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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분해된 DNA검체 분석을 위한
새로운 miniSTRmultiplex검사방법 구축과 유용성 평가

짧은연쇄반복(shorttandemrepeat;STR)에 기초한 다중중합효소연쇄
반응체계(multiplexPCRsystem)는 법의학 분야에서 유전자형을 분석하
기위한 유용한 도구로사용되어왔다.한편,고도로분해된법의 검사물은
기존의 다중중합효소반응체계를 사용하여 분석할 경우 유전자형을 결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최근에는 기존의 CODISSTR유전자 좌
의 중합효소연쇄반응의 증폭산물 크기를 작게 만들어 PCR의효율을 높이
는 miniSTR을 개발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뿐만 아니
라,CODISSTR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miniSTR유전자 좌의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 체계를 구축하고,그에 대한 집단유전 분석 결과를
보고 하는 등 miniST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국인에서도 그간
STR를 대상으로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에 관한 많은 연구가 행해져왔
으나,miniSTR에관한연구는거의없어miniSTR에대한다중중합효소연
쇄반응 체계를 구축하고,새로운 STR유전자 좌에 대한 집단유전 분석 결
과를확보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보고 된 2개의 non-CODISSTRmultiplex

PCR system (NC01과 NC02)에 해당하는 6개의 miniSTRs(D1S1677,
D2S441,D4S2364,D10S1248,D14S1434,D22S1045)과 3개(D3S3053,
D6S474,D20S482)의 새로운 miniSTRs인 NC03에 대한 중합효소연쇄
반응체계를 구축하였다.구축된 세 개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체계는
9948표준 DNA를 사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고,DNaseI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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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여 인위적으로 분해한 DNA와 50년 이상 경과된 유해 30구에
서 추출한 DNA를 사용하여 효율성에 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또한,
한국인 300명을 대상으로 9개의 새로운 miniSTR 유전자 좌에 대한
집단유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되어진 3개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체계를 사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9개의 miniSTR 유전자 좌 대부분은 50
pg의 DNA에서도 기준이 되는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정확한 유전자형
결정이 가능하였으며,일부 유전자 좌는 30pg의 DNA에서도 우수한
민감도를 나타내어 미량의 시료에서도 대립유전자형을 결정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분해된 DNA 시료에서의 효율성 분석
결과 D4S2364,D3S3053,D14S1434그리고 D1S1677이 우수한 유전자
형 획득률을 나타내어 실제 법의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었다.집단유전 분석 수행결과,5개(D10S1248,D2S441,
D22S1045,D14S1434,D6S474)유전자 좌의 개체식별력과 평균부권배
제력이 CODISSTR유전자 좌에 뒤지지 않아 개인식별에 있어 뛰어
난 STR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에서의 분해된 시료에서도 믿을 만한 결

과를 획득할 수 있는 9개의 miniSTR유전자 좌의 검사체계를 구축하
였고,한국인에서의 대립유전자의 발현 빈도와 집단유전 통계 값을 제
시함으로써 앞으로 법의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miniSTR,Non-CODISSTR,분해된 DNA,집단유전통
계량,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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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된 DNA검체 분석을 위한
새로운 miniSTRmultiplex검사방법 개발과 유용성 평가

<<<지도교수 양양양 우우우 익익익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정정정 욱욱욱 희희희

I. I. I. I.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분자생물학 기법의 발전과 유전자의 다형성에 대한 정보가 법의학
에 도입됨으로써 유전자 검사는 매우 빠르게 발전되어 왔으며,그 사
회적 요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사람의 유전자에는 특정
염기서열이 반복되는 부분인 microsatellite이 존재하고,이들 중 상당
수는 길이다형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마다 반복서열의 반복되는 횟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하다1,2.그
중에서도 특히 짧은연쇄반복(shorttandem repeat;STR)은 그 검사법
이 용이하고 집단 내부와 서로 다른 집단 간에 다형성이 높아 집단유
전과 법의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3-5.오늘날 미국의
FBI에서는 13개의 상염색체 STR 유전자 좌(TPOX,D3S1358,FGA,
D5S818,CSF1PO,D7S820,D8S1179,TH01,VWA,D13S317,D16S539,
D18S51,D21S11)에 대하여 CODIS(CombinedDNA IndexSystem)



-2-

coreSTR유전자 좌로 명명하고 이 유전자 좌에 대한 database를 구
축하고 있으며,ENFSI (European Network of Forensic Science
Institutes)와 EDNAP (EuropeanDNA ProfilingGroup)는 유럽인을
대상으로 STR에 대한 database를 구축하고 있다.

STR에 기초한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multiplexpolymerasechain
reaction;multiplexPCR)체계는 형광을 붙인 primer를 이용하여 한 번
의 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 여러 개의 STR을 증폭 한 후6-8,증폭 산물의 크
기에 따라 분리하는 기술에 기초하고 있으며,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체계
의 유전자형 결정의 성공 여부는 분석하고자 하는 유전자 시료의 양과 질
에 의해 결정된다.법의 검사물의 경우,사후 오래된 시료이거나 여러
환경요인에 의하여 고도로 분해된 시료인 경우가 많다.세포는 사망
후,세포 내 핵산분해효소에 의해 유전자는 자가분해 되며,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외부의 온도,습도,pH,자외선 혹은 미생물의 노출과 같
은 환경 요인에 의해 서서히 분해되어 파괴된다9.오래된 유골이나 미
라와 같은 시료에서 추출된 DNA는 심하게 분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출된 DNA에 토양으로부터 유래된 humicacid,유골 자체에 있는
지방산,박테리아나 곰팡이에서 유래된 DNA 등이 혼재되어 있어 중
합효소연쇄반응에 기반을 둔 사람의 유전자 증폭에 억제물질로 작용
한다.따라서 사후 오래된 시료에서의 핵 유전자는 거의 대부분 분해
되거나 파괴되어 양적,질적인 문제로 사실상 분석이 어렵게 된다.더
구나,이러한 시료에서 추출된 DNA는 유전자 검사 과정에서의 오염
에 철저히 대처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오염이 잔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합효소연쇄반응에 기반을 둔 법의 분야의 미량의 분해된
DNA 시료의 분석은 실패 가능성이 높아 결과 판정도 각별한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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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된다.일반적으로 대립유전자의 분포 크기가 큰 STR 유전자
좌를 포함하는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 체계를 이용하여 미량의 분해된
시료를 분석할 경우,대립유전자의 신호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대
립유전자의 소실(alleledrop-out)혹은 추가(alleledrop-in)의 결과로
인하여 유전자형 결정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완전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10.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포 당 유전자 수가 많은 미토

콘드리아 DNA (mitochondiral DNA; mtDNA)의 과변이영역
(hypervariableregion)의 염기서열을 획득하여 비교함으로서 분해된
시료를 분석하여 왔다11.그러나 mtDNA를 분석하는 것은 STR분석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mtDNA가 haplotype
으로 모계를 통하여 유전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이용 범위에 한계가
있고,mtDNA의 개체식별력(powerofdiscrimination;PD)은 다양한
유전자 좌를 분석하여 획득되는 STR유전자 좌의 개체식별력에 미치
지 못하는 단점으로 인하여 STR유전자 좌를 이용한 새로운 중합효
소연쇄반응 전략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최근에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사용해 오던 STR유전자 좌의 primer

의 위치를 이동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산물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분해되어 크기가 작거나 미량인 DNA 샘플에서도 STR의 대립유전자
형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miniSTR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12-15.미량
의 분해된 DNA의 분석에 적합한 miniSTR은 대립유전자의 크기 분포
가 24basepair(bp)이하이고 이형접합도(heterozygosity)가 0.7이상인
세 개 혹은 네 개의 반복염기서열 단위를 가지는 STR 유전자 좌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선택한 STR 유전자 좌를 분석하기 위한
primer를 설계할 때에는 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 후 그 증폭 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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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125bp이하의 증폭산물이 되도록 반복염기서열 부위에 가장
근접한 primer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되었다15.이와 같은 기준
에 맞추어 기존에 이용하던 STR유전자 좌를 miniSTR체계로 전환하
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나,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STR유전자 좌 중 일
부는 대립유전자의 분포범위가 너무 넓거나,증폭대상이 되는 반복염
기서열 근접부위에 돌연변이 혹은 단일염기반복서열의 존재하여 적절
한 primer를 선택할 수 없었다.따라서,기존에 사용하는 STR유전자
좌 외에 개인식별에 이용하기에 충분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
운 miniSTR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6-20.
STR 유전자 좌를 이용한 개인식별에서,그 다형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여러 종류의 STR유전자 좌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지만,STR유
전자 좌의 수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으므로,대립유전자들의 수가 많
고 분포가 고른 우수한 유전자 좌를 이용하여야 한다.뿐만 아니라,
대상 집단에 따라 각 유전자 좌에서 발현되는 대립유전자의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새로운 유전자 좌를 개인식별이나 친자확인 검사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인구집단에서 대립유전자 및 유전자
형의 발현 빈도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여야 한다.그 결과로부터 관측
이형접합도,기대이형접합도,다형정보력,개체식별력 및 평균부권배제
력 등과 같은 통계량을 산출하여 유전자 좌의 다형성과 식별력 등에
관한 수치적인 평가 결과를 얻음으로써 새로운 유전자 좌가 개인식별
에 얼마만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우리나라에서도 그간 많은 STR 유전자 좌

