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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법의학 분야에서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유전자

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다형성을 확인한다. 특히 2-7개의 염

기가 반복되는 짧은연쇄반복(short tandem repeat, STR)은 

범죄 사건과 관련된 유전자 감식이나 친자 감정 등을 이유로 

진행되는 유전자 검사에서 주요한 표식자로서 이용되어 왔다. 

STR은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과 전기영동을 통

해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고, multiplex 방식을 이용한 증폭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여러 좌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 됨

으로써 비교적 높은 식별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STR 검사에서는 유전적 다형성이 생기는 기전과 

유사한 이유로 polymerase slippage 등에 의한 allele drop-

in이나 drop-out, 대립유전자 불균형(allelic imbalanc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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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tandem repeats (STRs) are the most popular markers for human 
identification in forensics. These markers can be easily analyzed through a 
multiplex polymerase chain reaction and electrophoresis and provide high 
discrimination power. However, in STR analysis, several atypical phenomena 
can be observed such as allelic dropouts, drop-ins, or imbalance, which may 
be due to DNA polymerase slippage or DNA degradation effects. The observed 
atypical STR profiles can also provide information for mixed DNA samples 
or chromosomal abnormalities. In this study, we report a case of mosaicism 
detected in routine casework of paternity testing. Hair samples from a 
phenotypically normal male were tested, and the result presented a typical STR 
profile of a female for the amelogenin gene (XX). Through chromosome analysis 
using peripheral blood, it was found that 45,X/46,XY mosaicism resulted in the 
discrepancy between the genotype and the phenotype. In addition, the amount 
of Y chromosome detected was particularly low in hair compared to that in 
blood. This study shows that mosaicism can make interpretation difficult during 
STR analysis and suggests that sample types and repeated analysis should be 
considered even for routine STR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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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비전형적인 현상이 관찰될 수 있다. 낮은 농도의 시료의 

경우 특히 PCR 과정에서 발생하는 확률적 영향(stochastic 

effect)으로 인해 해당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DNA

의 양이 적으면 PCR 프라이머가 DNA 주형 전체와 지속적으

로 혼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두 개의 대립유전자가 존재하

는 이형접합 좌위의 경우 불균형한 양의 복제 산물이 생성될 

수 있다. 이는 대립유전자 피크(peak) 높이의 불균형을 유발

하고, 심할 경우 특정 대립유전자가 drop-out되도록 한다[1]. 

사건 현장 증거물에서 얻어지는 DNA는 환경에 의한 분해 등

을 이유로 적은 양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TR 검

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예측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대립유전자의 수나 피크 높이의 비율이 보편적인 단

일 시료의 형태와 다르게 나타난 STR 검사 결과는 시료에 여

러 DNA가 혼합되어 있거나 염색체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정

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혼합된 시료의 STR 검사 결과에서는 

전반적인 STR 좌위에서 비전형적인 개수의 대립유전자가 존

재하거나 이형접합 대립유전자들이 불균형한 높이로 관찰

된다. 염색체 이상에 대한 정보는 특정 좌위에서 얻을 수 있

는데, 예를 들어 21번 염색체가 3개 존재하는 다운 증후군은 

D21S11 좌위에서 나타나는 대립유전자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고 성염색체 이상인 XYY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 

등은 성별 확인을 위해 선택된 상염색체나 성염색체 좌위의 

관찰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2-4]. 

현재 법의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상용화된 STR 

검사 키트는 대부분 피검사자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amelogenin 유전자를 함께 검사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

다. Amelogenin 유전자는 X 염색체와 Y 염색체에 대해 길

이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길이 다형성을 검사하는 방법으

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기에 용이하며, 검사하는 유전자의 

길이가 비교적 짧아 검사가 효율적이다. 다만, 다른 유전자에

서와 마찬가지로 amelogenin 유전자 역시 다양한 변화를 보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피검사자의 성별을 잘못 판

단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Y염색체의 

amelogenin (AMELY)이 결실된 사례들이 보고되어왔으며

[5-8], 드물지만 PCR 프라이머 결합 서열에서의 돌연변이로 

인해 X 염색체의 amelogenin (AMELX)이 증폭되지 않아 

결과 해석에 혼란을 준 사례 또한 관찰되었다[9-11]. 이를 고

려해 최근에는 성별의 결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Y 염색체 상

의 STR 유전자를 함께 검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친자 감정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서 남성의 표현형을 나타내는 피검사자가 amelogenin 유전

자에 대해 여성의 유전자형(XX)을 보이는 사례를 보고한다. 

피검사자의 표현형과 STR 검사에서 나타난 유전자형의 차이

로 인해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추가적인 검사에서 이러

한 현상은 모자이시즘(mosaicism)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의 보고를 통해 일상적

으로 진행되는 유전자 검사에서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

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서울대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

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IRB No. 2108-243-1252).  

