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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건 발명은, 핵산을 함유하는 생물시료로부터 간편하게 핵산의 회수를 하기 위한 핵산의 회수기구와 방법을 제공한다.

  실리카함유의 고상을 액체에 접촉 가능한 상태로 내장한 핵산 포착용 칩으로서, 고상이 통수부를 가지고, 통수부에 있어

서의 고상과 고상과의 평균간격이 25㎛ 이하가 되도록 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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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핵산의 회수장치에 관한 것으로, 핵산을 함유하는 물질로부터의 핵산의 회수기구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

게는, 핵산의 검사에 의한 유전자진단을 위한 체액성분으로부터의 내인성, 또는 외래성의 유전자로서 존재하는 핵산성분

의 회수기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분자생물학의 진보에 따라, 유전자에 관한 수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또 그들 기술에 의하여 많은 질환성 유전자가 분리·

동정되었다. 그 결과, 의료분야 에서도 진단, 또는 검사법에 분자생물학적인 기법이 도입되어, 종래 불가능하였던 진단이

가능하게 되거나, 검사일수의 대폭 단축이 달성되고 있다.

  이 급격한 진보는, 주로 핵산증폭법, 특히 PCR법[polymerase chain reaction : 폴리머라제 연쇄반응, Saiki et al.,

Science, 239, 487-491(1988)]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PCR법은, 용액 중의 핵산을 배열 특이적으로 증폭시키는 것이 가

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혈청 중에 극미량밖에 존재하지 않는 바이러스를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인 핵산을 증폭하여 검출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PCR법을 임상 장소에서 일상검사에 사용하였을 때에, 몇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처리에

있어서의 핵산의 추출, 정제공정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오시마 외, JJCLA, 22(2),145-150(1997)]. 이것은 핵산정제

시에 제거하지 못한 저해인자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 추출공정에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등이 알려

져 있다. 또 추출공정에 관해서는 사용방법에 따른 번잡한 조작과 숙련자에 의한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 때문

에 병원의 검사실에 신규로 유전자검사를 도입할 때의 장해가 되고 있어, 이 공정의 자동화가 열망되고 있다.

  또 분자생물학적인 연구를 행하는 기관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조작을 행하기 위한 재료로서, 플라스미드 DNA가 빈번하

게 사용되고 있으나, 노동력을 줄이고자 하는 점 등으로부터, 검사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핵산을 추출하여 정제하는 공

정의 자동화가 요망되고 있다.

  핵산을 함유하는 생물시료로부터 저해인자를 함유하지 않는 정제도가 높은 상태로 핵산을 회수하기 위한 종래의 방법으

로서는, 단백질분해효소의 존재 하에서 생물시료에 계면활성제를 작용시켜, 핵산을 유리상으로 하고, 페놀(및, 클로로포

름)과 혼합하여, 원심분리기에 의한 수상(水相)·유기상(有機相) 분리를 수회 행한 후, 수상으로부터 알콜에 의하여 침전물

의 형태로 핵산을 회수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조제방법은 공정 내에 극물(劇物)인 페놀 등의 유기용제를 사

용하고, 또는 원심분리공정을 필요하기 때문에, 원심분리기의 로터에 대한 용기의 출입이나 원심분리 후의 용액의 분취(分

取) 등의 자동화가 매우 곤란하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일본국 특허제2680462호에는, 카오트로픽물질의 존재 하에서 핵산과 결합하는 것이 가능한 실리카입자를 핵산결합용

고상(固相)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특허2680462에는, 실리카입자의 현탁액과 카오트로픽물질로서의 구

아니딘티오시아네이트 완충액을 넣은 반응용기에, 핵산을 함유하는 시료를 가하여 혼합하고, 핵산이 실리카입자에 결합한

복합체를 원심분리에 의하여 침강시킨 후, 상청(上淸)을 폐기하고, 남은 복합체에 세정액을 가하여 세정하고, 재침전시킨

복합체를 에탄올수용액으로 세정한 후 아세톤으로 세정하고, 아세톤을 제거하여 건조시킨 복합체에 용리용 완충액을 가하

여 핵산을 용리하여 회수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또 일본국 특개평7-250681호 공보는, 유리분말층을 2매의 유리섬유필터와 멤브레인필터에 끼운 4겹 구조의 여과부재

를 가지는 카트리지용기를 사용하여 DNA 추출액을 정제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이 일본국 특개평7-250681호 공보

에서는, 조제된 DNA 함유 배양액을 전처리하여 트랩필터에 집균하고, 용리용 시약을 첨가하여 플라스미드 DNA를 세포

밖으로 용출시킨 것을 정제용 시료로 한다. 정제공정에서는, 카트리지용기에 정제용 시료와 요오드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카트리지용기에 진공감압, 또는 원심분리처리를 행하여, 카트리지용기의 유리분말층에 플라스미드 DNA를 흡착시킨다.

이어서, 카트리지용기에 세정용 완충액을 첨가하여 진공감압, 또는 원심분리처리에 의하여 세정하고, 그후 카트리지용기

에 용출용 완충액을 가하여 진공감압, 또는 원심분리처리를 행하여, 플라스미드 DNA를 용출한다.

  또한, 일본국 특개평11-266864호 공보는, 실리카함유의 고상을 내장한 핵산포착용 칩에 의한 핵산의 정제방법과 정제

용 장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방법에서는 핵산포착용 칩을 액체 흡배용 가동 노즐에 탈착 가능하게 접속하고, 고상에의 핵

산의 결합을 촉진시키는 물질과 핵산함유 시료와의 혼합액을 소정용기로부터 액체 흡배용 가동 노즐에 접속된 핵산포착용

칩 내로 흡인하여, 핵산을 고상에 결합시킨 후, 핵산포착용 칩 내의 액체를 배제하고, 이어서 세정액을 흡인, 배출함으로써

핵산 포착 칩 내를 세정하고, 세정후의 핵산포착용 칩 내에 용리액을 흡입하여, 고상으로부터 용리된 핵산을 함유하는 용

리액을 정제품 용기에 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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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한 선행기술 중, 일본국 특허제2680462호에서는, 극물인 페놀의 사용은 피할 수 있으나, 실리카입자에 핵산을 결합

시킨 후의 실리카입자와 용액의 분리에는 원심분리공정을 필요로 하여, 페놀에 의한 추출법과 마찬가지로 원심분리공정의

자동화가 문제가 된다.