를 대상으로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 체계를 구축하고,이를 이용하여
한국인 집단에서의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보고한 것처럼,최근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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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지고 있는 miniSTR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이에 본 연
구에서는 새로운 miniSTR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 체계를 구축하여 분
해된 시료에서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miniSTR을 이용하여 유전자 좌에 대한 대립유전자의 빈도와 집단유
전 통계 값을 구함으로써 앞으로의 법의분야와 집단유전 분야의 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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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연구대상

집단유전 연구를 위하여 무작위로 선택한,혈연관계가 없는 한국
인 3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고,이들로부터 멸균된 면봉으로 구강내
협점막을 5-6회 긁어 상피세포를 채취하였다.이때 사용한 면봉을 1.5
㎖ 미세원심분리 튜브에 즉시 넣고 뚜껑을 닫은 후 DNA를 추출할
때까지 -20℃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2.DNA추출

보관된 면봉으로부터 QIAamp® DNA MiniKit(Qiagen,Hilden,
Germany)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DNA를 추출하여 시료
를 획득하였다.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데 사용된 면봉이 담겨있는 1.5㎖ 미세

원심분리 튜브에 400㎕의 phosphatebufferedsaline(PBS)용액을
넣어 면봉의 표면에 존재하는 구강 상피세포를 해리시켰다.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20㎕의 QiagenProteaseK와 AL완충액을 넣어준
후,15초간 vortexing하여 56℃의 순환항온수조에서 10분간 방치하였
다.그 다음 400㎕의 100% 에틸 알콜을 첨가하여 15초간 vortexing
하고,완전히 섞인 700㎕의 용액을 키트에 포함된 QIAamp spin
column(Qiagen)에 옮겨 담은 후 8,000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 하
였다.원심분리 한 column은 새 collectiontube에 옮겨 놓고,미세원
심분리 튜브에 담긴 용액이 모두 column에 옮겨지도록 이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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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수행하였다.Column을 새 collectiontube에 옮긴 후 500
㎕의 AW1완충액을 column에 추가하여 8,000rpm에서 1분간 원심
분리하여 column에 존재하는 세포 부산물 등을 1차 수세과정으로
제거한 후,column을 새 collectiontube에 옮기고 2차 수세과정으로
500㎕의 AW2완충액을 column에 추가하여 14,000rpm에서 3분간
원심분리 함으로서 DNA 이외의 물질들을 유기용매로 제거하는 과
정을 수행하였다.Column에 존재하는 완충액을 모두 제거하기 위하
여 다시 한 번 14,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 하였다.수세된
column을 멸균 처리된 1.5㎖ 미세원심분리 튜브에 옮기고,멸균 처
리된 3차 증류수 150㎕를 column에 추가하여 5분간 방치한 후
8,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 함으로서 column에 흡착되어있는
DNA를 해리하여 추출하였다.
획득된 DNA 추출물은 10mM Tris-HCl과 1mM EDTA 가 포함

된 1☓TE완충액(pH 7.5)과 PicogreenⓇ dsDNA quantitationreagent
(Molecular Probe, Eugene, OR)를 섞은 후 TBS-380 Mini
Fluorometer(TurnerBiosystems,Sunnyvale,CA)에 장착하여 정량
하였으며,중합효소연쇄반응을 시행하기 전까지 -20℃에서 보관하였
다.

3.연구대상 STR유전자 좌 선정

미국의 NationalInstituteofStandardsandTechnology(NIST)의
Coble 등17이 최근 발표한 non-CODIS　 STR 01 (NC01) 및
non-CODISSTR 02(NC02)에 해당하는 6개의 miniSTR 유전자 좌
(D1S1677,D2S441,D4S2364,D10S1248,D14S1434,D22S1045)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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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여기에 새롭게 제안된 non-CODIS　STR03(NC03)에 해당하
는 3개의 miniSTR유전자 좌(D3S3053,D6S474,D20S482)를 추가하여
총 9개의 유전자 좌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 좌의 염기서열은 GenBank (http://

www.gdb.org)에서 획득하였고,각 유전자 좌의 대립유전자에 대한 정
보는 STRBase(http://www.cstl.nist.gov/biotech/strbase)와 Marshfield
ClinicCenterforMedicalGenetics(http://research.marshifeldclinic.org/
genetics/default.htm)에서 획득하여 primer설계에 이용하였다.염색체 상
에서의 각 유전자 좌의 위치는 그림 1에,획득된 유전자 좌의 정보는
표 1에 정리하였다.

Fig.1.Map ofchromosomesshowing positionsofeach new 9
miniSTRlocusandCODISSTRl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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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InformationofselectednineSTRs

Locus Chromosome
Location

Chromosome
bpPosition

GenBank
Accession

GenBank
Allele RepeatMotif

D1S1677 1q23.3 160,747,193 G09926 15 [GGAA]n
D2S441 2p14 68,213,613 G08184 12 [TCTA]n
D3S3053 3q26 173,233,666 G08294 9 [GATA]n
D4S2364 4q22.3 93,975,767 G08326 9 [GAAT][GGAT][GAAT]n
D6S474 6q16 112,985,899 G08540 16 [AGAT]m[GATA]n
D10S1248 10q26.3 130,566,908 G08820 13 [GGAA]n
D14S1434 14q32.3 93,298,432 G27275 13 [GATA]m[GACA]n
D20S482 20p11.2 4,454,338 G08052 14 [GATA]n
D22S1045 22q12.3 35,779,369 G08085 13 [TAA]n

4.Primer설계

NC01과 NC02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체계를 증폭하는데 사용되는
primer는 Coble등17이 발표한 논문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염기서열
이 되도록 설계하였다.NC03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체계의 primer는
획득된 염기서열정보를 web-basedPrimer3(http://frodo.wi.mit.edu/
cgi-bin/primer3/primer3_www.cgi)에 적용하여 설계하였다.Melting
temperature (Tm)는 57℃에서 63℃ 사이이면서 적정 값은 60℃,
primer의 최소 크기는 18nucleotidebases,primer의 GC% 범위는 20
에서 80이 되도록 하는 web-basedPrimer3상에 내정되어진 조건을
따랐으며,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산물의 크기가 가능한 최소가 되도록
STR 반복염기서열을 target으로 지정하였고,STR 반복염기서열 부위
에 가장 근접한 primer를 채택하였다.
채택되어진 모든 forwardprimer에는 6FAM,HEX,NED 중 하나

의 형광dye를 붙이고, 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산물의 끝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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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nine이 되도록 모든 reverseprimer의 5’의 끝은 guanidine이 되도
록 설계하였다.9개의 miniSTR 유전자 좌 중 D10S1248,D14S1434,
D22S1045는 NC01에 D1S1677,D2S441,D4S2364는 NC02에 그리고
D3S3053,D6S474,D20S482는 NC03에 포함시켜 세 개의 miniSTR다
중중합효소연쇄반응(miniplex)체계가 되도록 구성하였다.중합효소연
쇄반응 증폭에 사용된 primer의 염기서열과 최종농도는 표 2에 표시
하였다.

Table2.MiniSTRprimersequencesandconcentrationsofoptimized
threetriplexPCRsystems

Locus LabelDye PrimerSequence(5'to3') From
Repeata(bp)

Final
Conc.(µM)

NC01
D10S1248 FAM F-TTAATGAATTGAACAAATGAGTGAG

R-GCAACTCTGGTTGTATTGTCTTCAT
1
0

1.20
1.20

D14S1434 HEX F-TGTAATAACTCTACGACTGTCTGTCTG
R-GAATAGGAGGTGGATGGATGG

-11b
0

1.30
1.30

D22S1045 NED F-ATTTTCCCCGATGATAGTAGTCT
R-GCGAATGTATGATTGGCAATATTTTT

3
6

1.15
1.15

NC02
D4S2364 FAM F-CTAGGAGATCATGTGGGTATGATT

R-GCAGTGAATAAATGAACGAATGGA
2
-7b

1.30
1.30

D2S441 HEX F-CTGTGGCTCATCTATGAAAACTT
R-GAAGTGGCTGTGGTGTTATGAT

0
0

1.00
1.00

D1S1677 NED F-TTCTGTTGGTATAGAGCAGTGTTT
R-GTGACAGGAAGGACGGAATG

0
0

1.30
1.30

NC03
D20S482 FAM F-GAGACACCGAACCAATAAGAGA

R-GCCACATGAATCAATTCCTATAATAAA
-2b
4

0.23
0.23

D3S3053 HEX F-TGATAATGAACCCACTCAGATAGA
R-GTGAGGTCTTTGCTCTCATGAAT

22
-6b

1.30
1.30

D6S474 NED F-GGTTTTCCAAGAGATAGACCAAT
R-GCCTCTCATAAATCCCTACTCATATCT

1
6

0.25
0.25

The5'GGGofeachreverseprimerwasaddedtopromoteadenylation.
aThedistanceofthe3'endoftheprimertotheSTRrepeatregion.
bA negativenumberindicatesthattheendoftheprimerisintherepeat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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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iniSTR유전자 좌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

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을 위한 혼합물에는 표2의 최종농도에 해당
되는 primer와 1～2ng의 주형 DNA및 1.0U AmpliTaqGoldDNA
Polymerase(AppliedBiosystems,FosterCity,CA)가 포함되도록 하
였고,1.0㎕의 10☓ GoldSTRBuffer(Promega,Madison,WI)를 추
가하여 50mM KCl,10mM Tris-HCl(pH 8.3),1.5mM MgCl2,
0.1% Triton® X-100,160㎍/㎖ BSA,200µM의 dNTPs가 포함되도록
하였다.최종 부피는 멸균된 3차 증류수로 10㎕가 되도록 맞추어 잘
섞어주었다.중합효소연쇄반응 혼합물은 PTC-200DNA engine(MJ
Research,Waltham,MA)에 장착하여,95℃에서 11분간 변성시키고
94℃에서 1분,55℃에서 1분,72℃에서 1분의 조건으로 30회 중합반응
후 최종적으로 60℃에서 45분간 반응시킨 후 4℃에 잠시 보관하였고,
3개의 triplex중합효소연쇄반응의 조건은 primer농도를 제외하고 모
두 동일하였다.

