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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

요약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를 제공한다. 이 트레이는 베이스 폴리머 매트릭스와 열전도성 물질을 포함하는 폴리머 조

성물로 제조된다. 이 트레이는 형광 면역검정에 사용할 수 있다. 이 폴리머 조성물의 형광수치는 충분히 낮아서 형광 면역

검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 발명은 또한 그러한 생물검정 트레이를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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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 형광 면역검정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열전도성 폴리머로부터 제조된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의 평면도이다.

도 2는 도 1의 검정 트레이 내에 배열된 단일 시험 웰의 측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유관 출원의 상호 참조

본원은 2002년 4월 15일에 출원된 미국 선출원 제60/373,014호의 우선이익을 주장한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에 관련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와, 그 트레

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련한 것이다. 이 트레이는 베이스 폴리머 매트릭스와, 열전도성 물질을 포함하는 폴리머 조성물로

부터 제조된다.

생화학 연구소 및 의학 연구실에서는 유전자 물질, 세포, 조직배양물, 면역 복합체 등의 분석 및 시험을 포함하는 여러 가

지 목적에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검정은 시료 내에 어떤 물질(예컨대, 단백질)의 존재 또

는 농도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 검정은 보통 가로, 세로로 배열된 다수의 웰(well)을 포함하는 수웰 트레이 내에서 수행된다. 트레이는 전형적으로 각각

의 웰에 마이크로리터 양의 액체를 담은 20, 24, 48, 96개의 웰을 가진다. 그 웰은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 있다. 웰의 상부

는, 사각형 모양의 웰인 것도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보통 둥글다. 웰의 바닥부는 평평하거나, 둥글거나, V-형이거나, 또는

U-형일 수 있다. 생물학적 검정은 검정 기술이 수행되는 특정한 유형에 의존하는 일련의 단계들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기술은, 트레이 내의 웰에서 분석될 액상 시료을 정치(placing), 여러 가지 액체 시약들을 첨가(adding), 반응시료를

수회 세척(washing)하는 단계와 그밖의 단계들을 포함한다. 액체 시약의 첨가와 세척은 보통 수동 또는 자동 피펫을 사용

하여 이루어진다.

면역검정법은 종종 생물학적 물질의 분석에 사용된다. 많은 면역검정 과정은 항원-항체 복합체의 형성을 포함한다. 항원

은 대응하는 항체의 형성을 촉진하는 물질이다. 면역검정 과정은 전혈, 혈청, 혈장 및 뇨와 같은 인체의 체액에서 항원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항체는 특정한 항원에 반응하여 생성되는 인체 면역글로불린을 총칭한

다. 특정한 항체가 특정한 항원과 반응하여 결합된 항원-항체 복합체를 형성한다. 이들 결합반응은 종종 침전 또는 응집을

유발하여 시료 내에서 육안으로도 관찰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그러한 항원-항체 복합체의 존재를 분석하기 위

해서 특별한 장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많은 면역검정에서, 복합체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예컨대, 항원 또는 항체)는 검정 트레이의 웰 내에 자리한 고체지지면

(solid support surface)에 고착된다. 이것은 전 복합체가 고체지지면에 고착되는 결과를 낳는다. 고착되어 있는 트레이 웰

내의 고상 복합체를 세척하고, 배양하고, 단리시켜, 액체 시약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검정법은 통상 면역솔벤트법

(immunosorbent) 또는 고상 검정법(solid phase assays)으로 지칭된다. 종래의 고상 검정법은 예컨대, 효소 면역검정법

(enzyme immunoassays; EIAs), 조사 면역검정법(radio immunoassays; RIAs) 및 형광 면역검정법(fluorescent

immunoassays; FIAs)을 포함하며, 이들 방법에서 면역솔벤트 물질은 구슬형, 디스크형 또는 다른 고체 지지물질의 어떤

유형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면역검정법 및 다른 생물학적 검정법은 트레이를 수회 가열 및 냉각하므로써 트레이의 내용물을 배양하

