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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저장부 및 이와 유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미세유로(microchannel)를 기판 상면

에 형성시킨 제 1기판; 상기 제 1기판의 상면과 접합하는 제 2기판; 및 상기 미세유로에 대응하는 제 2기판의 하면 또

는 상기 미세유로의 바닥면에 서로 소정 간격 이격된 한 쌍 이상의 전극을 형성한 검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적 미세 검출기(micro-electric detector)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미세유로에 시료가 통과할 때 시료의 유전상수, 유전손실, 임피던스,　또는 어드미턴스와 같은 유

전적 특성의 변화를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핵산, 단백질, 세포 등의 존재를 판별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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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광학검출법을 이용한 전기영동을 수행하는 칩에서의 DNA 검출(detection)을 나타낸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관련된 칩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도 3는 칩의 미세유로와 그 미세유로 내의 검출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도 4는 검출부의 동작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도 5는 검출부가 장착된 칩의 제작공정이다.

도 6a는 증류수, 완충액(buffer), 다양한 농도의 DNA용액에서의 주파수에 따른 유전상수 또는 유전손실의 특성을 나

타낸 그래프이다.

도 6b는 증류수, 완충액(buffer), 다양한 농도의 DNA용액에서의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의 실수부(real impedance)

와 허수부(imaginary impedance)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도 6c는 증류수, 완충액(buffer), 다양한 농도의 DNA용액에서의 주파수에 따른　어드미턴스의　실수부(real admitt

ance)와 허수부(imaginary admittance)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시료주입구 (2) PCR 쳄버

(3) 유체이동을 위한 압력 인가부 (4) 전기영동을 위한 전압 인가부

(5) 검출전극 (6) 미세유로

(7) 검출부 (8) 단일전극

(9) 인터디지트 전극 (10) 시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저장부 및 이와 유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미세유로(microchannel)를 기판 상면

에 형성시킨 제 1기판; 상기 제 1기판의 상면과 접합하는 제 2기판; 및 상기 미세유로에 대응하는 제 2기판의 하면 또

는 상기 미세유로의 바닥면에 서로 소정 간격 이격된 한 쌍 이상의 전극을 형성한 검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적 미세 검출기(micro-electric detector)에 관한 것이다.

또한 상기의 검출기에 측정장비 혹은 모듈을 이용하여 특정 파장의 주파수의 전원을 전극에 가하면서 시료의 유전상

수, 유전손실, 임피던스, 또는　어드미턴스와　같은 유전적 특성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근래 들어 인간게놈이 완전히 해독되어 일반에게 공개됨으로서 인간의 유전정보를 단시간 내에 검색하여 질병의 증

후를 판별할 수 있는 바이오칩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미 시판되고 있는 바이오칩의 경우 대부분 혈액이나 

세포를 분리, 정제, 유전자 증폭, 전기영동을 걸쳐서 순수하게 수거된 유전자 샘플을 사용 한다.

현재 MEMS 기술(일명 마이크로머시닝)을 이용하여 실리콘, 유리 및 폴리머 기판에 유로와 반응로를 형성한 칩형의 

PCR소자와 전기영동 칩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대부분 PCR 칩이나 전기영동 칩에서 분리된 원하는 순수유전자를 

검출하는 방법으로는 형광검출법, UV/VIS 흡광도법(Peter C. Simpson, et al. Proc. Natl. Acad. Sci. 95, 2256, 19

98)와 혹은 전기화학법(R. A. Matties,US patent 6,045,676 2000 ; X. Huang, US patent 5,126,023 1992) 등을 사

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큰 규모의 고가의 장비들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검출방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소자를

칩화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로 광학 측정방법의 경우 우선 레이저 소스와 마이크로 스코프이외에 미세거

울, 필터 등 다양한 광 부품이 필요하다. 전기화학법은 복잡한 전극구조를 갖으며 검출조건이 실제 PCR 생성물의 용

액과의 적합성　문제가 따르게 된다.