6.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산물의 유전자형 결정

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산물 1.0㎕는 0.5 ㎕의 GeneScan-400HD
ROX size standard (Applied Biosystems)와 20.0 ㎕의 Hi-DiTM

Formamide(AppliedBiosystems)를 혼합하여 95℃에서 5분간 반응시
켜 변성시키고 얼음에 넣어 5분간 방치하였다.1.0㎕의 대립유전자
사다리도 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한 후,
준비된 시료들을 ABI PRISM 310 Genetic Analyzer (Applied
Biosystems)에 장착하여 PerformanceOptimized Polymer4(P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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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Biosystems)와 47cm × 50µm의 310capillary (Applied
Biosystems)를 사용하여 전기영동 하였다.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산물
과 대립유전자 사다리 및 내부크기표식자의 DNA 단편 크기는 전기
영동 중에 실시간으로 ABIPrism 310DataCollectionSoftware1.2
(AppliedBiosystems)에 입력시킨 후 GeneScanAnalysisSoftware3.4
(AppliedBiosystems)를 이용하여 형광상측정법으로 내부크기표식자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로 각각의 대립유전자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7.대립유전자 사다리와 유전자형 결정 매크로 생성

대립유전자 사다리는 9개의 각 유전자 좌에서 관찰되는 모든 대립
유전자를 포함하도록 각각의 대립유전자에 해당하는 시료를 유전자
좌 별로 따로따로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수행한 후 그 증폭산물을 취합
하여 만들었으며,Genotypersoftware2.5(AppliedBiosystems)를 이
용하여 대립유전자 결정을 위한 매크로를 정의함으로써 분석을 정확
하고 용이하도록 하였다.대립유전자 사다리에 취합한 대립유전자 각
각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산물은 염기서열분석을 수행하여 정확한
대립유전자 크기를 결정하였으며,염기서열분석에서 사용된 primer의
염기서열은 표 3에 정리하였다.
각 유전자 좌에서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수행한 결과 동형접합자

(homozygote)인 시료를 표 3에 정리한 염기서열 분석용 primer를 사
용하여 최종 농도 0.4µM이 포함되도록 하고,1～2ng의 주형 DNA
와 2.5 ㎕의 10× PCR buffer(Applied Biosystems)및 200 µM
dNTPs,1.5mM MgCl2,1.0U AmpliTaqDNA Polymerase(Applied
Biosystems)가 포함되도록 하여 최종 부피는 25.0㎕가 되도록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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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섞은 후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수행하였다.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산
물은 QIAquickPCRPurificationKit(Qiagen)을 이용하여 정제한 후,
BigDye Terminator Cycle Sequencing v2.0 Ready Reaction Kit
(Applied Biosystems)을 이용하여 염기서열증폭 반응을 수행하였다.
염기서열증폭 반응 증폭산물은 에탄올 침전시켜 획득한 후 20.0㎕의
Hi-DiTM Formamide(AppliedBiosystems)와 혼합하여 95℃에서 5분
간 반응시켜 변성시키고 얼음에 넣어 5분간 방치하였다.이를 ABI
PRISM 310 Genetic Analyzer (Applied Biosystems)에 장착하여
Sequencing AnalysisSoftwareVersion 3.4(Applied Biosystems)와
SequenceNavigator1.01(AppliedBiosystems)을 이용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원칙적으로 대립유전자는 International Society of Forensic

Hematogenetics(ISFH)의 권장사항21에 맞추어 전체 반복단위의 총 개
수에 따라 명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며,모든 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산물은 Genotypersoftware2.5(AppliedBiosystems)를 이용하여
대립유전자 사다리와 비교하여 그 유전자형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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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Unlabeledprimersusedforsequencinganalysis

Locus PrimerSequence(5'to3') PCRProduct
Sizea(bp)

D1S1677 F-GTAGTGCTGGTGCAGCGTAA
R-TGCAATAGCAAATATCAGAATGTGT 261

D2S441 F-CTGTTCCTGAGCCCTAATGC
R-CACCACACCCAGCCATAAAT 290

D3S3053 F-CTGGCAGAAGGCAGAAGAGT
R-TTCCTGCTATGGTTCGAAGG 282

D4S2364 F-TGTTGTCTGTAGGAGCTGAGAAA
R-GGTGTTTGGAGATGGCTGTT 258

D6S474 F-TTGGAACTGGAAAAATCAGG
R-CCAGCTTGCAGACAGCCTAT 268

D10S1248 F-AGCAAACCTGAGCATTAGCC
R-AGTGCTTGGCAAAGAGCAGA 257

D14S1434 F-TTCCCAGCCTCCATAATCAG
R-TGCAAATGCACACAGATTTC 262

D20S482 F-CCTGGTTCTCAGGTTTTGGA
R-GGCTGCAAAGGAACCTAAAA 303

D22S1045 F-CCCACTATGGGCAAACCTTA
R-TGTGCTTCAGTCTCCTCAGC 342

aPCRproductsizeforthereferencealleleofGenBank

8.민감도 확인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NC01,NC02,NC03체계가 어느 정도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Butler등15이 보고한 6개의 유
전자 좌를 포함하도록 이미 구축되어진 BigMini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
체계를 함께 증폭하였다.BigMini의 유전자 좌의 정보와 중합효소연쇄반
응에사용된BigMini의primer최종농도는표4에정리하였다.주형DNA
는표준 9948DNA (Promega)를1ng부터500pg,300pg,100pg,50pg,
30pg,10pg,5pg으로 차례로 희석하여 사용하였고,세 개의 triplex와
BigMini체계의 중합효소연쇄반응의 증폭조건은앞서 설명한 중합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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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반응 조건과 동일하며,온도순환 반복횟수는1ng과 500pg은 29회,300
pg과 100pg은 31회,50pg과 30pg은 34회 그리고,10pg,5pg은 36회로
주형 DNA의 농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수행하였다.각각의 농도 별 주형
DNA는 10개의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수행하였고,NC01,NC02,NC03그
리고 BigMini체계는 동일한 주형 DNA에 대하여 동시에 중합효소연쇄반
응을수행하였다.

Table4.InformationofsixSTRlocionBigMini

Locus Allele
Range

Allele
Spread

Size
Range

9948a
Allele

Label
Dye

Final
Conc.(uM)

FGA 12.2-51.2 156 125-281 24,26 FAM 0.25/0.25
TH01 3-14 44 51-98 6,9.3 FAM 0.18/0.18
CSF1PO 6-16 40 89-129 10,11,12 HEX 0.18/0.18
D21S11 24-38.2 58 153-211 29,30 HEX 0.62/0.62
TPOX 5-14 36 65-101 8,9 NED 0.18/0.18
D7S820 5-15 40 136-176 11,11 NED 0.68/0.68

aAllelesforthestandardDNA,9948(Promega)

9.분해된 시료에서의 효율 확인

가.인위적으로 분해된 DNA증폭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NC01,NC02,NC03체계의 분해된 시료

에서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혈액에서 추출된 3.0µg의 DNA에
0.02unit의 DNaseI(NEB,Ipswich,MA)를 사용하여 37℃에서 5분,
10분,20분,30분,40분간 각각 반응시켜 DNA 시료를 분해하였다.분
해된 시료는 2% agarosegel로 전기영동 하여 분해된 정도를 확인하
였고,DNaseI과 반응한 시간에 따른 각각의 DNA를 주형으로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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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수행하였다.세 개의 miniplex체계의 효율은
CODIS에 해당하는 6개의 STR 유전자 좌로 구성된 BigMini체계를
동시에 증폭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며,사용된 BigMini에
대한 정보는 표 4에 정리하였다.