고 적정 온도로 식히게 된다. 트레이의 가열 및 냉각에 소요되는 시간은, 주어진 기간 내에 얼마나 많은 분석치가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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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이다. 가열 및 냉각기간은 분석시험의 비용과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금속제 검정 트레이로는

가열과 냉각단계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속류는 트레이의 웰 내에서 반응물에 영향을 주거나 또

는 사용되는 검출방법을 방해한다; 따라서, 금속제 검정 트레이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 금속제 트레이(예컨대, 스테

인리스 스틸이나 티타늄제의 트레이)가 반응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트레이의 제조에는 상당한 비용

이 든다. 더우기 많은 연구소들은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를 1회 사용 후 폐기하기를 원한다. 일회용의 조립화 금속제 트레

이는 매우 고가이다.

그러므로, 생화학 연구소 및 의학연구실에서는 전형적으로 플라스틱제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를 사용한다. 이들 검정 트레

이는 생물학적으로 비활성인 물질로부터 제조되고, 제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예컨대,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폴

리프로필렌, 아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 아크릴릭, 폴리아크릴아미드류, 및 비닐클로라이드와 폴리비닐플루오라이드

와 같은 비닐폴리머로부터 트레이를 제조할수 있다.

그러한 많은 플라스틱 트레이는 사출성형법이라고 알려진 방법으로 제조되며, 그러한 트레이들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출

수 있다.

예컨대, 애슬(Astle)은 미국특허 제5,225,164호에서 액체 시약과 다른 시료의 분석을 위한 수직 형태의 개방식 웰이 있는

마이크로플레이트(microplate) 트레이를 개시하였다. 그 웰들은 격벽이 있어서, 혼합을 촉진하고 산소가 웰 내의 액체로

이전하는 속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 특허는 성형된 폴리스티렌으로부터 제조될 수 있는 트레이의 구성들을 개시하고

있다.

피터스(Peters)는 미국특허 제4,299,920호에서, 베이스 플레이트 및 떼어낼 수 있고 또한 베이스 플레이트에 방수가능한

치밀도로 결합되어 있는 벽구성을 포함하는, 세포 배양용 또는 생물학적 시험용 수웰을 개시하고 있다. 이 특허는 베이스

플레이트가 유연성이 있으며, 폴리스티렌, 폴리카보네이트, 플루오르화 하이드로카본 중합체, 또는 유리로부터 제조할 수

있다고 개시하고 있다. 이 특허는 또한 벽부분이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폴리우레탄 엘라스토머류, 폴리비닐리덴클로라이

드, 메틸고무, 염소화 고무, 또는 플루오로카본 엘라스토머류와 같은, 엘라스토머성 합성물질로부터 제조되는 것을 개시하

고 있다.

스투더 쥬니어(Studer Jr.)는 미국특허 제4,090,920호에서 다수의 시험웰과 격실을 가지는 생물학적 배양시험 플레이트

를 개시하고 있다. 이 시험 플레이트는 폐기가능하고, 성형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투명구조이다. 이 특허는 성형된 플

레이트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비닐수지, 또는 어떤 생물학적 비활성 폴리머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는 것을 개시하고 있다.

카토(Katoh) 등은, 미국특허 제6,319,475호에서 가열 및 냉각 과정의 대상이 되는, 시료를 담기 위한 용기를 개시하고 있

다. 이 용기는 의학, 화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 용기는 수지와, 세라믹류, 금속류, 및 카본류로 이루어

진 군에서 선택되는 무기성 충전재를 함유하는 조성물로 만들어진 한 층을 포함하는 3개의 층을 포함한다.