  또 일본국 특개평7-250681호 공보에 기재된 방법에서는, 유리분말층을 2매의 유리섬유필터와 멤브레인필터에 끼워 넣

은 카트리지용기로 함으로써, 원심분리처리의 공정을 진공감압으로 치환하는 것은 가능하여, 자동화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용액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한정되어, 플라스미드 DNA, 또는 용출용 완충액과 유리분말의 접촉효율이 저하

되어 회수효율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일본국 특개평11-266864호 공보에 기재된 방법에서는, 고상을 내장한 핵산포착용 칩을 액체 흡배용 가동노즐에

탈착 가능하게 접속함으로써, 용액의 흐름을 쌍방향으로 함으로써, 핵산, 또는 용리액과 고상의 접촉효율을 향상시키고,

또한 용이하게 자동화가 가능한 방법이나, 그 핵산포착용 칩에 관하여 구성예에 관해서는 기재되어 있으나, 보다 바람직한

사용형태에 관한 기재는 되어 있지 않았다.

  본 발명의 목적은, 핵산을 함유하는 재료로부터의 신속, 간편하고, 신뢰도가 높은 핵산 회수기구와 핵산 회수방법의 제공

에 있고, 특히 생물시료 중에 존재하는 핵산성분의 회수에 바람직한 기구와 방법의 제공에 있다.

  또 본 발명의 목적은, 핵산을 함유하는 재료로부터의 자동화에 적합한 핵산 회수기구와 핵산 회수방법의 제공에 있고, 특

히 생물시료 중에 존재하는 핵산성분의 자동회수에 바람직한 기구와 방법의 제공에 있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핵산의 회수기구는, 바람직하게는 핵산 포착 칩이다. 본 발명은, 실리카 함유의 고상을 액체에 접촉

가능한 상태로 내장한 핵산 회수기구에 있어서, 고상이 통수부를 가지고, 그 통수부에 있어서의 고상과 고상과의 평균간격

이 25㎛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핵산의 회수기구는, 실리카 함유의 고상을 액체에 접촉 가능한 상태로 내장한 핵산 포착용 칩에 있어

서, 고상이 통수부를 가지고, 그 통수부에 있어서의 고상과 고상과의 평균간격이 25㎛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핵산 포

착 칩을 사용하여,

  핵산을 함유하는 샘플로부터, 핵산을 유리하기 위한 제 1 시약을 혼합하여, 핵산의 유리를 촉진하는 제 1 공정과,

  유리된 핵산을 함유하는 액과 제 2 시약을 혼합한 후, 압력변화에 의하여 핵산 포착 칩 내로 흡인하여, 고상과 혼합액을

접촉시켜 토출하는 제 2a 공정과,

  고상을 세정하기 위하여 제 2 시약을, 압력변화에 의하여 핵산 포착 칩 내로 흡인하여, 고상과 제 2 시약을 접촉시킨 후,

토출하는 제 2b 공정과,

  고상 및 핵산 포착 칩 내에 잔존하는 제 1 시약, 및/또는 제 2 시약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 3 시약을 압력변화에 의하여 핵

산 포착 칩 내로 흡인하여, 고상과 제 3 시약을 접촉시킨 후, 토출하는 제 3a 공정과,

  핵산 포착 칩 내에서 제 3 시약의 제거를 촉진하기 위하여, 핵산 포착 칩 내에 통기를 행하는 제 3b 공정과,

  잔존하는 제 3 시약을 세정하기 위하여 , 제 4 시약을 압력변화에 의하여 핵산포착 칩 내로 흡인하여, 고상과 제 4 시약을

접촉시킨 후, 토출하는 제 4 공정과,

  고상으로부터 핵산을 용리하기 위하여 제 5 시약을 압력변화에 의하여 핵산 포착 칩 내로 흡인하여, 고상과 제 5 시약을

접촉시킨 후, 토출하는 제 5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고상이, 입상물 또는 섬유상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평균 구멍지름은 평균간격의 것을 의미하고, 25㎛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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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처리대상의 시료가 바뀔 때마다 핵산 포착용 칩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된다. 또 제 2a,

제 2b, 제 3a, 제 4, 제 5의 각 공정에서는, 일단 흡입한 용액을 소정의 용기에 토출하고, 다시 핵산 포착용 칩 내로 흡인하

는 것을 반복하여 행하여, 고상과 용액의 접촉확립을 높게 한다. 또한 제 2a, 제 2b 공정에서의 토출시에는, 용액의 전량

토출에 따라, 거품의 발생, 재흡인시의 흡인 저항증대 등의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량을 토출하지 않고, 고상부가

반드시 용액에 접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인 핵산 포착용 칩의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인 핵산 정제용 장치의 평면도,

  도 3은 도 2의 핵산 정제용 장치의 개략 외관도,

  도 4는 도 2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전기계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 다이어그램,

  도 5는 도 2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핵산 포착용 칩을 접속한 분주기의 개략구성을 나타내는 도,

  도 6은 도 2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칩을 노즐에 설치하는 동작의 설명도,

  도 7은 도 2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칩을 노즐로부터 떼어 내는 동작의 설명도,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32 : 실린지 펌프 12 : 검체랙

  15 : 분주용 칩 16, 33 : 아암

  17, 34 : 노즐홀더 19 : 세정액병

  20 : 용리액병 22 : 결합촉진제병

  24 : 처리용기 26 : 정제품용 용기

  27 : 칩 분리기 31, 31a, 31b : 핵산 포착용 칩

  36 : 분주 노즐 39 : 액체 흡배용 가동노즐

실시예

  핵산함유 시료로서는, 전혈, 혈청, 객담, 소변 등의 생체시료나 배양세포, 배양세균 등의 생물학적인 시료, 또는 전기영동

후의 겔로 유지된 상태의 핵산, DNA 증폭효소 등의 반응산물이나 소정제상태의 핵산을 함유하는 물질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의 핵산이란, 2본쇄, 1본쇄, 또는 부분적으로 2본쇄 또는 1본쇄구조를 가지는 디옥시리보핵산(DNA)

및 리보핵산(RNA)을 함유한다.