나.오래된 뼈로부터 추출한 DNA증폭
실제로 분해된 DNA에서의 NC01,NC02,NC03의 효율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6⋅25한국전쟁(1950-1953)의 전사자로 판단되는 유해 30
구의 뼈 조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해 1구에서 2회씩
DNA를 추출하여 주형 DNA로 사용하였다.

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오염방지를 위하여 유전자 추출과 유전자 증폭 준비,유전자 증폭

및 그 후 분석과정은 각각 다른 실험실에서 서로 분리하여 실시하였
다.실험에 사용된 모든 장비는 에탄올 등으로 세척한 후 멸균소독 및
자외선 처리하였고,효소와 형광 primer를 제외한 모든 시약은 30분
이상 자외선을 처리한 후 사용하였으며,실험자는 일회용장갑과 마스
크를 착용하고 barrier tip을 사용하여 International Society for
ForensicGenetics의 mtDNA typing을 위한 지침22에 의거하여 모든
실험을 진행하였다.

⑵ 시료의 전처리와 가루화
뼈 시료는 외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치과용 드릴(denturebur)로 제

거한 후 약 1×3∼ 5cm 크기의 조각으로 만들어 건조시켰다.각
시료의 외면에 자외선을 30분 이상 조사한 후,액체 질소로 급랭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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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xMill6750(SpexCentriPrep,Metuchen,NJ)을 이용하여 가루로
만들었다.이러한 전 과정은 중합효소연쇄반응 혹은 염기서열증폭반응
과 같은 DNA 분석이 이루어지는 실험실과는 완전히 분리된 곳에서
오염에 극히 조심하면서 시행하였다.

⑶ 유해에서의 유전자 추출
가루로 만든 시료는 1.5㎖ 미세원심분리 튜브에 넣고,1㎖의

extraction buffer(0.5 M EDTA pH 8.0,0.5% SDS)와 100 ㎕의
proteinaseK (10㎎/㎖)가 혼합된 용액을 첨가하여 56℃의 순환항온
수조에서 1∼2일간 방치시켰다.그 다음 2,000g에서 5분간 원심 분리
하고 그 상층액을 새로운 1.5㎖ 미세원심분리 튜브에 옮겨서 다시
12,800g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였다.그 상층액을 취하여 Yang등23

이 제시한 QIAquickPCRPurificationKit(QIAGEN)을 이용한 정제
과정을 변형하여 50㎕의 유전자 추출물을 얻었다.

⑷ 획득된 유전자의 중합효소연쇄반응
획득된 DNA 추출물은 NC01,NC02,NC03그리고 BigMini체계

를 사용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수행한 결과로 실제로 분해된 DNA
에서의 효율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NC01,NC02,NC03체계는 각
각 2.0U의 AmpliTaqGoldDNA Polymerase(AppliedBiosystems)
를 ,BigMini체계는 3.0U를 포함하도록 최종부피가 20㎕인 중합효
소연쇄반응 혼합물을 만들어 35회의 중합효소연쇄반응을 동시에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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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통계 분석

가.대립유전자 빈도와 유전자형 분포 분석
대립유전자 빈도(allelefrequency)는 각 유전자 좌에서 발현되는 유

전자형(genotype)으로부터 대립유전자를 확인하여,관찰된 각 대립유
전자의 수를 총 대립유전자 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으며,본 연구에
서는 PowerStatExcelTemplate24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나.통계 분석
각 유전자 좌에서 관측이형접합도(observed heterozygosity),기대

이형접합도(expected heterozygosity), 다형정보력(polymorphism
informationcontent:PIC),개체식별력(powerofdiscrimination:PD),
평균부권배재력(meanexclusionchance:MEC)을 산출하였다25.

⑴ 이형접합도
㈎ 관측이형접합도(observedheterozygosity)
관측이형접합도는 조사 대상 집단에서 실제로 관측되는 이형접합자

(heterozygote)의 발현 빈도로서 ArlequinStatisticalAnalysisPackage
Version2.00026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 기대이형접합도(expectedheterozygosity)
기대이형접합도는 대립유전자 빈도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에서 추정되어지는 이형접합자 발현 빈도로서 ArlequinStatistical
AnalysisPackageVersion2.00026을 사용하여 Nei와 Roychoudhury27

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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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다형정보력(polymorphism informationcontent:PIC)
다형정보력이란 자식의 유전자형으로부터,질병을 일으키는 우성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 중 한 명의 index유전자와 marker
유전자의 연관된 대립유전자를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자식의
정보력과 그 교배빈도를 곱하여 정리한 값이다28. 다형정보력은
PowerStatExcelTemplate24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⑶ 개체식별력(powerofdiscrimination:PD)
개체식별력은 집단에서 임의로 선택된 두 사람이 같은 유전자형을

나타내지 않을 확률에 바탕을 둔 값이며29, PowerStat Excel
Template24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⑷ 평균부권배제력(meanexclusionchance:MEC)
남자가 친부임을 주장하는 ‘모(母)’와 ‘자(子)’의 유전자형에 의해서

이 남자의 친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이 남자가
‘자’의 유전자형 중에서 ‘부(父)’에게서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대립유전
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자’의 ‘부’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부권에서 배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평균부권배제력은 부권을 주장
하는 남자마다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계산한 값이며,이는
Ronald등30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였다.

⑸ Hardy-Weinberg평형 상태 평가
각 유전자 좌에서 발현된 유전자형의 빈도가 Hardy-Weinberg평

형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Arlequin Stati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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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PackageVersion2.000프로그램26을 이용하여 Fisher'sexact
test를 시행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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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  결  결  결  과과과과

1.새로운 9개의 miniSTR유전자 좌의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 및 유
전자형 결정

본 연구에서 채택한 9개(D1S1677,D2S441,D3S3053,D4S2364,
D6S474,D10S1248,D14S1434,D20S482,D22S1045)의 miniSTR 유전
자 좌는 세 개의 triplex중합효소연쇄반응 체계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대립유전자 사다리를 구축하고,유전자형 결정 매크로를 정의하
였으며 9948표준 DNA와 일반 샘플을 대상으로 세 개의 triplex를
이용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 후 매크로를 이용하여 유전자형을
결정한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A.NC01

9948

P030

Ladder

9948

P030

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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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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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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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GenotypingresultsofminiSTRsonNC01,NC02,andNC03,
respectively

2.민감도 검사 결과

세 개의 triplex체계와 BigMini체계의 민감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업적인 표준 DNA인 9948(Promega)를 1ng부터 500pg,300pg,100
pg,50pg,30pg,10pg,5pg으로 차례로 희석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수행하였다.1ng의 DNA를 사용하여 획득된 대립유전자형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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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유전자의 신호가 100relativefluorescentunits(RFUs)보다 낮을 경우
대립유전자가 획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획득된 대립유전자가 기
준의 유전자형과 일치할 경우 그 결과를 정확함(correct),일부 대립유전자
가 소실된 경우 부분적임(partial),기준의 대립유전자형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대립유전자가 삽입된 경우는 부정확함(incorrect),그리고 모든 대립
유전자가 소실된 경우 실패(failure)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였다.획득된
대립유전자형을위의기준으로정리하고,그결과를백분율로환산하여그
림 3과 같이 도식화하였다.500pg과 300pg의 DNA경우,모든 유전자 좌
에서 1ng과 정확히 일치하는 유전자형을 획득하였으므로 도식화한 결과
에서 제외하였다.BigMini는 100pg에서 70%의 일치율을 보인반면,
NC01,NC02,NC03은 100pg에서는 100%의 일치율 보여 BigMini가
나머지 세 개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체계에 비해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50 pg에서는 NC02가 100%,NC01이
90%,NC03이 70%의 일치율을 보여,NC02체계가 미량에서도 가장
높은 민감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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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Sensitivity testofNC01,NC02,NC03and BigMiniPCR
system whenusing9948DNA

각각의 유전자 좌 별 민감도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위와 동일한 기준으
로획득된 결과를정리한후 백분율로 환산하여 그림 4와 같이 도식화하였
다.NC01의 D22S1045,NC02의 D1S1677,BigMini의 TPOX가 30pg까
지 100%의 일치율을 보여 우수한 민감도를 나타내었고,BigMini의
CSF1PO가 100pg에서도 80%의 일치율을 보여 15개의 유전자 좌중에
서 가장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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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효율성 검사 결과

가.인위적으로 분해된 DNA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

본 연구에서 구축된 NC01,NC02,NC03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혈액에서 추출한 DNA 3.0µg을 0.02U의 DNaseI으로 5분,10
분,20분,30분,40분 간 처리하여 2% agarosegel로 DNA가 분해된
정도를 확인한 후(그림 5),NC01,NC02,NC03그리고 BigMini체계
를 이용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을 수행하였으며,그 결과는 그림
6에 도식화 하였다.각각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체계는 DNaseI을 처리
한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립유전자가 획득된 반면, NC01과
BigMini체계의 경우 DNaseI을 30분과 40분 처리한 주형 DNA의 중
합효소연쇄반응 증폭 결과에서 대립유전자 신호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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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Gelelectropherogram ofDNA degradedwithDNaseIover
differenttimeperiods.Lane2-7wereloadedwithDNA incubated
withDNaseIforvarioustimeperiods:0(control),5,10,20,30and
40minutes,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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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01 B.NC02