그러나, 종래의 플라스틱 검정 트레이는 몇가지 결점이 있다. 특히, 종래의 플라스틱 트레이는 일반적으로 열전도성이 나

쁘다. 그러한 공지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사용한 검정의 가열 및 냉각 효율은 낮다. 사실상, 많은 플라스틱 트레이는 우수한

단열성을 가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플라스틱 트레이의 가열 및 냉각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

었고, 이것은 검정 과정에서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덧붙여, 열전도성이 나쁜 플라스틱 트레이는, 트레이 내에 있는 웰

로 열을 균일하게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트레이에 대한 가열이 불균일하게 되면, 웰간에 열경사가 유발될 수 있

고, 웰 내의 내용물의 분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종래의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의 문제점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열전도성을 가지는 개선된 검정 트레이에 대한 요

망이 있다. 빨리 가열되고 냉각되어 검정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검정 트레이의 개발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본 발명은

그러한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와 그러한 트레이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와 그러한 트레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련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열전도성 폴리머 조성물은 하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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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80 중량%의 폴리머 매트릭스, 및

b) 20~80 중량%의 비금속성 열전도성 물질.

폴리머 매트릭스는 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폴리머일 수 있다. 예컨대, 폴리페닐렌설피드를 폴리머 매트릭스의 제조에 사용

할 수 있다. 비금속성 열전도성 물질은 바람직하게는 세라믹류, 금속산화물, 카본물질 및 유리로부터 선택된다. 예컨대, 열

전도성 물질은, 보론나이트라이드, 실리콘나이트라이드, 알루미나, 실리콘옥사이드, 마그네슘옥사이드, 또는 카본그라파

이트일 수 있다.

용융된 폴리머 조성물을 만든 다음, 그 조성물을 사출하여 성형한다. 그 후, 이 조성물을 몰드에서 들어내어 망상성형된,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를 제조한다.

바람직하게는,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는 3W/m°K 보다 큰 열전도성을 가지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22W/m°K 보다 큰 열전

도성을 가진다.

본 발명의 특징이 되는 새로운 특성들을 첨부한 청구항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는, 더 많은 목적

과 부수하는 잇점들과 함께 첨부된 도면에 연관하여 제시된 하기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 가장 잘 파악될 것이다.

바람직한 구체예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와 그러한 트레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트레이는 높은 열전도성을

가지는 폴리머 조성물을 사용하여 제조된다. 이 폴리머 조성물은 폴리머 매트릭스와 그 안에 분산된 열전도성 물질을 포함

한다.

한 표준적인 형광 "샌드위치" 면역검정기법에서, 생물검정 트레이 웰은 면역솔벤트 지지 표면(예컨대, 아가로스(agarose)

로 코팅된 유리 디스크 또는 구슬)을 가진다. 항원과 반응하여 분석될, 미표지 항체는 다공성(porous) 유리 디스크에 고착

된다. 항원을 함유하는 액체는 디스크를 통하여 공급되고, 항원분자가 반응하여 고착된 항체와 결합한다. 다음으로 검출가

능한 형광 표지(예컨대, 플루오레세인 분자)로 표지된 항체분자를 함유하는 용액이 다공성 유리 디스크를 통하여 공급된

다. 표지된 항체분자는 항원분자와 결합하여 디스크상에서 샌드위치 층구조를 형성한다. 층구조는 미표지의 항체, 항원,

및 표지된 항체를 포함한다. 형광분석계를 사용하여 표지된 항체분자의 존재와 농도를 측정한다.

다른 공지된 형광 면역검정 과정에서는, 분석할 액체 내에 있는 항원과 같은 면역학적 유형의 항원을, 지지 디스크 내에 흡

착시킨다. 흡착된 항원을 함유하는 지지 디스크를, 표지된 항체와 분석할 항원을 함유하는 용액 내에 담근다. 표지된 항체

는 용액 내의 항원과 급속히 반응하고 결합하여 이 반응이 완결되게 된다. 용액 내의 항원과 결합되지 않은 과잉량의 표지

된 항체는 지지표면상에 고착되어 있는 항체와 결합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지 표면을 완충용액으로 세척한다. 그 후, 지지

표면을 형광분석계 또는 다른 적절한 기기를 사용하여 표지된 항체-항원 복합체의 존재를 분석한다.