M. A. Hollis 등은 (US patent 5,846,708, 1998) 어레이(array) 형의 혼성화 쳄버(hybridization chamber) 내에 전

극을 구현하여 여기에 탐침(probe) DNA를 고정화시킨 후 표적(target) DNA가 반응을 한 경우와 반응하기 전을 유

전상수 또는 유전손실의 변화를 측정하여 검출하였다. 그러나 이 특허는 질병진단용으로 DNA 자체를 쳄버 내의 전극

위에 고정화시킨 후 고정된 DNA가 단일 가닥(single strand)에서 이중 가닥(double strand)로 변화함을 관찰하였을 

뿐 미세유로 내에서 유체 속에 부유하여 이동하는 DNA를 검출하지는 못하였다.

Frazier 등은 (US patent 6,169,394 B1 2001) 미세유로 상의 양쪽 격벽(side wall)에 전극을 형성하여 신호전압을 

가하여 미세유로로 시료가 흐를 때 그 속으로 세포, 생체분자, 이온 등이 지날 때의 임피던스의 변화를 측정하여 생체

분자의 존재여부를 판별하였다. 그러나 상기 특허는 본 발명이 수평면 상의 동일기판 면에 전극을 구현함과 달리， 

미세유로 상의　양 쪽 격벽에 전극을 형성하여 제작 공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칩의 경우는 DNA 등의 검출을 광학적인 방법이나 전기화학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광학적인 

측정법의 경우는 우선 레이저광원 및 렌즈, 필터와 미러 등 다양한 광부품이 소요되는 관계로 상당한 경비와 공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집적화(integration)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 해결수단으로 최근 칩 내부에 레이져 다

이오드와 필터 등을 박막형태로 탑재한 소자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 역시 제작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일회용을 지

향하는 상기의 칩에는 적당하지 않다. 전기화학법의 경우는 3개의 전극을 소요로 하며 각 전극의 재질이 목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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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 개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제조공정이 복잡해진다. 또한 측정법에 적합한 용액환경을 구성해 주어야 

하므로 측정 시 많은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에 본 발명자들은 상기 종래기술들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의 연구 노력한 결과, 하나 이상의 저장부 및 

이와 유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미세유로(microchannel)를 기판 상면에 형성시킨 제 1기판; 상기 제 1

기판의 상면과 접합하는 제 2기판; 및 상기 미세유로에 대응하는 제 2기판의 하면　또는 상기 미세유로의 바닥면에 

서로 소정 간격 이격된 한 쌍 이상의 전극을 형성한 검출 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적 미세 검출기(micr

o-electric detector)를 이용하는 경우 칩의 제작공정이 단순해지고,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등의 장점을 확인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주된 목적은 칩의 제작공정이 단순해지고 제조원가를 낮추는 장점을 갖는 칩의 미세유로에서 시료

의 전기적, 유전적 특성을 이용한 전기적 미세 검출기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검출기를 이용하여 시료의 유전상수, 유전손실, 임피던스 또는 어드미턴스와 같은 유전적

특성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저장부 및 이와 유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미

세유로(microchannel)를 기판 상면에 형성시킨 제 1기판; 상기 제 1기판의 상면과 접합하는 제 2기판; 및 상기 미세

유로에 대응하는 제 2기판의 하면（즉，　상기 미세유로와　접촉하는　제 2기판의　면을　제　２기판의　하면으로

　표기함） 또는 상기 미세유로의 바닥면에 서로 소정 간격 이격된 한 쌍 이상의 전극을 형성한 검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적 미세 검출기(micro-electric detector)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검출기에서, 상기 기판(substrate)은 유리, 석영, 실리콘,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PMMA), 폴리다이메