  핵산 포착용 칩에 내장되는 고상은, 유리입자, 실리카입자, 석영여과지 및 그 파쇄물, 석영울, 규조토 등 산화규소를 함유

하는 물질, 또는 플라스틱 등의 표면에 실리카를 피복한 물건 등, 산화규소를 함유하는 것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고상은 사

용 중에 칩 내에 남긴 상태로 하는 것, 즉 고상이 칩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고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여, 칩 내에 통수부

분을 가진 상태로 설치될 필요가 있고, 또 이 통수부분은 연속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상의 형상으로서는, 다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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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섬유상이 있고, 통수부분에 있어서의 고상과 고상과의 평균간격이란, 다공성재이면 그 구멍 내의 평균 구멍지름을

의미하고, 입자형상물, 섬유형상물이면 입상물 사이 또는 섬유상물 사이의 평균간격의 것을 의미하며, 각각 25㎛ 이하이

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고상은 석영울이고, 바람직하게는 그 양측에 석영입자를 소결시켜 작성한 유지재를 배치하여 고상

으로서 사용하는 석영울 사이의 평균간격을 제어한다.

  또한 여기서 석영울 사이의 평균간격이란, 석영울이 원주형상이라고 가정하고, 그것을 균일하게 공간 내에 배치하였을

때에 생기는 석영울과 석영울 사이의 평균적인 간격을 나타내고, 석영울을 설치하는 공간의 체적과 단면적과 길이, 설치하

는 석영울의 중량과 비중과 평균직경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면, 석영울을 설치하는 부분의 형상이 반경 1.5mm의 원주형상이고, 석영울을 설치하는 길이가 h인 경우, 석영울

의 비중을 2.22g/㎤, 석영울의 평균반경을 4.5㎛, 설치하는 석영울의 양을 5mg으로 한 경우, 석영울 사이의 평균간격(l)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l [m] = 5.O4 ×1O-4 ·h1/2 - 9.0 ×1O-6

  핵산 포착용 칩에 압력변화에 의하여 흡인과 토출을 행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는, 핵산 포착용 칩의 한쪽 끝과 꼭 맞는

형상을 가지고, 압력변화를 의도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면, 특별히 제한되지 않고, 수동의 피펫이나 실린지를 이용할

수 있으나, 안정적인 핵산회수를 위해서는 흡인량, 토출량, 흡인속도, 토출속도 등의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장치와

의 조합이 바람직하다.

  제 1 공정에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는, 핵산함유 시료로부터 핵산의 유리를 촉진할 수 있으면 사용 가능하나, 고점도인

물질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회수대상으로 하는 핵산이 RNA인 경우에는, RNA 분해효소에 의한 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RNase 저해제의 첨가나 구아니딘티오시아네이트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제 2a 공정에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는, 실리카를 함유하는 고상에의 핵산의 결합을 촉진하는 물질이면 사용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카오토픽시약이라 불리우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회수대상이 RNA인 경우에는, 제 1 공정과 동일한 이유

때문에 구아니딘티오시아네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종 농도는 3mol/L 이상, 최종 pH가 산성인 것이 바람직

하다.

  제 3a 공정에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는, 핵산의 고상에의 결합을 유지하면서, 제 2 공정에서 사용한 핵산의 결합을 촉진

하는 물질을 세정하는 것이면 사용 가능하고, 에틸알콜, 이소프로필알콜 등을 70% 이상의 농도로 사용하는 방법이 공지이

나, 회수 후의 핵산을 PCR 등에 이용할 때에는, 이들 물질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알려져 있어, 사용하는 농도는 그 소정

의 기능을 가지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농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는, 그러한 점에서, 25mmol/L 아세트산 칼륨을 함유하는 50% 에틸알콜을 사용한다.

  제 4 공정에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는, 핵산의 고상에의 결합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제 3 공정에서 사용한 알콜을 세

정하고, 최종공정으로 제 3 공정에서 사용한 시약이 넘어가는 것을 피할 필요가 생긴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실

시예에서는 그러한 점에서 50mmol/L의 아세트산 칼륨을 사용하고, 또한 액온이 20℃ 이하인 상태로 사용한다.

  제 5 공정에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는, 고상으로부터 핵산을 용리하는 작용을 가지는 물질이면 사용 가능하고, 저염농도

의 수용액이나 순수가 공지의 방법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10mmol/L 비신(pH 8.5), 0.1mmol/L EDTA

를 사용한다.

  이하, 본 발명에 의거하는 일 실시예인 핵산 회수기구를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핵산 포착용 칩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핵산 포착용 칩(31)은, 상단이 압력변화를 발생시키는 기구, 또는 자

동장치의 접속 노즐의 선단에 기밀하게 감합되는 내경을 가지고 있고, 하단을 향하여 서서히 내경이 가늘어지도록 형성된

다. 핵산 포착용 칩(31)은 투명 또는 반투명한 합성수지로 이루어진다. 칩 (31)의 선단측에는 고상이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및 고상의 평균간격을 규정하기 위한 원판형상의 저지부재(101a)를 칩(31)의 상단으로부터 압입하여, 고상

(102)을 끼우는 형태로, 저지부재(101b)를 고상(102)이 소정의 평균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이들 저지부재

(1O1a, 1O1b)는, 액체 및 기체가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는 다수의 구멍을 가지나, 그 구멍은 고상(102)의 유출을 저지할

수 있는 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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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부재(1O1a, 1O1b)의 재질로서는, 직경 약 0.1mm의 석영입자를 핵산 포착용 칩(31)의 소정위치의 내경에 맞춘 형

상으로 소결시킨 것을 사용한다.