그러한 형광 면역검정기법에서, 트레이를 구성하는 베이스 폴리머는 상대적으로 형광성이 낮아서 배경 형광이 최소화되

고, 시험결과를 판독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배경 형광은 실제의 형광 수준을 왜곡시켜 정확한 판독을

얻기 어렵게 한다. 말하자면, 이 베이스 폴리머의 형광수치는 형광 면역 검정과정에 영향을 주지않을 만큼 충분히 낮다. 폴

리카보네이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아크릴릭류, 비닐류, 플루오로카본류, 폴리아미드류, 폴리에스테르류, 폴리페닐

렌설피드, 및 열가소성 방향족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액정 폴리머류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열가소성 폴리머가

매트릭스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액정 폴리머류는 충분히 낮은 형광을 가져서 표지된 항체-항원 복합체의 형광 수준을

읽는 데에 영향을 주지않으므로 특히 바람직하다. 또한, 엘라스토머류, 에폭시드류, 폴리이미드류, 및 아크릴로니트릴류와

같은 열경화성 폴리머도 사용할 수 있다. 적절한 엘라스토머류는 예컨대, 스티렌부타디엔 코폴리머, 폴리클로로프렌, 니트

릴고무, 부틸고무, 폴리설피드고무, 에틸렌-프로필렌 테르폴리머류, 폴리실록산류(실리콘류), 및 폴리우레탄류를 포함한

다. 일반적으로, 폴리머 매트릭스는 총 조성물의 약 20~80중량%를 구성하고, 더 바람직하게는 총 조성물의 약 40~80중

량%를 구성한다.

본 발명에서는, 비금속성 열전도성 물질을 첨가하여 폴리머 매트릭스 내에 분산시킨다. 이 물질들은 비전도성인 폴리머 매

트릭스에 열전도성을 부여한다. 금속의 금속오염물이 트레이 웰 내의 반응물과 반응하고 결합하여 분석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비금속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열전도성 물질은 상기에 논한 바와 같은 이유로 배경 형

광 수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낮은 형광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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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비금속성, 열전도성 물질은, 알루미나, 마그네슘옥사이드, 산화아연, 및 산화티타늄과 같은 금속산화물; 실리콘나

이트라이드, 알루미늄나이트라이드, 보론나이트라이드, 보론카바이드와 같은 세라믹류; 카본블랙 또는 카본그라파이트와

같은 카본물질; 및 유리를 포함한다. 그러한 충전재의 혼합물도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열전도성 충전재는 총 조성물의 약

20~80중량%를 구성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총 조성물의 약 30~60중량%를 구성한다.

열전도성 물질은 입자상, 과립분말상, 단결정상, 섬유상, 또는 다른 적절한 형태일 수 있다. 입자상 또는 과립상은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넓은 입자 분포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입자 또는 과립은, 입자크기 0.5~300 마이크론범위의 입자크기를

가지는, 플레이크, 판상, 입상, 꼬임상, 육각형, 또는 구상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입자크기는 작은(예컨대,

1마이크론 미만) 것인데, 그러한 입자가 하기에서 더 상세히 설명되는 시료을 판독하는 형광분석계 또는 다른 기기로부터

광선을 반사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열전도성 물질은 약 10:1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외관비

(두께에 대한 길이비)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약 50:1의 외관비를 가지는 핏치(PITCH)계 카본섬유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한 열전도성 물질은 약 5:1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외관비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약 4:1의 외관비를 가지는 보론나이트

라이드 결정을 사용할 수 있다. 본원에서 참고문헌으로 통합되어 있는 맥컬러(McCullough)가 미국특허 제6,048,919호에

서 서술한 것과 같이, 낮은 외관비와 높은 외관비를 가지는 물질 양쪽을 폴리머 매트릭스에 첨가할 수도 있다. 특히 본 발

명의 조성물은, 약 10:1 이상의 높은 외관비를 가지는 약 25~60중량%의 열전도성 물질과, 약 5:1 이하의 낮은 외관비를

가지는 열전도성 물질 약 10~25중량%를 함유할 수 있다.