틸실록산(PDMS), 폴리프로필렌, 폴리카보네 이트 또는 활성화된 아크릴아마이드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검출기에서, 상기 저장부는 제 1기판의 상면에 형성되며 시료 등을 미세유로와 유동적으로 연결되는 웰(w

ell) 또는 챔버로서 바람직하게는 시료 등을 주입하는 주입구, 시료 등을 전처리하는 전처리 반응부 또는 PCR 수행부

를 포함하고, 기판에 하나 이상 형성할 수 있다. 상기 미세유로는 제 1기판의 상면에 형성되며，　저장부와 연결되어 

시료가 유동하는 통로로 하나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전기영동 수행부를 포함하고 하나 이상 형성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검출기에서, 상기 전극은 미세유로가 형성된 제 1기판의 미세유로의 바닥면 또는 상기　미세유로에 대응

하는, 상기 제 1기판의 상면과 접합하는 제 2기판의 하면에 서로 소정 간격 이격되어 형성된 단일전극 또는 인터디지

트 전극(IDE)이 한 쌍 또는 어레이(array)형으로 여러 개 배치되는 패턴으로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제 1기판의 상면에 하나 이상의 저장부 및 이와 유동적으로 연결

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미세유로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미세유로에 대응하는 제 2기판의　하면　또는　상기 미세유

로의 바닥면에　서로 소정 간격 이격된 한 쌍 이상의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기판과 상기 제 2기판을 접

합하는 것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전기적 미세 검출기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제 1 기판 및 상기 제 2 기판의 접합은 폴리머 필름 접합법, 양극접합법(anoding bond

ing), 또는 열접합법(thermal bonding) 에 의해 접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제공된 전기적 미세 검출기의 전극에 전력을 인가하고 미세유

로에 시료를 제공한 후 검출부를 통과하는 시료(test sample)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료의 모

니터링(monitoring)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상기 유전적 특성은 유전상수, 유전손실, 임피던스 또는 어드미턴스이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상기 유전적 특성의 측정은 측정 주파수 대역은 1 Hz ~ 100 MHz이고 Vrms는 5 mV ~ 2 V이

고 바이어스 전압(bias voltage)은 0 V ~ 10 V인 조건에서, 주파수를 고정시키거나 변화시키면서 스캔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상기 시료는 생물학적 물질을 포함하는데 바람직하게는 핵산, 단백질, 올리고펩타이드, 세포　등

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본 발명은 시료에 전하를 띤 고분자가 있을 경우 유전상수, 유전 손실, 임피던스, 또는 어드미턴스와 같은 유전적 특

성이 바뀌는 성질에 착안하였다. 미세유로는　기판(제 1기판)의 상면에서　시료가 유동하는 통로이고,　상기 미세유

로의 바닥면 또는 상기 제 1기판과 접합하는 제 2기판의 하면에 서로 소정 간격 이격된 한 쌍 이상의 단일전극 혹은 

인터디지트 전극을 형성한 검출부를 포함하는 전기적 미세 검출기이다.

상기 검출기의 전극양단에 특정 주파수의 입력파를 주고 유전상수, 유전손실, 임피던스, 또는 어드미턴스를 측정하여

시료의 유전적 특성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면 시료 안에 포함된 DNA 등을 검출할 수 있다. 이 구조는 동일 평면상에　

전극을 구현하는 방식이므로 반도체 공정 및 MEMS 공정에서의 제조공정이 단순하고 용이하게 된다. 기초 실험결과 

DNA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유전상수 또는 유전손실 값의 차이가 10 : 1 이상의 우수한 검출특성을 갖는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 및 이점들은 첨부도면에 의거한 다음의 설명으로 더욱 명백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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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관련된 칩이다. 동작원리는 다음과 같다. 두 개의 주입구(inlet)(1)에 사람의 피, 혹은 모근세포, 뺨

세포(cheek cell) 등을 용해시킨 용액과 PCR 완충액(buffer)을 넣어 혼합기(mixer)를 통해 혼합된 후 PCR 쳄버(cha

mber) (2)내로 유입된다. 쳄버 내에서　30　사이클　이상의　효소반응을　통하여　DNA의 특정부분을 증폭시킨 후

전기영동을 위한 미세유로(6)에 압력을 주어서 이동을 시킨다. 전기영동을 위한 미세유로 양단에 직류 고전압을 가할

경우 DNA의 길이에 따라서 이동속도가 다르므로 같은 크기의 DNA들이 고밀도의 밴드(band)를 형성하면서 이동한

다. 검출기에서 이 DNA 밴드를 모니터링해서 실시간으로 DNA 유동을 관찰할 수 있다.