증례 보고

본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진행되는 친자감정 등의 개인식

별 검사에서는 일상적으로 구강도말 방법을 통해 시료를 채

취한다. 본 사례의 피감정인의 경우 검사 참여 당시 경미한 

발열을 호소하여 구강도말 방법 대신 모발을 채취하여 검사

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채취한 모발 시료로부터 QIAamp DNA Investigator 

kit (Qiagen, Hilden, Germany)를 사용하여 DNA를 추출

하였다. 추출한 DNA를 Qubit 1X dsDNA HS Assay Kit 

(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이용하여 Qubit Flex 

Fluorometer (Invitrogen)로 정량한 후 상염색체와 Y염색

체에 대한 일상적인 STR 검사를 진행하였다. 피감정인의 성

별은 남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PowerPlex Fusion System 

(Promega, Madison, WI, USA)을 이용한 상염색체 STR 검

사 결과 amelogenin 좌위에서 X 유전자만이 관찰되었으

며 DYS391 좌위에서는 대립유전자의 결실이 확인되었다

(Fig. 1A). 반면 Y-STR 검사에서 PowerPlex Y23 System 

(Promega), AmpFLSTR Yfiler PCR Amplification Kit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 및 Yfiler 

Plus PCR Amplification Kit (Applied Biosystems)에 대한 

반복 실험을 진행한 결과, 1 ng의 DNA에 대해 키트 각각에

서 23개 중 14개, 17개 중 13개, 27개 중 10개의 좌위에서 결

과가 관찰되었고 좌위의 종류는 무작위적이었다(Fig. 2). 15 

ng의 DNA를 이용하여 Yfiler Plus 검사를 진행한 결과에서

는 완전한 Y-STR 프로필을 얻을 수 있었다. 

추가적인 검사를 위하여 피감정인에게 본 연구에 대한 설

명 및 동의 과정을 거쳐 혈액 시료를 채취하고, 표현형과 유

전자형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자 혈액 시료를 대상으로 핵

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기 염색체들을 GTG banding 방

식으로 염색하여 염색체 이미지화 시스템인 ChIPS-Karyo 

(GenDix, Inc., Seoul, Korea)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그 결

과, 50개의 중기 상 세포에 대하여 45,X 핵형을 가지는 세포

와 46,XY 핵형을 가지는 세포가 2:48의 비율로 존재함을 확

인하였다(Fig. 3).

한편 QIAamp DNA Mini kit (Qiagen)를 사용하여 혈액 

시료로부터 DNA를 추출하고 모발과 동일한 키트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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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염색체와 Y염색체 STR 검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는 모

두 정상 남성의 유전자형이 관찰되었다. 상염색체 STR 검사

의 경우 amelogenin 유전자에 대해 남성의 유전자형(XY)이 

관찰되었고, DYS391 좌위에도 피크가 관찰되었다(Fig. 1B). 

Y-STR 검사에서는 1 ng의 DNA에 대해 완전한 Y-STR 프로

필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STR 검사 결과 간의 불일치를 이해하기 위하여 

추출된 DNA를 대상으로 Y 염색체 특이적 정량을 수행하였

다. 정량을 위해 Quantifiler Trio DNA Quantification Kit 

(Applied Biosystems)를 사용하였는데, 이 키트는 다양한 

상염색체에 위치한 small autosomal (SA) 좌위와 Y염색체

에 위치한 Y-chromosome (Y) 좌위를 타겟으로하여 시료에 

Fig. 1. Electropherograms showing sex typing results of the amelogenin and DYS391. (A) A part of the PowerPlex Fusion profile obtained from 
Hair DNA. (B) A part of the PowerPlex Fusion profile obtained from Blood DN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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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총 DNA 양과 남성 DNA 양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

도록 한다. 반응은 QuantStudio 5 (Applied Biosystems)에

서 실시하였고, 모발 1과 모발 1을 희석한 모발 2와 하나의 혈

액 DNA에 대해 각각 세 번씩 반복하였다. SA 좌위의 측정 결

과 모발 1, 모발 2, DNA 농도가 평균 1.5215 ±0.0373 ng/μL, 

0.2954±0.0313 ng/μL, 0.2985±0.0083 ng/μL임을 확인

하였다. Y 좌위의 경우, 모발 1에서는 평균 0.0086±0.0024 

ng/μL, 모발 2에서는 평균 0.0020±0.0014 ng/μL로 측정

되었으며, 혈액에 대해서는 평균 0.2795±0.0238 ng/μL로 

측정되었다. 일반적인 남성 DNA에서 Y 좌위에 대한 SA 좌

위 측정값의 평균 비율(SA/Y)은 1.08±0.18인데[12], 본 실험

의 SA/Y 값은 모발 1에서 평균 185.63±42.95, 모발 2에서 평

균 205.20±117.81, 혈액에서 평균 1.07±0.06으로 측정되었

다(Table 1). 혈액의 경우 보편적인 남성의 결과와 유사하였

지만, 모발의 경우 1번 시료와 2번 시료 전부에서 Y 염색체가 

극소량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자이시즘이 나타난 피감정인의 혈액 시료에는 45,X 핵