폴리머 매트릭스에 선택적인 보강물질을 추가할 수 있다. 보강물질은, 유리, 무기미네랄류, 또는 다른 적합한 물질이다. 보

강물질은 폴리머 매트릭스의 강도를 증가시킨다. 보강물질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조성물의 약 3~25중량%를 구성한다.

열전도성 물질과 선택적인 보강물질을 비전도성 폴리머 매트릭스와 잘 섞어 폴리머 조성물을 제조한다. 원한다면, 그 혼합

물에 예컨대, 내염제, 항산화제, 가소제, 분산보조제, 및 이형제와 같은 첨가물을 함유시킬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그러한

첨가물은 생물학적으로 비활성이다. 이 혼합물은 당업계에서 알려진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형광 면역 검정법과 효소 면역검정법과 같은 어떤 유형의 검정법에서는, 검정의 판독 단계는 트레

이 내의 웰을 통하여 광선을 투과시키고, 웰 내의 내용물을 "판독(reading)"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생물-검정 트레

이를 제조하는 데에 사용된 폴리머 조성물은, 입사광선에 영향을 주지않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이 폴리머 조성물은 광선을

반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더 정밀한 판독과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 폴리머 조성물은 카본 블랙

의 사용으로 검게 착색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성물은 자외선 흡수제로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광선의 반사를 감소

시킨다.

바람직하게는, 폴리머 조성물은 3W/m°K 보다 큰 열전도성을 가지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22W/m°K 보다 큰 열전도성을

가진다. 이 좋은 열전도성은 검정 트레이가 효율적으로 가열 및 냉각되게 한다. 또한 생물검정 트레이를 만드는 데에 사용

된 폴리머 조성물이 좋은 열전도성을 가지기 때문에, 열이 트레이 내의 웰 전부에 균일하게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웰 간

에 유의적인 온도차가 없을 것이므로, 더욱 정밀한 판독을 얻을 수 있다.

얻어진 폴리머 조성물을, 용융-압출성형법, 캐스팅, 또는 사출성형법과 같은 적절한 성형과정을 사용하여 생물검정 트레

이로 형상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출성형은 하기의 단계를 포함한다: a) 조성물을 성형기의 가열 격실 내에 공급 및 이 조성물을 용융 조성물

(액상 플라스틱)로 하기 위하여 가열; b) 용융 조성물을 몰드강에 주입; c) 조성물을 고압하의 몰드 내에 냉각시까지 유지;

및 d) 성형된 제품을 꺼냄.

성형과정을 통하여 "망상으로 성형된(net-shape molded)" 생물검정 트레이가 제조된다. 생물검정 트레이의 최종 형태는

몰드강의 형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이-절삭(die-cutting), 기계가공(machining), 또는 다른 공구작업(tooling)과 같은

더 이상의 가공과정은 생물검정 트레이의 최종형태를 만드는 데에 필요하지 않다.

본 발명의 생물검정 트레이는 단일층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열전도성 폴리머 조성물을 그 안에 배열된

실험 웰이 있는 평평한 플랫폼(platform)을 포함하는 트레이 조립품의 형태로 성형한다. 트레이 조립품(플랫폼과 웰)은 상

기의 폴리머 조성물로부터 제조된 일체화된 단일구조이다. 트레이 조립품은 한 등급의 열전도성을 가지는 첫번째 폴리머

조성물로 제조된 내부층, 및 다른 등급의 열전도성을 가지는 두번째 폴리머 조성물로 제조된 외부층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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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생물검정 트레이는 원하는 생물검정 트레이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구조로 할 수 있다. 예컨대, 도 1에 나

타낸 디자인을 가지는 열전도성 생물검정 트레이를 본 발명에 따라 제조할 수 있다. 도 1에서,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는 전

체적으로 10으로 표시된다. 이 트레이는 그 내부에 배열된 다수의 시험 웰(오목한 부분)(14)을 포함하는 평평한 플랫폼

(12)을 포함한다.