도 3은 칩 상의 미세유로(6)와 미세유로 내부의 검출부(7)의 구조를 나타낸다. 검출부는 미세유로가 형성된 제 1기판

의 미세유로의 바닥면 또는 이에 대응하는, 상기 제 1기판의 상면과 접합하는 제 2기판의 하면에 서로 소정 간격 이격

되어 형성된 한 쌍 이상의 단일 전극(8) 혹은 인터디지트 전극(9) 구조를 갖는다. 여기서 인터디지트 전극(IDE: interd

igit electrode)은 전극 간의 작용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양 전극을 문어발 형태의 각각 어레이 형태로 만들어 각각의 

선형 전극이 반대선형전극과 교차해서 맞물려 있는 전극 구조로 도 3에서 도시된 두 개의 전극구조 중 우측에 도시된

전극형태를 의미한다. 미세유로 방향으로 전기영동을 위하여 고전압이 걸려있는 관계로 전극을 미세유로 방향으로 

배치하여　측정전압의 방향이 전기영동전기장의 수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DNA 밴드의 검출시 

전기영동전압에 의한 잡음개입의 소지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이다. 전극 양단에 측정장비 혹은 회로에서 나오는 측정

전압이 나오는 단자를 연결하여 유전상수, 유전손실, 임피던스, 어드미턴스와 같은 유전적 특성을 측정한다.

도 4는 전기영동칩 상에서 전극이 미세유로의 바닥에 형성된 검출기의 전기영동방향에 수직하게 절단한 단면의 예이

다. 미세유로의 바닥 평면에 두 개의 전극이 형성되어 있다. DNA 가 포함된 용액은 본 단면도의 지면의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흐른다. 여기에 0.1 Hz ~ 100 MHz 사이의 주파수를 갖는 교류신호전압을 인가한다. Vrms(root mean squ

are)는 5 mV ~ 1.1 V 사이의 전압을 사용한다. 이 경우 전극사이에 그림과 같은 전기장이 형성이 되며 이 전기장구

간을 지나는 하전된 입자들은 이들 전기장에 반응하여 특유의 움직임을 보인다. 전극 양단의 사이에 절연 매질 속에 

유발 쌍극자(temporary dipole)나 영구 쌍극자 (permanent dipole)가 존재하거나 혹은 대전된 입자(charged particl

e)가 존재할 경우 양 극에 교류형태의 전장을 가할 경우 정전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유전현상의 특징 

은 전극사이에 존재하는 매질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양상을 갖는다. 실제로 어떤 물질의 유전특성에서 중요한 것은 

유전상수와 반응시간(response time)이다. 유전상수의 경우는 쌍극자 모먼트(dipole moment)양 혹은 전하량과 직접

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공진주파수（resonance frequency)의 경우는 입자의 질량, 크기와 주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임피던스는 교류신호전압이 인가될 때의 저항성분을 의미하며 이 값 역시 이온의 농도, DNA 등의 존재유무 

및 길이에 따라서 다른 값을 나타낸다. DNA 전기영동(electrophoresis)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고농도의 DNA 밴드가

형성되는 미세유로의 부분에는 DNA의 음의 전하를 상쇄하기 위한 카운터 이온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으므로 DNA

가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신호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DNA 등을 검출할 수 있는 메카니

즘은 시료의 유전상수, 임피던스　혹은 어드미턴스를 측정하여 각각의 DNA 유무상태에서의 특성치의 차이를 비교함

으로서 판별할 수 있다.