  고상으로서 석영울(도시바 케미컬제품, 그레이드 B, 울의 직경 6∼12㎛) 5mg을 사용한다.

  다음에, 핵산 포착용 칩과 조합시켜 사용하는 핵산 정제용 장치를 도 2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는 일 실시예

의 장치의 평면도, 도 3은 그 외관도, 도 4는 전기계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5는 핵산 포착용 칩을 접속한 분주기의 개략도,

도 6은 액체 분주용 칩의 설치동작의 설명도, 도 7은 칩을 떼어 내는 동작의 설명도이다.

  도 2 및 도 3에 있어서, 핵산의 정제용 장치(100)는 수평방향(X 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2개의 아암(16, 33)을 구비한다.

한쪽의 아암(16)에는 분주노즐(36) (도 6)을 유지하는 노즐 홀더(17)가 아암(16)의 길이방향을 따라 수평방향(Y 방향)으

로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다. 다른쪽 아암(33)에는 액체 흡배용 가동노즐(39)(도 5)을 유지하는 노즐 홀더(34)가 아암

(33)의 길이방향을 따라 수평방향(Y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다. 노즐 홀더(17, 34)는, 대응하는 아암(16, 33)

에 대하여 모두 상하방향(Z 방향)으로 동작할 수 있다. 아암(16)의 수평이동영역과 아암(33)의 수평이동영역은, 부분적으

로 오버랩되기 때문에, 각 아암의 설치높이위치를 다르게 하고 있다.

  본체 가대의 작업면(5)에는, 미사용의 다수의 분주용 칩(15)을 탑재한 3개의 칩랙(14a, 14b, 14c)이 소정의 영역에 세트

된다. 이들 칩랙(14)은, 도 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각 분주용 칩(15)을 삽입할 수 있는 구멍을 가지고 있고, 분주용 칩의

선단이 작업면(5) 또는 칩랙 바닥면에 접촉하지 않는 높이를 가진 박스형을 이룬다. 각 칩랙(14a, 14b, 14c)은 각각 최대

48개까지의 분주용 칩(15)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작업면(5)에는, 미사용의 다수의 핵산 포착용 칩(31)을 탑재한 칩랙(30)이 소정 영역에 세트된다. 칩랙(30)의 형상은,

앞의 칩랙(14)과 동일하다. 이 예에서는 칩랙(30) 위에 최대 48개까지의 핵산 포착용 칩(31)을 유지할 수 있다.

  작업면(5)에는, 처리대상이 되는 검체, 즉 핵산을 함유하는 시료를 수용한 검체용기(13)가 복수개씩 유지되는 검체랙

(12)이 소정영역에 세트된다. 이 예에서는 각 검체랙(12)은 6개의 검체용기(13)를 유지할 수 있다. 또 검체랙(12)은 8개

또는 그 이상의 수를 세트할 수 있다.

  또 작업면(5)에는, 미사용의 처리용기(24)를 다수 유지한 용기랙(23)이 소정 영역에 세트된다. 용기랙(23)은, 최대 48개

까지의 처리용기(24)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작업면(5)에는 미사용의 정제품용 용기(26)를 다수 유지한 용기랙(23)이 소

정영역에 세트된다. 이 정제품용 용기는, 정제처리가 이루어진 핵산 함유액을 시료별로 회수하는 것이다. 이 예에서는 용

기랙(25)은, 최대 48개의 정제품용 용기 (26)를 유지할 수 있다.

  작업면(5)에는 프라이밍시에 분주노즐(36)로부터 방출되는 물을 받아 들임과 동시에 분주노즐(36)의 홈포지션이 되는

액받이부(11)와, 분주작업을 하는 분주칩 (15)을 세정하기 위한 세정부(18)와, 분주노즐(36)에 접속된 분주용 칩(15) 및

액체 흡배용 가동노즐(39)에 접속된 핵산 포착용 칩(31)을 각각의 노즐로부터 떼어 내기 위한 칩 분리기(27)와, 프라이밍

시에 액체 흡배용 가동노즐(39)로부터 방출되는 물을 받아 들임과 동시에 상기 가동노즐(39)의 홈포지션이 되는 액받이부

(28)와, 핵산 포착용 칩(31)으로부터의 불필요한 액을 배출하기 위한 폐액구(29)가 설치된다.

  또 작업면(5)상의 각각의 소정위치에는, 제 3a 공정에서 사용하는 제 3 시약병(19), 제 5 공정에서 사용하는 제 5 시약병

(20), 제 1 공정에서 사용하는 제 1 시약병(21), 제 4 공정에서 사용하는 제 4 시약병(102) 및 제 2a, 제 2b 공정에서 사용

하는 제 2 시약병(22) 등이 세트된다.

  도 6에 나타내는 실린지 펌프(10)와 도 5에 나타내는 실린지 펌프(32)는, 각각 본체 가대에 설치되어 있고, 액체의 흡입

동작과 토출동작의 제어가 각 펌프 독자로 이루어진다. 도 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노즐 홀더(17)에 유지된 분주 노즐(36)

은, 가요성의 관(42)을 거쳐 액체 흡배용의 실린더 펌프(10)에 연통되어 있다. 분주 노즐(36) 내 및 관(42) 내에는 순수가

채워져 있고, 실린지 펌프(10)는 도시 생략한 순수공급원에 접속되어 있다. 도 5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노즐 홀더 (34)에

유지된 가동노즐(39)은, 가요성의 관(35)을 거쳐 실린지 펌프(32)에 접속되어 있다. 가동노즐(39)내 및 관(35)내에는 순수

가 채워져 있고, 실린지 펌프(32)는 도시 생략한 순수 공급원에 접속되어 있다.