C.NC03 D.BigMini

Fig.6 Efficiency testusing DNAs digested with DNase Ifor
varioustimeperiods:0,5,10,20,30and40minutes,respectively

나.오래된 유골에서 추출한 DNA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

본 연구에서 구축되어진 miniplex체계의 법의 실무에서의 효용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50년 정도 경과된 유골 30구에서 각각 2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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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를 추출하였다.유해 한 구에서 추출한 2개의 DNA를 1차와 2차
로 나누어 2회씩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수행하였으며,NC01,NC02,
NC03과 BigMini체계는 동시에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수행 하였다.각
샘플에 해당하는 정확한 유전자형의 표준 값을 알 수 없으므로,획득
된 대립유전자형은 1차와 2차의 중합효소연쇄반응 결과에서 동일한
대립유전자가 획득되었을 경우에 일치하는 유전자형(consensus
profile),일치하는 대립유전자가 이형접합자 이면서 또 다른 대립유전
자가 추가된 경우는 삽입이 있는 유전자형(profilewithdropin),일
치하는 대립유전자가 없는 경우 실패(failure)라고 구분하였다.획득된
대립유전자형은 4개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체계 각각에 대하여 표 5에
정리하였다.4개의 체계 중 NC02가 가장 높은 대립유전자형 획득률을
나타내었으나,BigMini체계를 Butler등15의 논문에서 제시한 것과 동
일하게 두 개의 체계로 나누어 정리하여 총 5개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체계로 구분하였을 때에는 CSF1PO,TH01,TPOX를 포함하고 있는
BigMini체계가 가장 높은 대립유전자형 획득률을 나타내었다.

Table5.ComparisonofPCR successratesbetweenNC01,NC02,
NC03andBigMiniPCRsystem from 30oldskeletalremains
PrimerSet SamplesTested Consensus

profile
Profilewith
dropin Failure

NC01 30 3(10.0%) 20(67.0%) 7(23.0%)
NC02 30 15(50.0%) 12(40.0%) 3(10.0%)
NC03 30 14(47.0%) 13(43.0%) 3(10.0%)
BigMini 30 0(0.0%) 25(83.0%) 5(17.0%)
Set1a 30 7(23.0%) 18(60.0%) 5(17.0%)
Set2b 30 0(0.0%) 0(0.0%) 0(0.0%)

aCSF1PO,TH01,TPOX
bFGA,D7S820,D21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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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15개의 miniSTR유전자 좌 각각에서 대립유전자형이 획득되
는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일치된 대립유전자형
의 획득 정도를 정리하여 백분율로 환산한 후 그림 7에 도식화 하였
으며,이를 일치된 대립유전자형의 획득률이 높은 것부터 차례로 표 6
에 나열하였다.NC02에 포함되는 D4S2364가 86.7%의 가장 높은 획득
률을 나타내었으며,BigMini에 해당되는 FGA,D7S820,D21S11의 대
립유전자형 획득률은 100% 실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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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PCRsuccessratesof15STRsfrom NC01,NC02,NC03and
BigMiniwithDNAfrom 30oldskeletalre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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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Successratesofgenotypedetermination of15STRson
NC01,NC02,NC03andBigMiniwithDNA from 30oldskeletal
remains

Marker MultiplexSet Consensus
profile

Profilewith
dropin Failure

D4S2364 NC02 26(86.7%) 0(0.0%) 4(13.3%)
D3S3053 NC03 24(80.0%) 2(6.7%) 4(13.3%)
D14S1434 NC01 21(70.0%) 0(0.0%) 9(30.0%)
D1S1677 NC02 20(66.7%) 0(0.0%) 10(33.3%)
TPOX BigMiniSet1 18(60.0%) 6(20.0%) 6(20.0%)
D2S441 NC02 18(60.0%) 2(6.7%) 10(33.3%)
D10S1248 NC01 17(56.7%) 0(0.0%) 13(43.3%)
D20S482 NC03 17(56.7%) 1(3.3%) 12(40.0%)
D6S474 NC03 15(50.0%) 0(0.0%) 15(50.0%)
TH01 BigMiniSet1 12(40.0%) 0(0.0%) 18(60.0%)
CSF1PO BigMiniSet1 9(30.0%) 0(0.0%) 21(70.0%)
D22S1045 NC01 3(10.0%) 0(0.0%) 27(90.0%)
D7S820 BigMiniSet2 0(0.0%) 0(0.0%) 30(100.0%)
D21S11 BigMiniSet2 0(0.0%) 0(0.0%) 30(100.0%)
FGA BigMiniSet2 0(0.0%) 0(0.0%) 30(100.0%)

4.MiniSTR유전자 좌의 대립유전자형의 분포 및 빈도

본 연구에서 채택한 9개의 miniSTR유전자 좌에 대한 정보와 이
를 각각 세 개씩 포함하도록 구축된 세 개의 miniplex체계(NC01,
NC02,NC03)를 사용하여 한국인 300명으로부터 획득된 대립유전자
의 분포와 대립유전자의 크기 분포에 대한 결과를 표 7에 정리하였
다.9개의 miniSTR유전자 좌중에서,D4S2364는 가장 적은 5종류의
대립유전자를,D22S1045는 가장 많은 9종류의 대립유전자를 포함하
고 있었으며,9개의 miniSTR유전자 좌는 대립유전자의 크기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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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bp부터 28bp이었다.

Table7.AlleledistributionofnineminiSTRlociexaminedinthis
study

Locus 9948DNA
Allele AlleleRange AlleleSize

Range(bp)
AlleleSpread

(bp)
D1S1677 12,13 9-16 80-108 28
D2S441 11,12 8-15 77-105 28
D3S3053 9,12 7-13 88-112 24
D4S2364 10,11 8-12 75-91 20
D6S474 17,17 13-19 113-137 24
D10S1248 13,16 12-18 99-123 24
D14S1434 17,18 13-19 89-113 24
D20S482 13,14 10-17 91-119 28
D22S1045 13,15 8-16 88-112 24

한국인 300명을 대상으로 9개의 miniSTR 유전자 좌를 세 개의
miniplex체계를 사용하여 획득한 대립유전자형과 발현빈도 값을 표
8에 정리하였다.각 유전자 좌에서 가장 높은 발현빈도를 나타내는
값을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였고,그 결과 한국인 집단에서 9개의
miniSTR 유전자 좌에 대한 대립유전자 분포에 따른 대립유전자 발
현 빈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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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8.AllelefrequenciesatnineminiSTRsinaKoreanpopulation
AlleleD1S1677D2S441D3S3053D4S2364D6S474D10S1248D14S1434D20S482D22S1045
7 0.003
8 0.002 0.008 0.030 0.182
9 0.008 - 000...333666888 0.205 0.003
10 0.003 0.237 0.090 000...444444555 0.013 0.003
11 0.012 000...333777555 0.367 0.318 0.010 0.005
11.3 0.028
12 0.123 0.183 0.153 0.002 0.005 0.048 000...333000777
13 000...444666777 0.038 0.010 0.005 0.082 0.002 0.272 0.265
14 0.327 0.122 000...333555888 000...333444888 0.122 000...444555555 0.208
15 0.052 0.015 0.347 0.243 0.168 0.155 0.025
16 0.008 0.127 0.218 0.038 0.043 0.002
17 0.098 0.085 0.267 0.003
18 0.063 0.018 000...333777777
19 0.002 0.027

5.MiniSTR유전자 좌의 집단유전학적 통계량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9개의 miniSTR 유전자 좌의 관측이형접합도
(observed heterozygosity),기대이형접합도(expected heterozygosity),
개체식별력(powerofdiscrimination:PD),다형정보력(polymorphism
informationcontent:PIC)과 평균부권배재력(meanexclusionchance:
MEC)을 산출하여 표 9와 같은 결과를 획득하였다.D10S1248이 대체
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D4S2364가 대체로 가장 낮은 값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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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9.StatisticalparametersforthenineminiSTRs

D1S1677 D2S441 D3S3053D4S2364 D6S474 D10S1248D14S1434 D20S482 D22S1045

p-valuea 0.158 0.000 0.458 0.077 0.825 0.764 0.491 0.702 0.964

Obs-Hb 0.660 0.620 0.740 0.613 0.737 0.787 0.767 0.670 0.767

Exp-Hc 0.658 0.754 0.702 0.659 0.724 0.759 0.744 0.692 0.761

PDd 0.823 0.901 0.841 0.824 0.879 0.896 0.886 0861 0.900

PICe 0.600 0.720 0.640 0.590 0.680 0.720 0.700 0.640 0.720

MECf 0.401 0.535 0.444 0.382 0.485 0.537 0.516 0.451 0.526
aHWEp-values
bobservedheterozygosity
cexpectedheterozygosity
dpowerofdiscrimination
epolymorphism informationcontent
fmeanexclusionchance