DNA 랩온어칩(Lab-on-a-chip)에서는 칩상의 미세유로안에서 시료주입, 전처리공정, 유전자증폭, 전기영동, 에세이

(assay) 등이 일괄적으로 수행이 된다. 따라서 칩의 구동시에 DNA의 흐름을 정확히 모니터링할 수만 있다면 신뢰성 

있고 정확성이 있는 칩을 구현할 수가 있다. 아직까지 미세유로 각부분의 DNA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

의 칩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들 실시예는 단지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것이므

로, 본 발명의 범위가 이들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실시예 1) 전기적 미세 검출기가 장착된 칩의 제조공정

도 5는 미세 검출기가 장착된 칩의 제조공정이다. 제 1기판은 실리콘 기판 또는 유리기판 등 다양한 기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실리콘 기판을　사용하는 경우 우선 습식산화법을 이용하여 적당한 두께의 산화막을 형성한다(도 5의 A). 포

토리소그래피 (photolithography)(도5의 B)와 반응성이온에칭 (RIE:reactive ion echting)(도 5의 C) 혹은 습식에칭

(wet etching)공정을 이용하여 PCR 수행부와 전기영동(electrophoresis) 수행부를 에칭한다. 에칭 후 불산희석액을 

이용하여 잔존하는 산화막을 제거한 후 적당한 두께의 산화막을 재형성한다(도 5의 D). 이 산화막은 DNA가 기판 표

면에 흡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쳄버 내에서 친수성막 역할을 한다.

제　２기판인　유리기판에 포토리소그래피 (photolithography)를 이용하여 주입구(inlet)과 출구(outlet) 패턴을 형

성한 다음(도 5의 E) 샌드블라스트 (sand blaster)를 이용하여 주입구(inlet), 출구(outlet) 구멍을 가공한다(도 5의 F)

. 잔존 PR막을 아세톤으로 녹여 낸 후 다시 포토리소그래피 (photolithography)를 하여 전극패턴마스크를 형성한다. 

전극패턴마스크가 형성된 유리기판을 스퍼터링을 이용하여 Pt/Ti 혹은 Au/Cr 박막을 순차적으로 증착한 다음 아세

톤을 이용하여 리프트 오프(lift-off)하여 전극패턴을 구현한다.(도 5의 G)

상기에서　제조된 PCR 쳄버와 전기영동을 위한 미세유로가 포함된 제　１기판의　상면과 검출기 전극이 구현된 제

　２기판의　하면을 양극 접합법 (anodic bonding), 불소접합법, 열접합법(thermal bonding) 또는 폴리머 필름 접합

법 (polymer film bonding)을 이용하여 접합시킨다(도 5의 H). 접합된 웨이퍼를 다이싱(dicing)하여 최종 칩을 얻는

다. 본 발명에서는 전기영동을 위한 미세유로의 주입구(inlet), 출구(outlet) 부근의 전기영동 전극과 검출부 부분의 전

극을 하나의 마스크에 구현함으로서 한번의 포토공정과 리프트 오프(lift-off)에 의해서 전기영동 전극과 검출 전극을

형성함으로서 제조공정을 매우 단순화시켰다. 이는 검출 전극을 미세유로의 격벽이 아닌 바닥에 구현함으로서 가능

하게 되었다.

제작된 칩 내에 PCR 반응물을 마이크로 쳄버 안으로 이동시킨 후 온도사이클을 돌려서 PCR반응을 일으킨다. PCR 

생성물을 전기영동을 위한 미세유로까지 이동시킨 후 전기영동을 위한 미세유로 양단에 특정전압을 가하여 전기영동

을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검출부의 전극 양단에 교류신호전압(alternating signal voltage)을 가하면서 시료의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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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유전손실, 임피던스, 어드미턴스와 같은 유전적 특성을 측정한다. 실제로 DNA 이동(movement)과 같은 동역학

적 (dynamics) 정보를 얻을 때에는 저주파에서 고주파로 스캔하는 모드를 주로 사용하고, 전기영동의 DNA 밴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DNA+완충액과 표준완충액 사이의 특성치의 차이가 크게 나는 주파수대역의 단일 주파수로 고정

하여 유전적 특성을 관찰함으로서 밴드의 이동여부를 관찰할 수 있다.

