폐기물 저장조를 구비하
며, 상기 제2 채널은 제1 교차부에서 제1 채널과 교차하며, 상기 제3 채널은 제2 교차부에서 제1 채널과 교차하며, 각
각의 시료 저장조는 제2 채널에 연결되는 것인 미소 유체 장치를 마련하는 단계와,

b) 시료 물질을 상기 복수의 제1 시료 저장조로부터 제2 채널과, 제1 교차부 및 제2 교차부를 통하여 제1 폐기물 저장
조를 향하여 제3 채널로 운반하는 운반 단계와,

c) 제1 교차부에서 상기 시료 물질의 일부를 제1 채널로 주입하는 주입 단계와,

d) 상기 제1 채널을 따라 제1 시료 물질의 상기 일부를 운반하는 단계 및

c) 분석 채널에서 제1 시료 물질의 상기 일부를 분석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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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시료 분석 방법.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적어도 복수의 제2 시료 저장조로부터의 시료 물질로 단계 b) 내지 e)를 반복하는 반복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복수의 시료 분석 방법.

청구항 51.

제49항에 있어서, 복수의 각 시료 저장조로부터의 시료 물질로 단계 b) 내지 e)를 반복하는 반복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복수의 시료 분석 방법.

청구항 52.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마련 단계에서 마련되는 상기 미소 유체 장치는 제2 폐기물 저장조를 제3 교차부에서 장전물/
폐기물 채널에 의하여 제2 채널에 연결하는 적어도 제4 채널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3 교차부는 복수의 시료 저장조와 
제1 교차부 사이의 제2 채널 상에 위치하며,

시료 물질을 제1 시료 저장조로부터 제1 교차부로 운반하는 운반 단계는 시료 물질을 제2 채널을 통하여 제3 교차부로 
운반하고 제2 폐기물 저장조를 향하여 제4 채널로 운반하는 제1 운반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시료 
분석 방법.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시료 물질을 제1 시료 저장조로부터 제1 교차부로 운반하는 운반 단계는 제3 교차부에서 제2 채널을 
통하여 제1 교차부로 물질을 운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시료 분석 방법.

청구항 54.

제52항에 있어서, 시료 물질을 시료 저장조로부터 운반하는 단계는 시료 물질을 시료 저장조로부터 제1 교차부로 동전
기적(動電氣的)적으로 이동시키는 이동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시료 분석 방법.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시료 물질을 동전기적으로 이동시키는 상기 이동 단계는 시료 물질을 제1 교차부 및 제2 교차부를 
통하여, 제1 폐기물 저장조를 향하여 제3 채널로 이동시키도록 시료 저장조와 제1 폐기물 저장조 사이에 전압 기울기를 
인가하는 인가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시료 분석 방법.

청구항 56.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마련 단계에서, 제1 교차부와 제2 교차부는 제1 채널 상의 공통 지점에 위치하며, 제1 시료 물
질을 제1 교차부 및 제2 교차부에 동전기적으로 핀칭하는 핀칭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시료 분
석 방법.

청구항 57.

제52항에 있어서, 제1 채널을 통하여 시료 물질의 일부를 운반하는 운반 단계는 제2 채널과 제3 채널의 시료 물질을 
제1 교차부 및 제2 교차부로부터 멀어지게 동전기적으로 운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시
료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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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8.

시료 물질의 구성 요소를 분리하는 분리 방법으로서,

a) 내부 및 외부가 있는 본체 구조물과,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적어도 제1 미세 채널, 제2 미세 채널 및 제3 미세 채널
과, 상기 본체 구조물에 배치된 복수의 시료 저장조와, 상기 제3 채널에 연결되는 적어도 제1 폐기물 저장조를 구비하
며, 상기 제2 채널은 제1 교차부에서 제1 채널과 교차하며, 상기 제3 채널은 제2 교차부에서 제1 채널과 교차하며, 각
각의 시료 저장조는 제2 채널에 연결되는 것인 미소 유체 장치를 마련하는 단계와,

b) 시료 물질을 상기 복수의 제1 시료 저장조로부터 제2 채널과 제1 교차부 및 제2 교차부를 통하여 제1 폐기물 저장
조를 향하여 제3 채널로 운반하는 운반 단계와,

c) 제1 교차부에서 시료 물질의 일부를 제1 채널로 주입하는 주입 단계와,

d) 시료 물질의 구성 요소를 분리하도록 상기 제1 채널을 따라 시료 물질의 상기 일부를 운반하는 운반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 방법.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 단계는 적어도 제1 채널에 분리 매체를 제공하는 제공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분리 방법.

청구항 60.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시료 물질을 제1 시료 저장조로부터 운반하는 단계는 시료 저장조와 제1 폐기물 저장조 사이에 
전압 기울기를 인가하는 인가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 방법.

청구항 61.

제58항에 있어서, 제1 채널의 시료 물질의 개별적인 구성 요소를 감지하는 감지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분리 방법.

청구항 62.

삭제

청구항 63.

삭제

청구항 64.

삭제

청구항 65.