9개의 miniSTR유전자 좌의 법의 분야에서의 유용성을 평가해 보
고자 13개의 CODISSTR 유전자 좌의 개체식별력과 평균부권배재력
을 값이 높은 것부터 차례로 표 10에 나열하였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9개의 STR유전자 좌 중 5개(D10S1248,D2S441,D22S1045,D14S1434,
D6S474)의 유전자 좌는 CODISSTR유전자 좌에 비해 개체식별력과
평균부권배제력이 뒤지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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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0.Comparison of power of discrimination and mean
exclusion chancevaluesbetween nineminiSTRsand CODISSTR
loci

PowerofDiscrimination Locus Multiplex
Set

 MeanExclusion
Chance Locus Multiplex

Set
0.996 FGA 0.846 FGA
0.959 D18S51 0.829 D18S51
0.954 D8S1179 0.816 D8S1179
0.932 D13S317 0.774 D13S317
0.929 D21S11 0.761 D21S11
0.924 VWA 0.758 VWA
0.921 D16S539 0.75 D5S818
0.920 D5S818 0.576 D16S539
0.915 D7S820 0.562 D7S820
0.901 D2S441 NC02 0.537 D10S1248 NC01
0.900 D22S1045 NC01 0.535 D2S441 NC02
0.896 D10S1248 NC01 0.526 D22S1045 NC01
0.886 D14S1434 NC01 0.516 D14S1434 NC01
0.879 D6S474 NC03 0.485 D6S474 NC03
0.865 D3S1358 0.477 CSF1PO
0.864 CSF1PO 0.452 D3S1358
0.861 D20S482 NC03 0.451 D20S482 NC03
0.841 D3S3054 NC03 0.444 D3S3054 NC03
0.837 TH01 0.415 TH01
0.824 D4S2364 NC02 0.401 D1S1677 NC02
0.823 D1S1677 NC02 0.386 TPOX
0.811 TPOX 0.382 D4S2364 NC02

PD valuesofCODISSTRsandMEC arefrom apublisheddataofHanetal.31
andHanetal.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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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  고  고  고  찰찰찰찰

분해된 시료에서 효과적인 대립유전자형 확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9개의 miniSTR 유전자 좌 중 6개(D10S1248,D14S1434,
D22S1045,D1S1677,D2S441,D4S2364)의 유전자 좌는 Coble등17이
13개의 CODIS에 해당하는 유전자 좌와는 가능한 연관(linkage)되어
있지 않으면서,서로 간에도 연관되어있지 않는 유전자 좌를 채택하여
CODIS유전자 좌에 추가하기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한 non-CODIS
STR　유전자 좌 01(NC01),non-CODIS　STR　유전자 좌 02(NC02)
이다. 추가로 선택한 D3S3053, D6S474, D20S482 유전자 좌는
non-CODISSTR　유전자 좌 03(NC03)으로 Coble에 의해 연구 중에
있음을 밝힌 바 있는 유전자 좌이며 이에 대한 중합효소연쇄반응 체
계는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로이 구축 하였다.

분해된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대립유전자형을 효율적으로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획득된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해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중합효소연쇄반응 중에 생길 수 있는 stutter는 분해된
유전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잘못된 대립유전자형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이전의 연구에 의하면,2개 혹은 3
개의 염기가 반복되는 반복단위를 가진 유전자 좌의 경우,중합효소연
쇄반응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polymeraseslippage현상에 의해
stutter가 형성될 수 있고,이것은 실제 대립유전자의 신호 크기의
30% 이상일 수 있다.반면,네 개의 염기가 반복되는 구조에서는 거
의 15% 그리고 다섯 개의 염기가 반복되는 구조에서는 1-2%보다 낮
은 stutter가 형성된다는 보고가 있었다.본 연구에서 분석한 9개의



-37-

miniSTR은 3개의 염기가 반복되는 D22S1045를 제외하고 모두 4개의
염기서열이 반복되는 반복단위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D22S1045
역시 다른 유전자 좌와 비교해 보았을 때 stutter의 형성이 높지 않아,
stutter의 영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분해된 DNA에서 분석하기에 적합
한 유전자 좌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NC03체계는 web-basedPrimer3프로그램을
통하여 반복염기서열에 가장 근접하면서 가능한 작은 크기의 중합효
소연쇄반응 생성물을 획득할 수 있도록 primer를 설계하였고,그 결과
D3S3053은 88bp부터 112 bp의 크기를 나타내는 대립유전자형을,
D6S474는 113bp에서 137bp,D20S482는 91bp에서 119bp의 크기
를 나타내는 대립유전자형을 획득할 수 있었다.D3S3053과 D20S482
는 Coble등17이 제시한 적합한 중합효소연쇄반응 생성물의 크기인
125bp이하에 알맞게 설계가 되었다.반면,D6S474는 가장 큰 대립유
전자의 크기가 137bp로서 기준보다 12bp정도 큰 중합효소연쇄반
응 생성물이었으나,기준이 되는 125bp는 GenBank상에 존재하는
참고 염기서열의 대립유전자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D6S474의 참고
대립유전자인 16이 NC03체계에서 그 크기가 125bp이므로 D6S474
역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primer를 설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NC01,NC02,NC03체계가 어느 정도 민감도
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CODIS에 해당하는 6개(TH01,FGA,
D20S482,CSF1PO,D21S11,TPOX,D7S820)의 유전자 좌의 크기를 줄
여 구성한 BigMini와 함께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1ng인 9948표준 DNA의 대립유전자형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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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일치하는 정도를 보았을 때,NC01,NC02,NC03은 100pg까지
100%의 일치율을 보인 반면,BigMini는 100pg에서 70%의 일치율을
보였으며,5pg에서도 BigMini가 가장 높은 실패율을 나타내어 네 개
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체계 중에서 BigMini의 민감도가 가장 뒤떨어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세 개의 NC체계 중에서는 NC02가
50pg까지 100%의 일치율을 보였으나 30pg에서는 60%의 일치율을
보이고,5pg에서는 20%의 실패율을 보인 반면,NC01은 50pg과 30
pg에서 90%의 일치율을 보이고,5pg에서 0%의 실패율을 보여 더 미
량에서도 대립유전자형 획득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유전자 좌 별로 민감도를 비교해 본 결과 NC01의

D22S1045,NC02의 D1S1677,BigMini의 TPOX가 30pg까지 100%의
일치율을 보여 우수한 민감도를 나타내었다.NC03의 D6S474는 30pg
에서는 90%의 일치율을 보였고,10pg에서 100%의 일치율을 보여 우
수한 민감도를 나타내었다.반면,BigMini의 CSF1PO가 100pg에서도
80%의 일치율을 보여 15개의 유전자 좌중에서 가장 민감도가 떨어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개의 NC체계에 해당하는 유전자 좌중에서는
NC03의 D3S3053이 50pg에서 70%의 일치율을 보여 가장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NC03의 D3S3053과 BigMini의 D21S11
은 50pg에서 대립유전자가 소실이 나타나기 시작 하였고,이를 제외
한 나머지 13개의 유전자 좌에서는 30pg부터 대립유전자 소실이 나
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이는 Coble등17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D14S1434의 경우 50pg보다 10pg에서,D3S3053의 경
우 50pg보다 5pg에서 대립유전자가 소실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고,이는 미량의 DNA 시료인 경우 중합효소연쇄반응의
증폭 횟수를 늘임으로써 대립유전형질의 획득률은 높일 수 있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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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나,대립유전자 삽입으로 인하여 잘못된 해석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로써 미량의 법의학적 DNA 시료일 경우에 증폭 횟수
를 늘여 획득한 결과를 해석하는데 매우 주의를 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법의 분야의 시료는 분해되어 일반적인 STR유전자 좌 검사
로는 충분한 유전자형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축되어진 중합효소연쇄반응 체계가 분해된 DNA를 분
석할 때 그 결과를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DNaseI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해된 시료를 대상으로 BigMini와 함께
효율성을 비교 검사해 보았다.그 결과 DNaseI에 의해 40분간 분해
시켜 200bp이하로 분해되어진 DNA에서도 NC02,NC03은 충분히
높은 신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어 100%의 유전자형을 확보할 수 있
었고,NC01과 BigMini역시 유전자형은 100% 확보할 수 있었으나,
NC01의 경우 DNaseI을 처리한 시간이 길수록 그 신호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또한,BigMini의 경우 100bp이상에 존재하
는 세 개의 유전자 좌에서의 신호가 대폭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따라서 법의 실무에서 사용되어지는 고도로 분해된 DNA 시
료에서 BigMini체계를 적용하여 본다면,BigMini는 큰 크기에 해당
하는 125에서 281까지 대립유전자가 분포하는 FGA,D21S11,D7S820
의 경우 그 신호가 소실되어 일부 유전자형을 확보 할 수 없을 것으
로 예상이 되었다.따라서 보다 많은 수의 miniSTR의 개발과 그 정보
를 확보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동시에 본 연구에서 구축되어진 세
개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체계 중 NC02와 NC03은 고도로 분해된 시료
에서도 충분한 대립유전자 획득률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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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분해된 미량의 시료에서의 효율성을 확인해 보고자 50년
이상 경과된 유해에서 추출한 DNA를 대상으로 NC01,NC02,NC03
그리고 BigMini체계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 결과 대립유전자형의
획득된 정도를 확인하였다.실제로 분해된 DNA를 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을 수행하여 분석할 경우,증폭 효율은 주형 DNA의 농도가 미치
는 영향에 비해,시료의 분해 정도 혹은 중합효소연쇄반응 저해 요소
가 포함된 정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33.따라서 중합효소연쇄반응
수행에서 중합효소연쇄반응 혼합물의 최종부피를 일반 시료에 비해
두 배로 늘여 줌으로서 주형 DNA에 포함되어 있는 저해 요소의 영
향을 줄이고자 하였다.또한,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산물의 크기를 줄
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중 하나로,중합효소연쇄반응 중에
잔재하는 형광 primer로 인해 생성되는 생성물(dyeblob)이 실제 신
호로 나타나는 현상과,미량의 DNA(low copynumberDNA:LCN
DNA)일 수 록 중합효소연쇄반응의 증폭 횟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stutter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대립유전자 형을 결정하는데,혼
란이 초래 된다15,33.따라서 분석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적정한 기준
을 정하여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므로,Gill등33이 제시한
바와 같이 두 번의 DNA 추출을 통하여 획득된 DNA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두 번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한 후,
두 결과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대립유전자가 성공적으로 획득된 것으
로 판단하였다.그 결과 네 개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체계 중에서 NC02
가 50%,NC03이 47%의 획득률을 나타내었고,NC01은 10%,BigMini
는 0%의 획득률을 나타내었다.반면,BigMini에 해당되는 6개의 유전
자 좌를 3개씩 2개의 set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을 때 큰 크기의 대
립유전자로 이루어진 set2는 모두 100% 실패율을 나타내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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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된 시료에서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위적으로 분해한 DNA를 이용한 실험결과에서 NC02와 NC03
에 비해,NC01과 BigMini체계가 분해된 정도가 심할 수 록 그 신호
의 크기가 줄어들어 고도의 분해된 시료에서는 대립유전자의 획득률
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바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결과였다.15개
의 유전자 좌 각각에 대하여 대립유전자형 획득률을 비교해 본 결과
D4S2364가 86.7%로 가장 높은 획득률을 나타내었고, NC03의
D3S3053이 80%로 두 번째로 높은 획득률을 나타내었으며,D14S1434
와 D1S1677이 각각 70%와 66.7%로 우수한 획득률을 나타내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실제로 분해된 DNA에서 효율성이 높으면서