실시예2) 주파수에 따른 유전상수 및 유전손실 곡선

도 6a, 6b, 및 6c는 실제로 미세유로 수준의 검출부를 구현하여 양 전극에 교류신호전압을 가하여 시료가 증류수, 완

충액, 완충액 + DNA의 경우를 이용하여 유전상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와 같은 유전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도 6a는

0.1 Hz에서 10 8 Hz 까지 측정한 유전상수 또는 유전손실 데이터이다. 본 실험조건에서는 유전손실보다 유전상수 값

이 용액 속의 DNA존재의 유무에 따라서 값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대략적으로 완충액 (buffer : NaH 2 PO 4 용

액)의 유전상수 값에 대한 DNA용액의 유전상수　값의 차이는 저주파와 고주파지역에서는 적게 나타나나 10 Hz에서

100 kHz 사이에서 값의 차이가 10 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다. DNA 1 uM 정도의 저농도에서도 10배　정도의 유전

상수　차이를 나타내었으므로 실제 PCR 생성물(product)의 농도수준(100 uM 이상)은 손쉽게 검출이 가능하다. 유

전손실의 경우는 유전상수의 값에 비해서는 완충액과 DNA　용액에서의 값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이는 실제 사

용된 DNA가 15mer의 아주 짧은 것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DNA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유전손실이 크게 나타나는 주

파수 대역이 이동을 하게 되므로，DNA　용액에서의　유전손실값은 완충액(buffer)의 유전손실값과 큰 차이를 갖게 

된다. 실제로 PCR 생성물(product)의 경우 100 bp ~ 1kbp 정도 사이이므로 유전손실로도 충분히 DNA의 존재유무

를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시예3)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 곡선

도 6b 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측정된 임피던스 데이터이다. 임피던스의 실수부(real impedance)의 경우는 10 Hz ~ 1

00 kHz 부근에서 안정적인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완충액(buffer)와 1 uM DNA용액과는 약 3 ~ 4 배 정도의 임피던스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유전상수의 10 배 차이와 비교하였을 때 선택도(selectivity)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임피던스의 허수부(imaginary impedance)의 경우는 50 kHz ~ 1 MHz 사이에서 아주 우수한 검출특성을 나

타내었다. 완충액(buffer)와 1uM DNA 용액은 약 10배 정도의 선택도(selectivity)를 갖음을 알 수 있다.

실시예4) 주파수에 따른 어드미턴스 곡선

그림 6c는 동일한 조건에서 어드미턴스의 실수부 (real admittance)와 어드미턴스의 허수부 (imaginary admittance)

값을 나타낸다. 어드미턴스의 실수부 (real admittance)의 경우는 100 Hz 이상에서는 모든 경우에서 안정적인 일정

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완충액(buffer)와 1 uM DNA 용액은 4배정도의 선택도(selectivity)를 갖는다. 어드미턴스의 

허수부 (imaginary admittance)의 경우는 어드미턴스의 허수부 (imaginary impedance)와는 달리 100Hz ~ 100 kH

z 정도에서 우수한 선택도(selectivity)를 갖으며 최대 10배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위의 실험결과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각의 특성치들은 DNA의 농도와 염기수（bp）, 완충액(buffer)의 종류와 농

도에 따라 강한 의존성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전극의 재질 및 구조, 온도 등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의존성을 나

타낸다. 따라서 칩의 디자인, PCR된 유전자의 종류 및 선택된 완충액(buffer) 등에 따라서 이에 적절한 특성치와 주

파수대역을 선택하여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검출하고자 하는 장소의 미세유로의 바닥면에 서로 소정 간격 이격되어 형

성된 한 쌍 이상의 단일전극 또는 인터디지트 전극을 구현하고 유전적 특성의 측정 모듈만 있으면 측정이 가능하므로

칩 제조단가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또한 측정메카니즘이 단순하기 때문에 칩구조 및 주변장치의 최소화가 가능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또한 미세유로의 곳곳에 동일전극을 구현하더라도 단일 제조공정으로 모두 이루어짐으로 멀티검출