내부 및 외부가 있는 본체 구조물과,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분석 채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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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부에 배치되어, 제1 교차부에서 상기 분석 채널과 유체 연통하고 상기 분석 채널을 가로지르는 시료 장전 채널
과,

상기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하는 복수의 시료 공급원과,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제1 장전물/폐기물 저장조 및 제2 장전/ 폐기물 채널

을 구비하며, 상기 복수의 시료 공급원 중 하나 이상은 제1 교차부의 각 측면에서 상기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하며, 
각각의 상기 제1 폐기물/장전 저장조 및 제2 폐기물/장전 채널은 각각 제2 교차부 및 제3 교차부에서 시료 장전 채널과 
교차하고, 상기 제2 교차부 및 제3 교차부는 상기 제1 교차부의 다른 측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66.

내부 및 외부가 있는 본체 구조물과,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분석 채널과,

상기 분석 채널의 제1 측에서 상기 내부에 배치되며, 제1 교차부에서 상기 분석 채널과 교차하는 시료 장전 채널과,

상기 제1 교차부의 제1 측에서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하는 복수의 시료 저장조와,

상기 분석 채널의 제2 측에서 상기 내부에 배치되며, 제2 교차부에서 상기 분석 채널과 교차하는 폐기물 채널과,

상기 제1 교차부의 제2 측면에서 상기 폐기물 채널과 유체 연통하는 폐기물 저장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
소 유체 장치.

청구항 67.

내부 및 외부가 있는 본체 구조물과,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분석 채널과,

상기 내부에 배치되며 제1 교차부에서 상기 분석 채널과 교차하는 시료 장전 채널과,

상기 본체 구조물 내에 배치된 복수의 시료 저장조 및 폐기물 저장조를 포함하는 시료 예비장전 모듈

을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시료 저장조와 폐기물 저장조 각각은 상기 제1 교차부의 동일 측에서 상기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68.

내부 및 외부가 있는 본체 구조물과,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분석 채널과,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제1 및 제2 횡방향 채널로서, 상기 제1 횡방향 채널은 분석 채널의 제1 측면 상에 배치되어 제1 
교차부에서 상기 분석 채널과 교차하며, 상기 제2 횡방향 채널은 분석 채널의 제2 측면 상에 배치되어 제2 교차부에서 
상기 분석 채널과 교차하는 것인 제1 및 제2 횡방향 채널과,

상기 제1 횡방향 채널과 유체 연통하여 상기 본체 구조물에 배치되는 제1 시료 공급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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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횡방향 채널과 유체 연통하여 상기 본체 구조물에 배치되는 적어도 제2 시료 공급원과,

제3 교차부에서 상기 제1 횡방향 채널과 교차하여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제1 폐기물 채널과,

제4 교차부에서 상기 제2 횡방향 채널과 교차하여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적어도 제2 폐기물 채널과,

시료를 각각 제1 시료 공급원과 제2 시료 공급원 각각으로부터 상기 제1 및 제2 횡방향 채널을 거쳐 제1 및 제2 폐기
물 채널로 개별적으로 이송하고, 이 시료를 선택적으로 상기 분석 채널에 주입하는 물질 방향 설정 시스템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69.

내부 및 외부가 있는 본체 구조물과,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분석 채널과,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제1 및 제2 횡방향 채널로서, 상기 제1 횡방향 채널은 분석 채널의 제1 측에 배치되어 제1 교차
부에서 상기 분석 채널과 교차하며, 상기 제2 횡방향 채널은 분석 채널의 제2 측에 배치되어 제2 교차부에서 상기 분석 
채널과 교차하는 것인 제1 및 제2 횡방향 채널과,

상기 제1 횡방향 채널과 유체 연통하는 복수의 시료 공급원과,

제3 교차부에서 상기 제1 횡방향 채널과 교차하여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제1 폐기물 채널과,

제4 교차부에서 상기 제2 횡방향 채널과 교차하여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적어도 제2 폐기물 채널과,

시료를 각각 제1 시료 공급원과 제2 시료 공급원 각각으로부터 상기 제1 및 제2 횡방향 채널을 거쳐 제1 및 제2 폐기
물 채널로 개별적으로 이송하고, 이 시료를 선택적으로 상기 분석 채널에 주입하는 물질 방향 설정 시스템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70.

내부 및 외부가 있는 본체 구조물과,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분석 채널과,

제1 교차부에서 상기 분석 채널과 교차하며 유체 연통하여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시료 장전 채널과,

상기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하는 복수의 시료 공급원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71.

내부 및 외부가 있는 평탄한 본체 구조물과,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분석 채널과, 제1 교차부에서 상기 분석 채널과 교차
하여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시료 장전 채널과, 상기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하는 복수의 시료 공급원을 포함하는 미
소 유체 장치를 마련하는 마련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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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시료를 상기 복수의 시료 공급원 중 제1 공급원으로부터 상기 시료 장전 채널을 통하여 상기 제1 교차부로 이송하
는 이송 단계와,

상기 제1 시료의 일부를 상기 분석 채널로 주입하는 주입 단계와,

상기 분석 채널에서 상기 제1 시료의 상기 일부를 분석하는 분석 단계와,

제2 시료를 상기 복수의 시료 공급원 중 제2 공급원으로부터 상기 시료 장전 채널을 통하여 상기 교차부로 이송하는 이
송 단계와,

상기 제2 시료의 일부를 상기 분석 채널로 주입하는 주입 단계와,

상기 분석 채널에서 상기 제2 시료의 상기 일부를 분석하는 분석 단계

를 포함하는 서로 다른 복수의 시료 물질 분석 방법.