도 2에서는, 시료액(16)을 함유하는 단일의 시험 웰(14)을 나타내었다. 시험 웰(14)은 둥근 상부 구조(18)와 V-형의 하부

구조(20)를 가진다. 시험 웰(14)이 도 2에서 고안된 것과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시험 웰(14)

에 적절한 구조의 다양한 변형이 있다. 예컨대, 웰의 상부구조는 사각형일 수도 있고, 하부구조는 둥근형, 평평한 것, 또는

U-형 구조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당업자가 예시된 구체예에 다양한 변형과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그러한 수정과 변형은 첨부된 청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생물검정 트레이는 좋은 열전도성을 가진다. 바람직하게는 트레이는 3W/m°K 보다 큰 열전도성을 가지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22W/m°K 보다 큰 열전도성을 가진다. 면역검정의 광범위한 변형의 가열 및 냉각단계가, 본 발명의 검정 트

레이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부에 다수의 시험웰이 배열된 플랫폼을 포함하는,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로서, 상기의 플랫폼과 시험웰은 단일

폴리머 조성물로 성형된 일체화된 구조이고, 상기의 조성물은 ⅰ) 약 20~80중량%의 폴리머 매트릭스, ⅱ) 약 25~60중

량%의, 약 10:1 이상의 외관비를 갖는 1차 열전도성 물질, 및 iii) 약 10~25중량%의, 약 5:1 이하의 외관비를 갖는 2차 열

전도성 물질을 포함하는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트레이는 3W/m°K 보다 큰 열전도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트레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정 트레이는 22W/m°K 보다 큰 열전도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트레

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폴리머 매트릭스는 열가소성 폴리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

레이.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의 열가소성 폴리머는,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아크릴릭류, 비닐류, 플루오로카

본류, 폴리아미드류, 폴리에스테르류, 폴리페닐렌설피드 및 액정 폴리머류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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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폴리머 매트릭스는 열경화성 폴리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

레이.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1차 및 2차 열전도성 물질은 세라믹류, 금속산화물류 및 카본물질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1차 및 2차 열전도성 물질은 실리콘나이트라이드, 보론나이트라이드, 알루미나, 마그네슘옥사이

드, 카본그라파이트 및 유리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

청구항 9.

하기의 단계들을 포함하는 망상 성형된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의 제조방법:

a) 하기를 포함하는 용융 조성물을 제조하는 단계: ⅰ) 약 20~80중량%의 폴리머 매트릭스, ⅱ) 약 20~80중량%의, 약

10:1 이상의 외관비를 갖는 1차 열전도성 물질, 및 iii) 약 10~25중량%의, 약 5:1 이하의 외관비를 갖는 2차 열전도성 물

질;

b) 상기의 용융 조성물을 몰드에 주입하는 단계;

c) 상기의 조성물로부터 성형된, 내부에 배열된 다수의 시험 웰을 가지는 일체로 성형된 플랫폼 구조를 포함하는, 망상 성

형된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를 몰드에서 꺼내는 단계.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검정 트레이는 3W/m°K 보다 큰 열전도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레

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검정 트레이는 22W/m°K 보다 큰 열전도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

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의 폴리머 매트릭스는 열가소성 폴리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

레이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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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의 열가소성 폴리머는,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아크릴릭류, 비닐류, 플루오로

카본류, 폴리아미드류, 폴리에스테르류, 폴리페닐렌설피드 및 액정 폴리머류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의 폴리머 매트릭스는 열경화성 폴리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

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의 1차 및 2차 열전도성 물질은 세라믹류, 금속산화물류 및 카본물질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9항에 있어서, 상기의 1차 및 2차 열전도성 물질은 실리콘나이트라이드, 보론나이트라이드, 알루미나, 마그네슘옥사이

드 및 카본그라파이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전도성 생물학적 검정 트레이의 제조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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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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