믿을 만한 결과의 대립유전자형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유
전자 좌는 민감도 검사에서도 50pg에서 100%의 일치율을 보이면서,
실제로 분해된 시료에서도 86.7%의 가장 높은 획득률을 보인
D4S2364이며,D3S3053,D14S1434그리고 D1S1677역시 실제로 분해
된 DNA에서 효율적으로 대립유전자형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한국인 300명을 대상으로 9개의 miniSTR 유전자 좌를 분석한 결
과,D1S1677에서는 9부터 16의 8종의 대립유전자형이 발견되었고,13
이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대립유전자였다.이는 일본의 Asamura
등18이 보고한 결과와 동일하였고,Yong등20이 보고한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중국인에서는 10을 제외한 7종,말레이인은 13.1을 포함하
는 9종,인도인은 9가 포함되지 않고,17이 포함되는 8종이 발견되는
차이를 보였으나,Coble등17이 미국계 아프리카인종,유럽인종과 히스
파닉인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두 8종의 대립유전자 분포



-42-

를 나타내었다.그러나 가장 높은 발현빈도를 나타내는 대립유전인자
는 모든 인종에서 13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D2S441의 경우 한국인에서 대립유전자 좌는 8,10,11,11.3,12부터

15로 8종이 관찰되었고,11이 가장 높은 발현빈도를 나타내었다.이는
일본인과 중국인에서는 8을 제외한 7종,말레이인에서는 8이 포함되지
않고 12.3이 관찰되어 8종,미국계 아프리카인종에서는 8이 관찰되지
않고 12.3,13.3,14.3이 관찰되어 10종,유럽인종에서는 8이 관찰되지
않고 9와 12.3이 관찰되어 9종,히스파닉인종에서는 8의 대립유전자형
이 나타나지 않고 12.3이 관찰되어 8종의 분포를 보이는 차이가 있었
다.그러나 인도인에서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대립유전자 분포를 나타
내었다.D2S441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대립유전자형은 히스
파닉인종이 10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나머지 인종은 모두 11로 본 연
구와 일치하였다.
D3S3053은 한국인에서는 7부터 13까지의 7종의 대립유전자 분포를

나타내었고 9가 가장 높은 발현빈도를 나타내었다.이는 미국계 아프
리카인종에서 7과 8,유럽인에서는 7,히스파닉인종에서는 7부터 10이
관찰되지 않았고 미국계 아프리카인종과 유럽인종에서는 14가 그리고
히스파닉인종에서는 14부터 18이 관찰되어 각각 7,6,8종의 대립유
전자 분포가 관찰되어 차이가 있었다.또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
는 대립유전자형의 경우 미국계 아프리카인종과 유럽인종 및 히스파
닉인종은 모두 14로서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D4S2364는 8부터 12까지의 5종의 대립유전자형이 발견되었고 10이

가장 높은 발현빈도를 나타내었으나,일본인과 유럽인종에서는 12를
제외한 4종,말레이인과 인도인에서는 8을 제외한 4종,미국계 아프리
카인종에서는 8과 12를 제외한 3종,히스파닉인종에서는 8을 제외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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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관찰되어 대립유전자분포에 차이가 있었다.반면,중국인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한 5종의 연구결과를 나타내었다.가장 높은 발현빈도
를 나타내는 대립유전인자는 10으로 일본인,중국인,인도인,미국계
아프리카인종,유럽인종,히스파닉인종이 동일하였고 말레이인은 11로
차이가 있었다.
D6S474는 한국인에서 13부터 19까지의 7종의 대립유전자가 관찰되

었고,14가 가장 높은 발현빈도를 나타내었다.미국계 아프리카인은
11부터 18까지,유럽인은 12부터 17까지 히스파닉인종은 9와 11부터
16까지,독일인35과 폴란드인36은 13부터 18까지 관찰되어 각각 8,7,7,
6종의 대립유전자가 관찰되어 분포에 차이를 보였으며,가장 높은 발
현빈도를 나타내는 대립유전자형은 미국계 아프리카인종은 12,유럽인
종은 15,독일인과 폴란드인은 16으로 각각 차이가 있었으며,히스파
닉인종은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D10S1248은 한국인에서 12부터 18까지의 대립유전자형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14가 가장 높은 발현빈도를 나타내었다.일본인은 10,11,
13부터 19,중국인은 10,11,13부터 18,말레이인은 13부터 19,인도인
은 12부터 19,미국계 아프리카인종은 10부터 19,유럽인종과 히스파
닉인종은 13부터 18,그리고 20의 대립유전자가 관찰되어 각각 9,8,
7,8,10,7종의 대립유전자가 관찰되는 차이를 보였다.가장 높은 발
현빈도를 나타내는 대립유전자의 경우 일본인,중국인,말레이인,유럽
인종은 14로 본 연구와 일치하였고 미국계 아프리카인종과 히스파닉
인종은 15로 차이를 보였다.
D14S1434유전자 좌는 한국인에서 13부터 19의 7종의 대립유전자

가 관찰되었고,18이 가장 높은 발현빈도를 나타내었으나,일본인,말
레이인은 13을 제외하고 20을 포함하는 7종,중국인은 13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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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과 10을 포함하는 8종,인도인은 21을 포함하는 8종,미국계 아프
리카인은 20을 포함하는 8종,유럽인종은 13을 제외하고 20을 포함하
는 7종의 대립유전자가 관찰되어 차이가 있었으나,히스파닉인종은 한
국인과 동일한 7종이 관찰되었다.가장 높은 발현빈도를 보이는 대립
유전자는 일본인,중국인,말레이인,인도인,미국계 아프리카인종,히
스파닉인종이 모두 18로 한국인과 일치하였고,유럽인은 17로 차이가
있었다.
D20S482는 한국인에서 10부터 17까지 8종의 대립유전자가 관찰되

었고,14가 가장 높은 발현빈도를 나타내었으나 미국계 아프리카인종
은 9를 포함하고 17을 제외한 8종,유럽인종은 9,19를 포함한 10종,
히스파닉인종은 9를 포함하고 15,16,17을 제외한 6종이 관찰되어 차
이를 나타내었다.가장 높은 발현빈도를 나타내는 대립유전자의 경우
미국계 아프리카인종과 유럽인종은 14로 한국인과 일치하였고,히스파
닉인종은 12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각 유전자 좌는 분석되는 대상 집단에 따라 각 유전자