청구항 72.

내부 및 외부가 있는 본체 구조물과,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분석 채널과, 제1 교차부에서 상기 분석 채널과 교차하고 상
기 내부에 배치되는 시료 장전 채널과, 적어도 제1 시료 저장조 및 제2 시료 저장조와 상기 본체 구조물에 배치된 폐기
물 저장조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시료 저장조와 상기 폐기물 저장조 각각은 상기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하는 것
인 시료 예비장전 모듈을 포함하는 미소 유체 장치의 마련 단계와,

제1 시료를 상기 제1 시료 저장조로부터 상기 제1 교차부로 이송하는 이송 단계와,

상기 제1 시료의 일부를 상기 분석 채널로 주입하는 주입 단계와,

상기 분석 채널에서 상기 제1 시료의 상기 일부를 분석하면서, 상기 제2 시료를 상기 제2 시료 저장조로부터 상기 시료 
장전 채널 및 이어서 상기 폐기물 저장조로 이송하는 단계와,

상기 제2 시료를 상기 장전 채널로부터 상기 교차부로 이송하는 이송 단계와,

상기 제2 시료의 일부를 상기 분석 채널로 주입하는 주입 단계와,

상기 분석 채널에서 상기 제2 시료의 상기 일부를 분석하는 분석 단계

를 포함하는 서로 다른 복수의 시료 물질 분석 방법.

청구항 73.

본체 구조물과,

상기 본체 구조물 내에 배치되는 분석 채널과,

상기 본체 구조물에 배치되는 복수의 시료 공급원으로서, 각각의 시료 공급원은 하나 이상의 시료 채널을 거쳐 상기 분
석 채널 내의 제1 지점과 연통하는 것인 복수의 시료 공급원

을 구비하며,

복수의 시료 공급원의 제1 공급원과 분석 채널의 제1 지점 사이의 채널 거리는 복수의 시료 공급원의 제2 공급원과 분
석 채널에 있는 제1 지점 사이의 채널 거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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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4.

본체 구조물과,

상기 본체 구조물에 배치되는 분석 채널과,

상기 본체 구조물에 배치되어 제1 지점에서 상기 분석 채널과 교차하는 제1 시료 도입 채널과,

상기 본체 구조물에 배치되는 복수의 시료 공급원으로서, 각각의 제1 시료 공급원은 본체 구조물에 배치된 개별적인 복
수의 제1 시료 채널을 거쳐서 상기 제1 시료 도입 채널과 유체 연통하는 것인 복수의 시료 공급원

을 구비하며, 복수의 시료 공급원의 제1 공급원과 상기 제1 지점 사이의 채널 거리는 복수의 시료 공급원의 제2 공급원
과 분석 채널에 있는 제1 지점 사이의 채널 거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75.

내부 및 외부가 있는 본체 구조물과,

상기 내부에 배치되는 분석 채널과,

상기 내부에 배치되고 상기 분석 채널과 교차 및 유체 연통하는 시료 장전 채널과,

상기 시료 장전 채널과 유체 연통하는 복수의 시료 공급원

을 포함하며, 상기 분석 채널과 시료 장전 채널은 50㎛ 미만의 폭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청구항 76.

제1 기재의 제1 평탄면에 복수의 채널을 제작하는 제작 단계와,

복수의 채널을 밀봉하도록 제1 기재의 평탄한 표면 상에 평탄한 제2 기재를 덮어 씌우는 단계

를 포함하는 미소 유체 장치 제조 방법으로서,

상기 복수의 채널은 분석 채널과, 제1 교차부에서 상기 분석 채널과 교차하고 이 분석 채널의 제1 측에 배치되는 시료 
장전 채널과, 상기 제1 교차부의 제1 측에서 상기 시료 장전 채널과 교차하는 복수의 시료 채널과, 제2 교차부에서 상
기 분석 채널과 교차하고 상기 분석 채널의 제2 측에 배치되는 폐기물 채널을 정하며,

상기 평탄한 제2 기재는 그것을 관통하여 배치되는 복수의 포트를 구비하며, 이 복수의 포트는 분석 채널의 양단과 연
통하는 2개의 포트와, 상기 폐기물 채널의 교차하지 않는 종단과 연통하는 폐기물 포트와, 각각 상기 시료 채널의 교차
하지 않는 종단들과 개별적으로 유체 연통하는 복수의 시료 포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소 유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77.

삭제

청구항 78.

제1항에 따른 미소 유체 장치와, 시료의 분리되는 성분 요소에 이용하기 위하여 지시에 따라 함께 패킹되는 분리 매체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료의 구성 성분 분석용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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