기구조에서도 제조원가 상승이 없고 동일평면상에 전극을 구현하므로 제작공정이 단순화 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또한 다른 측정방식에서는 얻을 수 없는 존재하는 DNA의 길이 및 응답속도와 같은 부가정보를 얻

을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또한 광학　검출법과는 달리 불투명한 재질의 칩에서도 DNA 검출기를 구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또한 검출기에 사용되는 전극구조는 비단 DNA 검출뿐만 아니라 양단에 강한 정전압을 가함으로서

검출기로 뿐 아니라 DNA 흐름을 단속할 수 있는 스위치나 밸브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을 랩온어칩에 구현하면 이러한 유전 및 임피던스를 이용한 검출기를 칩의 미세유로의 곳곳에 구현함으로서 

DNA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소자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DNA 랩온어칩(lab-on-a-chip)에 필수적인 PCR/전기영동 

수행부의 DNA 검출부분에 이 검출기를 이용하여 DNA 밴드를 검출할 수 있다. PCR/전기영동을 수행하는 칩의 경우 

DNA가 크기별로 분리되어 밴드형태로 미세유로 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온/오프(on/off) 검출 정도의 수준도 가능하므

로 본 발명은 제조공정의 용이함과 성능 측면에서 최적의 DNA 밴드의 검출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① 하나 이상의 저장부 및 이와 유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미세유로(microchannel)를 기판 상면에 형성

시킨 제 1기판;

② 상기 제 1기판의 상면과 접합하는 제 2기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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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기 미세유로에 대응하는 제 2기판의 하면 또는 상기 미세유로의 바닥면에 서로 소정 간격 이격된 한 쌍 이상의 

전극을 형성하여 상기 미세유로를 통과하는 시료의 유전적 특성을 측정하는 검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적 미세 검출기(micro-electric detector).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유리, 석영, 실리콘,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PMMA), 폴리다이메틸실록산(PDMS),

폴리이미드, 폴리프로필렌,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활성화된 아크릴아마이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적 

미세 검출기.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부는 PCR 수행부를 포함하고, 상기 미세유로는 전기영동 수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전기적 미세 검출기.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의 전극은 단일전극 또는 인터디지트 전극(IDE: interdigit electrode)이 동일 평면상에 한 쌍 

또는　어레이(array)형으로 여러 개 배치되는 패턴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적 미세 검출기.

청구항 5.
① 제 1기판의 상면에 하나 이상의 저장부 및 이와 유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미세유로를 형성하는 단계;

② 상기 미세유로에 대응하는 제 2기판의　하면　또는　상기 미세유로의 바닥면에　서로 소정 간격 이격된 한 쌍 이

상의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및

③ 상기 ①의 제 1기판과 상기 ②의 제 2기판을 접합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전

기적 미세 검출기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③의 제 1기판과 제 2기판의 접합방식은 폴리머 필름 접합법, 양극접합법(anoding bonding), 

또는 열접합법(thermal bonding)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 방법.

청구항 7.
①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전기적 미세 검출기를 제공하는 단계;

② 전극에 전력를 인가하는 단계;

③ 미세유로에 시료를 제공하는 단계; 및

④ 검출부를 통과하는 시료(test sample)의 유전적 특성을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료의 모니터링(monitoring) 

방법.

청구항 8.
제 7항 있어서, 상기 유전적 특성은 유전상수, 유전손실, 임피던스 또는 어 드미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7항 있어서, 상기 유전적 특성의 측정은 측정 주파수 대역은 1 Hz ~ 100 MHz이고; Vrms는 5 mV ~ 2 V이고; 바

이어스 전압(bias voltage)은 0 V ~ 10 V인 조건에서, 주파수를 고정시키거나 변화시키면서 스캔하여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7항 있어서, 상기 시료는 생물학적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 있어서, 상기 생물학적 물질은 핵산, 단백질 또는 올리고펩타이드(oligopeptide), 세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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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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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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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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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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