  분주노즐(36)에 대한 분주용 칩(15)의 접속을 위한 장착 및 가동노즐(39)에 대한 핵산 포착용 칩(31)의 접속을 위한 장착

은, 각각 대응하는 칩랙(14, 30) 위에 있어서, 각 노즐을 강하시켜 칩을 노즐의 선단에 끼워 맞춤으로써 달성된다. 또 분주

노즐(36)에 접속된 분주용 칩(15) 및 가동노즐(39)에 접속된 핵산 포착용 칩(31)을 각각의 노즐로부터 떼어 내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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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분리기(27)를 이용한다. 도 2 및 도 7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칩 분리기(27)는, 소정의 높이위치에 판상부재를 가지고 있

고, 이 판상부재에는, 분주칩(15)의 머리부(52)및 핵산 포착용 칩(31)의 머리부 (54)의 외경보다도 작고, 또한 분주노즐

(36) 및 가동노즐(39)의 외경보다 큰 폭의 슬릿(55)이 형성되어 있다. 슬릿(55)이 위치하는 높이보다도 각 칩의 머리부

(52, 54)가 낮은 상태로 노즐(36, 39)을 슬릿 내에 침입하도록 수평 이동시키고, 이어서 노즐 홀더(17, 34)를 상승시키면

머리부(52, 54)가 판상부재의 하면에 맞닿고, 노즐 홀더의 추가 상승에 의하여 칩(15, 31)이 노즐로부터 빠져 떨어진다. 빠

져 떨어진 칩은 칩 폐기구(50)(도 2)로 낙하하여 회수박스(도시 생략) 내로 회수된다.

  도 4에, 도 2의 핵산 정제용 장치의 전기계의 구성을 나타낸다. 동작제어부로서의 퍼스널펌퓨터(PC)(60)에는, 조작조건

및 검체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조작패널로서의 키보드(61), 입력정보나 경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장치로서의 CRT

(62), 장치의 각 기구부를 제어하는 기구제어부(65) 등이 접속된다. 기구제어부 (65)는, 실린지 펌프(10)에 흡배동작을 행

하게 하게 하기 위한 피스톤 구동용 스테핑모터(71), 실린지 펌프(32)에 흡배동작을 행하게 하게 하기 위한 피스톤 구동용

스테핑모터(72), 노즐 홀더(17)를 수평이동 및 상하 이동시키기 위한 스테핑모터 (73), 노즐 홀더(34)를 수평이동 및 상하

이동시키기 위한 스테핑모터(74), 아암 (16)을 수평 이동시키기 위한 AC 서보모터(75), 아암(33)을 수평 이동시키기 위한

AC 서보모터(76) 등을 제어한다. 정제장치의 각 부는, 소정의 프로그램에 따라 동작된다.

  다음으로, 사용하는 고상의 평균간격에 차이를 가지게 한 도 1에 나타내는 핵산 포착용 칩을 사용하여, 도 2의 핵산 정제

장치에 의하여 혈청 중의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회수하였을 때의 실험예를 설명한다. 처리용 시료는, WHO의 국

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으로 가치부여를 행한 2차 표준 C형 간염 혈청을 C형 간염 음성의 혈청으로 100IU/mL 가

되도록 조제하여, 도 2의 장치의 검체용기(13)에 분주하였다. 도 2의 장치의 자동조작에 의하여 아암(16), 노즐 홀더(17)

에 의하여 분주용 칩(15)을 설치하고, 검체용기(13)로부터 200㎕의 시료를 흡인하여, 처리용기 (24)에 분주하였다. 시료

분주 후, 아암(16), 노즐 홀더(17)의 동작에 의하여 사용한 분주용 칩(15)을 칩 분리기(27)의 작용에 의하여 떼어 낸다. 그

후 아암(16), 노즐 홀더(17)에 의하여 신규로 분주용 칩(15)을 설치하고, 제 1 시약병(21)으로부터 700㎕의 제 1 시약을

흡인하여, 시료를 분주한 처리용기(24)에 토출하고, 그대로 5회 흡인·토출을 행하여, 전량을 처리용기(24)에 토출하여 10

분간 방치하였다. 또한 여기서 제 1 시약에는, 2% Triton X-100(LKB제), 5.5mol/L 구아니딘티오시안산염 (와코쥰야쿠

고교(주), 생화학용)을 함유하는 MES(2-morpholino-ethane sulfonic acid : 2-모르폴리노에탄술폰산, (주)도진 카가쿠

연구소제품) 완충액을 사용하였다.

  토출후, 아암(16), 노즐 홀더(17)의 동작에 의하여 사용한 분주용 칩(15)을 칩 분리기(27)의 작용에 의하여 떼어낸다. 소

정의 시간이 경과한 후, 아암(16), 노즐 홀더(17)에 의하여 신규로 분주용 칩(15)을 설치하고, 제 2 시약병(22)로부터 제 2

시약을 100㎕ 흡인하여, 시료와 제 1 시약의 혼합액이 들어 간 처리용기(24)에 토출하여 5회 흡인·토출을 행하고, 전량을

처리용기(24)에 토출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제 2 시약에는, 1% Triton X-100 (LKB제품), 5.0mol/L 구아니딘테오시안산

염(와코쥰야쿠고교(주)제품, 생화학용)을 함유하는 MES((주)도진 카가쿠연구소제품)완충액을 사용하였다.

  그 사이에, 아암(33), 노즐 홀더(34)에 의하여 핵산 포착용 칩(31)을 설치하고, 시료, 제 1 시약, 제 2 시약의 혼합액을 처

리용기(24)로부터 실린지(32)의 동작에 의하여 흡인하였다.

  흡인 후, 흡인한 혼합액을 핵산 포착 칩(31)의 위쪽의 저지부재(101b)를 혼합액이 넘지 않은 위치까지, 처리용기(24)에

토출하고, 다시 핵산 포착 칩(31)의 아래쪽의 저지부재(101a)를 혼합액이 넘지 않는 위치까지 흡인한다. 이 흡인과 토출의

조작을 10회 반복한 후, 처리용기(24) 내의 혼합액을 전량 흡인하고, 다시 유지부재 (101a)를 혼합액이 넘지 않는 위치까

지 공기를 흡인한다. 그후 아암(33), 노즐 홀더(34)의 제어에 의하여 액받이(29)로 핵산 포착 칩(31)을 이동시켜, 흡인한

혼합액을 유지부재(101b)를 넘지 않는 위치까지 토출하고 다음 동작까지 대기한다.