좌에서 발현되는 대립유전자의 빈도가 다르고,그 분포역시 차이를 보
이기 때문에 새로운 STR유전자 좌를 도입하여 개인 식별이나 친자
확인 검사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집단에서의 대립유전
자 분포 및 대립유전자 발현 빈도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규명하여 보
다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집단유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획득한 9개의 유전자 좌
각각의 대립유전자 빈도와 그 분포는 앞으로 한국인에서의 개인 식별
이나 친자확인 검사에서 유용한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식별을 위한 통계량의 값들은 관측된 대립유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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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나 유전자형의 수가 많을수록 높은 식별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
나,대립유전자의 수가 월등히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식별 목적에 따
라 그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다.일반적인 다형성의 정도는 이형접합도
혹은 다형정보력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으나,형사소송의 개인식별은
개인식별력을,친자확인의 경우에는 평균부권배제력을 기준으로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인 STR유전자 좌의 다형성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는 이형접

합도와 다형정보력을 이용할 수 있다.유전자 좌들은 일반적으로 부모
양측으로부터 유전되는 멘델의 유전법칙을 따르므로,2개의 대립유전
자가 존재하는 경우,두 대립유전자 간에 이형접합도가 낮으면 2종의
대립유전자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 유전자형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
나,이형접합도가 높으면 2개의 대립유전자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개인식별에 매우 유용하다.일반적으로 개인식별에
유용한 유전자 좌일수록 특정 대립유전자나 특정 유전자형에 빈도가
집중되지 않아야 하며,동형접합도보다는 이형접합도가 높아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인자들이 많아지게 된다.한편 Botstein등28은 다형정
보력이 0.5보다 크면 상당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는
데,본 연구에서 9개의 유전자 좌가 모두 0.5보다 큰 값을 보여 상당
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각 유전자 좌에서 분석한
관측이형접합도,다형정보력,평균부권배제력은 9개의 유전자 좌 중
D4S2364유전자 좌가 모든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이고,기대이형
접합도와 개체식별력에서도 작은 값을 보여 9개의 STR 유전자 좌중
에서 가장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반면,D10S1248이 관측이형접
합도,기대이형접합도,다형정보력,평균부권배제력에서 가장 높은 값
을 보이고,개체식별력 또한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나타내어 9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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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유전자 좌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의 개인식별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체

식별력은 집단에서 임의로 선택된 두 사람이 같은 유전자형을 나타내
지 않을 확률을 의미하며,이는 유전자 좌를 법의학적 개인식별에 이
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
는 9개 유전자 좌의 개체식별력은 최소 0.824에서 최대 0.902로 확인
되었다.
한편 친자확인 검사(paternitytest)에서는 어머니와 아이 간에는 혈

연관계가 성립된다는 전제 하에 아이와 친부임을 주장하는 남자 간에
생물학적 부권의 성립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자’의 유전자형 중
‘부’에게서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대립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친자
확인 검사의 대상이 되는 남자가 ‘자’의 ‘부’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이것을 이 남자가 부권에서 배제되었다고 한다.이에 한 유
전 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남자가 친자확인의 대상이 되는 아이의
아버지가 아닐 확률인 평균부권배제력이 친자확인 감정에서 중요한
척도로 이용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좌에 따라 최소 0.383에
서 최대 0.545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9개의 STR유전자 좌와 CODIS에서 사용되는

13개의 STR 유전자 좌의 개체식별력과 평균부권배제력을 비교해 보
기 위하여 Han등31과 Han등32이 발표한 한국인 집단에서의 CODIS
STR에 해당하는 유전자 좌의 통계 값을 이용하여 그 개체식별력이
높은 순서로 나열해 보았을 때, D2S441, D22S1045, D10S1248,
D14S1434,D6S474는 중간 정도의 값을 가지고,D4S2364와 D1S1677은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본 연구에서 사용된
9개의 유전자 좌중에서는 D2S441이 가장 높은 개체식별력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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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NC01에 해당하는 3개의 유전자 좌가 모두 그 다음으로 높은
값으로 확인되었다.이것은 CODIS유전자 좌인 D3S1358,CSF1PO,
TH01,TPOX 보다 더 높은 개체식별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평균부권배제력에서도 개체식별력과 마찬가지로 D10S1248,
D2S441,D22S1045,D14S1434,D6S474의 유전자 좌가 중간 정도의 값,
D4S2364는 가장 낮은 값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본 연구에서 사용한 9개의 STR유전자 좌

중 5개(D10S1248,D2S441,D22S1045,D14S1434,D6S474)의 유전자 좌
는 CODISSTR유전자 좌에 비해 법의분야의 개인식별에 있어 개체
식별력과 평균부권배제력이 뒤지지 않는 유전자 좌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한국인에서 CODISSTR 유전자 좌에 D2S441,D22S1045,
D10S1248,D14S1434,D6S474유전자 좌를 순서대로 추가하여 개인식
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CODISSTR 유전자 좌에 추가적으로 사
용할 만한 9개의 새로운 miniSTR유전자 좌에 대한 분해된 시료 검
사를 통하여 그 효율성을 검증하였으며,300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miniplex에 포함된 9개의 새로운 유전자 좌를 분석하여 한국인에서의
대립유전자 발현 빈도와 집단유전 통계 값을 제시함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의 법의분야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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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bp부터 137bp의 대립유전자 크기를 가지는 NC01(D10S1248,
D14S1434,D22S1045;88～123 bp),NC02 (D1S1677,D2S441,
D4S2364;75～137bp),NC03(3S3053,D6S474,D20S482;88～137
bp)의 3쌍의 miniSTR triplex중합효소연쇄반응 체계를 구축하였
다.

2.9개의 새로운 miniSTR은 대부분 50pg의 DNA에서도 정확한 유
전자형 결정이 가능하였으며,일부 유전자 좌는 30pg의 DNA에
서도 우수한 민감도를 나타내었다.

3.인위적으로 분해한 시료와 50년 이상 경과된 현장 시료의 분석에
서도 9개의 miniSTR은 대립유전자형 획득률이 우수하였으며,그
중에서도 D4S2364,D3S3053,D14S1434그리고 D1S1677이 우수한
획득률을 나타내어 오래되고 분해된 법의분야의 시료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한국인 300명을 대상으로 9개의 miniSTR을 분석한 결과,5개
(D10S1248,D2S441,D22S1045,D14S1434,D6S474)의 유전자 좌는
개체식별력과 평균부권배재력이 CODIS에 포함된 STR유전자 좌
와 비교하여 중간정도의 값을 갖는 STR임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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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EvaluationofnewlydevelopedminiSTRmultiplexsystem
toaidanalysisofdegradedDNA

UkheeChung
DepartmentofMedicalScienc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WooIckYang)

Short Tandem Repeat (STR) analysis using multiplex PCR
system has become a valuable toolforforensic DNA typing.
However,forhighlydegradedDNA samplesofforensiccasework,
fullgeneticprofilesarenotalwaysobtainablebyapplyingcommon
multiplexPCRsystems.Tosolvetheseproblems,anew setofPCR
primersforCODISSTRsknownasminiSTRsystem whichincrease
thePCRefficiencybyreducingthesizeoftargetproductshasbeen
recently suggested.Additionally,thedevelopmentand population
studyfornew STRminiplexPCRsystem whichwouldbeusedto
supplementthecurrentbattery ofCODIS STRshavealso been
published.SeveralKorean population dataon CODIS STRsalso
havebeenreported,butnotfornew miniSTRsystem.Accordingly,
itmay beneeded toevaluatenewlydeveloped miniSTR system
andperform populationstudyinKoreans.
We have developed the three new miniplex system (N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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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02,andNC03)for9STRs,D1S1677,D2S441,D3S3053,D4S2364,
D6S474,D10S1248,D14S1434,D20S482andD22S1045.Aspreviously
published,NC01 (non-CODIS STR 01) and NC02 consist of
D10S1248,D14S1434,and D22S1045,and D1S1677,D2S441,and
D4S2364, respectively. NC03 comprise D3S3053, D6S474, and
D20S482,the primers for which were newly designed in the
presentstudy.Toassessthesensitivityofthreeminiplexsystems,
weconducted multiplex amplification using serially diluted 9948
standard DNA,and toevaluatetheefficiencyofthreemultiplex
systems,weusedenzymaticallydigestedDNA and30samplesof
50-yearoldskeletalremains.Then,wecarriedoutpopulationstudy
forthe9miniSTRlociin300Koreans.
Sensitivitytestdemonstratedthatthegenotypingresultsofmostnine

miniSTRsarereliablefor50pgofDNAandsomehavegoodsensitivity
evenfor30pgofDNA.EfficiencytestshowedthatD4S2364,D3S3053,
D14S1434andD1S1677producedmoreusefulDNAprofilesthanother
STRsforenzymaticallydigestedDNAand50-year-oldskeletalremain
samples.Statisticalparameters(powerofdiscriminationvaluesand
meanexclusionchance)showedthat5STRloci(D10S1248,D2S441,
D22S1045,D14S1434andD6S474)areashighlyinformativeasCODIS
STRs.ItimpliesthattheyareusefulSTRmarkersforforensichuman
identification.

MiniSTRmultiplexsets(NC01,NC02,andNC03)inthepresent
studyproved tobeausefultoolwhichcanproduceare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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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profile even in degraded samples.The resultson allele
frequencydistributionsandstatisticalvaluesat9miniSTRlocialso
suggested that they can provide a valuable information for
forensiccaseworkinKoreans.

Keywords:miniSTR,non-CODISSTR,degradedDNA,population
data,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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