  그 사이에 아암(16), 노즐 홀더(17)에 의하여 신규로 분주용 칩(15)을 설치하고, 제 2 시약병(22)으로부터 800㎕의 제 2

시약을 흡인하여 처리용기(24)에 전량을 토출하였다. 토출 후, 아암(16), 노즐 홀더(17)의 동작에 의하여 사용한 분주용 칩

(15)을 칩 분리기(27)의 작용에 의하여 떼어 낸다. 그 사이에 아암(33), 노즐 홀더(34)의 제어에 의하여 핵산 포착 칩(31)

을 이동시키고, 제 2 시약을 혼합액의 경우와 동일한 동작에 의하여 5회 흡인과 토출을 반복한 후, 처리용기(24) 내의 혼합

액을 전량 흡인하고, 다시 유지부재(101a)를 혼합액이 넘지 않는 위치까지 공기를 흡인한다. 그후 아암(33), 노즐 홀더

(34)의 제어에 의하여 액받이(29)로 핵산 포착 칩 (31)을 이동하여 흡인한 제 2 시약을 유지부재(101b)를 넘지 않는 위치

까지 토출하고, 다음 동작까지 대기한다.

  그 사이에, 아암(16), 노즐 홀더(17)에 의하여 신규로 분주용 칩(15)을 설치하고, 제 3 시약병(19)로부터 400㎕의 제 3

시약을 흡인하여 처리용기(24)에 전량을 토출하였다. 토출 후, 아암(16), 노즐 홀더(17)의 동작에 의하여 사용한 분주용 칩

(15)을 칩 분리기(27)의 작용에 의하여 떼어낸다. 그 사이에 아암(33), 노즐 홀더(34)의 제어에 의하여 핵산 포착 칩(31)을

이동시키고, 제 3 시약을 혼합액의 경우와 동일한 동작에 의하여 3회 흡인과 토출을 반복하여 제 1 회째의 세정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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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후, 처리용기(24) 내의 혼합액을 전량 흡인하고, 다시 유지부재(101a)를 혼합액이 넘지 않는 위치까지 공기를 흡인한

다. 그후 아암(33), 노즐 홀더(34)의 제어에 의하여 액받이(29)로 핵산 포착 칩(31)을 이동하여, 흡인한 제 3 시약을 전량

토출하고 대기한다.

  그 사이에 아암(16), 노즐 홀더(17)에 의하여 신규로 분주용 칩(15)을 설치하고, 제 3 시약병(19)으로부터 800㎕의 제 3

시약을 흡인하여 처리용기(24)에 전량을 토출하였다.

  또한 여기서 제 3 시약에는, 25mmol/L 아세트산칼륨(와코쥰야쿠고교(주)제품, 시약특급)을 함유하는 50% 에탄올(와코

쥰야쿠공업(주)제, 시약특급)을 사용하였다.

  토출후, 아암(16), 노즐 홀더(17)의 동작에 의하여 사용한 분주용 칩(15)을 칩 분리기(27)의 작용에 의하여 떼어 낸다. 그

사이에 아암(33), 노즐 홀더(34)의 제어에 의하여 핵산 포착 칩(31)을 이동시켜 제 3 시약을 3회 흡인과 토출을 반복하고,

제 2 회째의 세정을 행한다. 세정 후, 처리용기(24)내의 혼합액을 전량 흡인하고, 다시 유지부재(1O1a)를 혼합액이 넘지

않는 위치까지 공기를 흡인한다. 그후 아암(33), 노즐 홀더(34)의 제어에 의하여 액받이(29)로 핵산 포착 칩(31)을 이동시

켜 흡인한 제 3 시약을 전량 토출하고, 다시 그대로의 위치에서 공기 1mL를 흡인, 토출하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여 대기한

다.

  상기 제 2회째의 제 3 시약에 의한 조작을 다시 반복하여 행하였다. 또한 이 세정조작은, 필요하면 다시 반복하여 행할 수

있다.

  제 3 시약에 의한 세정조작 후, 아암(16), 노즐 홀더(17)에 의하여 신규로 분주용 칩(15)을 설치하고, 제 4 시약병(102)으

로부터 200㎕의 제 4 시약을 흡인하여 처리용기(24)에 전량을 토출하였다.

  또한, 여기서 제 4 시약에는 50mmol/L 아세트산칼륨(와코쥰야쿠고교(주)제, 시약특급)을 사용하였다.

  토출 후, 아암(16), 노즐 홀더(17)의 동작에 의하여 사용한 분주용 칩(15)을 칩 분리기(27)의 작용에 의하여 떼어 낸다.

그 사이에 아암(33), 노즐 홀더(34)의 제어에 의하여 핵산 포착 칩(31)을 이동시켜, 제 4 시약을 3회, 흡인과 토출을 반복

하여 고상의 세정을 행하였다. 세정 후, 처리용기(24)의 전량을 흡인하고, 다시 공기를 흡인하여 아암(33), 노즐 홀더(34)

의 제어에 의하여 핵산 포착 칩(31)을 액받이(29)로 이동하여, 전량을 토출하고, 다시 그대로의 위치에서 공기 1mL를 흡

인, 토출하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여 대기한다.

  제 4 시약에 의한 세정 후, 아암(16), 노즐 홀더(17)에 의하여 신규로 분주용 칩(15)을 설치하고, 제 5 시약병(20)으로부

터 60㎕의 제 5 시약을 흡인하여, 처리용기(24)에 전량을 토출하였다.

  또한 여기서 제 5 시약에는, 0.1mmol/L 에틸렌디아민4아세트산((주)니혼진제, 유전자공학연구용)을 함유하는 10

mmol/L 비신((주)도진화학연구소제품) 완충액 (PH 8.5)을 사용하였다.

  토출 후, 아암(16), 노즐 홀더(17)의 동작에 의하여 사용한 분주용 칩(15)을 칩 분리기(27)의 작용에 의하여 떼어 낸다.

그 사이에 아암(33), 노즐 홀더(34)의 제어에 의하여 핵산 포착 칩(31)을 이동하여, 제 5 시약을 20회, 흡인과 토출을 반복

하여 핵산의 용리를 행하였다. 용리 후, 핵산 포착용 칩(31) 내의 전량을 토출한다. 토출 후, 아암(33), 노즐 홀더(34)의 제

어에 의하여 사용한 핵산 포착용 칩 (31)을 칩 분리기(27)의 작용에 의하여 떼어 낸다. 그 사이에 아암(16), 노즐 홀더 (17)

에 의하여 신규로 분주용 칩(15)을 설치하고, 용리액이 들어간 처리용기(24)로부터 전량을 흡인하고, 다시 소량의 공기를

흡인한 후, 아암(16), 노즐 홀더(17)의 제어에 의하여 정제품용 용기(26)의 위치로 분주용 칩을 이동하여, 분주 칩(15) 내

의 전량을 정제품 용기(26)에 토출하였다. 토출 후, 아암(16), 노즐 홀더(17)의 동작에 의하여 사용한 분주용 칩(15)을 칩

분리기(27)의 작용에 의하여 떼어 내었다.

  동일한 조작을, 핵산 포착용 칩(31)의 고상(102)의 양을 일정하게 하여, 유지 부재(1O1a)와 유지부재(1O1b)의 거리를

바꾸어 작성한 석영울 사이의 평균간격이 다른 핵산 포착용 칩에 의하여 행하였다.

  회수 후의 시료는, Roche사의 COBAS AMPLICOR와 코바스 앰플리코어 HCV v2.0시약에 의하여 평가를 행하였다. 회

수한 각각의 시료 48.5㎕와, HCV 마스터믹스 v2.0 41.7㎕, HCV 망간시약 8.3㎕, HCV 내부 콘트롤 v2.0 1.5㎕를 혼합하

여, 시약 키트에 부속의 순서도에 따라, 장치의 조작을 행하여, 회수한 시료에 의한 HCV의 평가를 행하였다. 결과를 도 8

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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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8의 결과로부터 평균간격의 증가에 따라, 동일농도의 C형 간염 바이러스의 회수결과에 대하여, COBAS AMPLICOR

의 흡광도 출력이 저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평균간격의 증가에 따라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개수(改修)량이 감소되

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평균간격이 21㎛ 이상에서는 현저하게 회수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COBAS AMPLICOR는 흡광도가 4.000를 초과한 경우, *.*** 로 표시되나, 여기서는 4.0O0으로 계산을 행하였다.

  또 상기의 평균공간을 가지는 핵산 포착용 칩(31)에 대하여, 1mL의 용액을 흡인하였을 때의 평균유속을 측정하였다. 결

과를 도 9에 나타내었다.

  도 9의 결과로부터, 평균간격의 감소에 따라 평균유속이 저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에는 평균간격을 좁힘으로써, 용

액의 흡인, 또는 토출시의 대기시간이 증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평균간격의 감소는, 1시료당 장치의 처리시간을 증대시키

게 되어 장치의 가동효율을 저하시키게 된다.

  그 때문에 도 8 및 도 9의 결과로부터, 도 1의 핵산 포착용 칩과 도 2의 장치에 의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회수

를 실용 충분한 상태에서 행할 수 있는 것, 핵산 포착용 칩의 바람직한 평균간격이 13 내지 21㎛의 범위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카올로픽제를 다른 물질로 바꾸어 도 2의 핵산 정제장치에 의하여 혈청 중의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회

수하였을 때의 실험예를 설명한다.

  핵산 포착용 칩(31)은 도 1의 구조에 의해 석영울과 석영울 사이의 평균간격이 16㎛가 되도록 제작하였다. 도 2의 핵산

정제장치(100)의 장치구성은 바꾸지 않고서, 제 1 시약병(21) 및 제 2 시약병(22)에 넣는 시약의 조성을 제 1 공정 시약은

2% TritonX-100, 6mol/L 구아니딘염(와코쥰야쿠고교(주)제, 생화학용)을 함유하는 MES((주)도진카가쿠연구소제품) 완

충액으로 바꾸고, 제 2 공정 시약은 5mol/L 구아니딘염산염(와코쥰야쿠고교(주)제품, 생화학용)을 함유하는 MES((주)도

진카가쿠연구소제품)완충액으로 바꾸었다. 제 3 공정, 제 4 공정, 제 5 공정 시약은, 상기한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회

수시와 동일한 조성의 물질을 사용하였다.

  처리용 시료는, 항B형 간염 바이러스항체에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혈청을 사용하였다. 상기 핵산 포착용 칩(31)과 제 1 공

정으로부터 제 5 공정 시약의 조합에 의하여 상기한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회수시와 동일한 장치동작에 의하여 B형 간

염 바이러스유전자의 회수를 행하였다. 회수에 요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또 회수상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법으로서, 단백질 핵산 효소, 41 (5), 458-459(1996)에 기재한 방법에 따라 행

하였다. 회수에 요한 시간은 하루 반이었다.

  회수 후의 시료는, 다까라주조(주)제품의 PCR 전용 시약키트를 사용하고, (주)사와데·테크놀로지사에 합성을 의뢰한 증

식용 프라이머에 의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유전자 중의 특정한 414염기의 증폭을 시험하였다. PCR처리시의 유전자 증폭

시스템은 TP3000(다까라주조(주)제품)을 사용하여, 제일 먼저 94℃의 열변성을 3분간 행한 후, 94℃의 열변성 30초,

55℃의 어닐링 30초, 72℃의 신장반응 30초를 45회 반복하고, 다시 72℃에서 10분간 가온하여, PCR처리를 행하였다.

PCR 처리후, 그 일부를 3% 아가로스겔에 의하여 전기영동을 행하여, SYBR GreenI(FMC Bioproducts 제품)에 의하여 형

광염색을 행하였다. 그 결과, 종래법과 동일한 정도의 PCR의 증폭대역이 얻어졌다. 이것은, 종래법과 동등한 회수효율로,

보다 단시간에 목적 유전자의 회수를 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도 2의 핵산 정제장치에 의하여 혈청 중에 혼재하는 B형 간염 바이러스와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회수하

였을 때의 실험예를 설명한다.

  핵산 포착용 칩(31)은 도 1의 구조로 고상의 평균간격이 16㎛가 되도록 제작하였다. 처리시료는 상기한 2종의 혈청을 혼

합하여 혼합한 상태에서 각 바이러스농도가, 상기 실시시의 2배가 되도록 조제하였다.

  상기한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를 회수하였을 때와 동일한 시약조성 및 동일한 장치동작에 의하여 유전자 회수를 행하

고, 제 5 공정 시약만을 분주량을 60㎕에서 120㎕로 바꾸어 실시하였다.

  회수 후의 시료는, 48.5㎕를 상기한 COBAS AMPLICOR에 의한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검출에 사용하고, 50㎕를

상기한 PCR처리에 의한 B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검출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2종의 다른 바이러스를 혼재한 시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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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각각의 유전자를 단독으로 회수한 경우와 동등한 효율로 회수할 수 있었다. 이것은 혼재하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동시에 회수 가능한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RNA(리보핵산) 및 DNA(디옥시리보핵산)이라는 성질이 다른 핵산을 동시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실리카함유의 고상을 액체에 접촉 가능한 상태로 내장한 핵산 회수기구 또는 상기 기구를 구비하는 핵산 자동회수장치에

있어서,

  고상이 다수의 통수부를 가지고, 그 통수부에 있어서의 고상과 고상과의 평균간격이 25㎛ 이하(단, 0은 아니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핵산 회수기구 또는 핵산 자동회수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평균간격이 13㎛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핵산 회수기구 또는 핵산 자동회수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고상이 섬유상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핵산 회수기구 또는 핵산 자동회수장치.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고상이 석영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핵산 회수기구 또는 핵산 자동회수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석영울 사이의 평균간격이 13㎛ 내지 21㎛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핵산 회수기구 또는 핵산 자동회수기구.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석영울의 직경이 6㎛ 내지 12㎛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핵산 회수기구 또는 핵산 자동회수기구.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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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상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체유통 가능한 저지부재로, 고상을 끼운 형상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핵산 회수기구 또는 핵산 자동회수기구.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저지부재의 재질이 석영입자를 소결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핵산 회수기구 또는 핵산 자동회수기구.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핵산 회수기구가 핵산 포착 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핵산 회수기구 또는 핵산 자동회수기구.

청구항 10.

  압력변화에 의하여 흡인과 토출이 가능한 장치에 접속된 핵산 포착용 칩으로서, 상기 핵산 포착 칩은 실리카함유의 고상

을 액상에 접촉 가능한 상태로 내장되고, 상기 고상이 통수부를 가지고, 그 통수부에 있어서의 고상과 고상과의 평균간격

이 25㎛ 이하인 핵산 포착용 칩을 사용하는 핵산 회수방법에 있어서,

  핵산을 함유하는 샘플로부터 핵산을 유리하기 위한 제 1 시약을 샘플과 혼합하여 핵산의 유리를 촉진하는 제 1 공정과,

  유리된 핵산을 함유하는 액과 제 2 시약을 혼합한 후, 혼합액을 압력변화에 의하여 핵산 포착 칩 내로 흡인하여, 고상과

혼합액을 접촉시켜 토출하는 제 2a 공정과,

  고상을 세정하기 위하여 제 2 시약을 압력변화에 의하여 핵산 포착 칩 내로 흡인하여, 고상과 제 2 시약을 접촉시킨 후,

토출하는 제 2b 공정과,

  고상 및 핵산 포착 칩 내에 잔존하는 제 1 시약 및/또는 제 2 시약을 제거하기위하여 제 3 시약을 압력변화에 의하여 핵산

포착 칩 내로 흡인하여, 고상과 제 3 시약을 접촉시킨 후, 토출하는 제 3a 공정과,

  핵산 포착 칩 내에서 제 3 시약의 제거를 촉진하기 위하여 핵산 포착 칩 내에 통기를 행하는 제 3b 공정과,

  잔존하는 제 3 시약을 세정하기 위하여 제 4 시약을 압력변화에 의하여 핵산 포착 칩 내로 흡인하여, 고상과 제 4 시약을

접촉시킨 후, 토출하는 제 4 공정과,

  고상으로부터 핵산을 용리하기 위하여 제 5 시약을 압력변화에 의하여 핵산 포착 칩 내로 흡인하여, 고상과 제 5 시약을

접촉시킨 후, 토출하는 제 5 공정을 포함하는 핵산 회수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고상이 섬유상물로 이루어지고, 섬유상물과 섬유상물과의 평균거리가 25㎛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핵산 회수방법.

등록특허 10-0505380

- 11 -



청구항 12.

  실리카를 함유하는 고상에의 핵산의 결합을 촉진하는 촉진물질과,

  핵산을 함유하는 혼합액으로부터 핵산을 회수하는 핵산 회수방법에 있어서,

  평균간격이 25㎛ 이하인 실리카함유 고상으로 이루어지는 통수부에, 혼합액을 흘리는 단계와,

  핵산의 고상에의 결합을 유지하면서 촉진물질을 세정하는 세정시약에 의하여, 핵산의 결합한 고상을 세정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핵산 회수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평균간격이 13㎛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핵산 회수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고상이 섬유상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핵산 회수방법.

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고상이 석영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핵산 회수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석영울 사이의 평균간격이 13㎛ 내지 21㎛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핵산 회수방법.

청구항 17.

  제 15항에 있어서,

  석영울의 직경이 6㎛ 내지 1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핵산 회수방법.

청구항 18.

  제 1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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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으로부터 핵산을 용리하는 작용을 가지는 물질에 의하여, 핵산을 결합한 고상으로부터 핵산을 용리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핵산 회수방법.

청구항 19.

  제 12항에 있어서,

  혼합액의 평균유속이 10μL/s 내지 50μL/s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핵산 회수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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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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