형을 갖는 세포가 낮은 비율로 나타났기 때문에, STR 검사와 

Y 염색체의 정량 결과가 일반적인 남성에서 기대되는 결과와 

일치했다. 반면, 모발의 경우 정량을 통해 Y 염색체의 양이 매

우 적음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46,XY 핵형에 비해 45,X 핵형

을 갖는 세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고    찰

모자이시즘은 발생학적으로 수정란 분열의 특정 단계에서 

Fig. 2. PowerPlex Y23 profile obtained from 1 ng of hair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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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체 절단이나 비분리로 인한 이상 세포 분열이 발생하

여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가 한 개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13]. 여러 연구에서 체세포 또는 생식세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모자이시즘을 보고하고있으며 이 중 본 사례

에서 관찰된 것과 같은 45,X/46,XY 모자이시즘 또한 드물

게 관찰되어왔다. 45,X/46,XY 모자이시즘은 출생 전 진단

된 경우 90%가 정상적인 남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반면, 출

생 후 진단되는 경우에는 핵형의 비율과 무관하게 광범위한 

표현형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14]. 출생 후 진단된 사례

에서는 터너 증후군(Turner syndrome), 혼합생식샘발달장

애(mixed gonadal dysgenesis), 남성 가성반음양증(male 

pseudohermaphroditism)과 같은 표현형을 보이거나, 일반

적인 정상 남성의 표현형을 나타내기도 한다[14-17].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46,XY 핵형이 우세하지만 터너 증후군 표현

형을 나타내는 증례를 보고하였으나[17], 본 사례의 대상자는 

46,XY 핵형이 우세한 45,X/46,XY 모자이시즘을 가지면서 

정상 남성의 표현형을 나타냈다. 

한편 본 사례에서는 혈액과 모발 시료에 대해 서로 다른 실

험 결과가 나타났다. 모발에 대해 진행한 STR 검사에서는 여

성의 유전자형이 관찰되었으나 혈액에 대한 검사에서는 정상 

남성의 결과가 관찰되었으며, 추가 실험에서 이는 모발 DNA

에 Y 염색체가 특히 적은 양으로 존재하기 때문임을 발견하

였다. 모발에서는 핵형 분석을 통해 모자이시즘을 직접 확인

할 수 없으나 혈액에서 확인된 모자이시즘을 바탕으로 45,X

의 핵형을 갖는 세포가 우세한 상태인 것으로 추측된다. 모발

에 포함된 적은 양의 DNA는 분해되기 쉽고, 모발 색소인 멜

Table 1. The result of DNA quantification from hair and blood

Sample
SA (ng/μL) Y (ng/μL) SA/Y

Quantity Mean±SD Quantity Mean±SD Quantity Mean±SD

Hair I 1.5207 1.5215±0.0373 0.0077 0.0086±0.0024 197.51 185.63±42.95

1.4847 0.0067 221.38

1.5592 0.0113 137.99

Hair II 0.3314 0.2954±0.0313 0.0015 0.0020±0.0014 227.74 205.20±117.81

0.2789 0.0009 310.11

0.2757 0.0035 77.76

Blood 0.3076 0.2985±0.0083 0.3066 0.2795±0.0238 1.00 1.07±0.06

0.2965 0.2696 1.10

0.2914 0.2622 1.11

SA, small autosomal target; Y, Y-chromosome target; SD, standard deviation.

Fig. 3. Karyotype of peripheral blood showing mosaicism of 45,X/46,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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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닌(melanin)이 PCR을 억제하며, 햇빛 등에 자주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DNA의 분석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휴

지기 모근(telogen hair root)이나 모간(hair shaft)의 경우

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18]. 본 연구에서는 모

근(hair root)에 비해 모간의 비율이 높은 모발 시료를 사용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특히 혈액과 차이가 나타났

을 것으로 추측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1], STR 검사 과정

에서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사례의 모발 시료

에는 45,X 핵형을 가진 세포가 우세하여 정상 남성에 비해 Y 

염색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양 존재하였으므로 확률적 영향으

로 인해 AMELY의 결실과 DYS391 좌위의 drop-out이 눈에 

띄게 관찰되었을 것이다. 

성별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일상적인 STR 검사에서뿐만 

아니라 범죄 수사 목적의 유전자 감식에서 필수적이므로, 검

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결과를 

면밀히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STR 검사에서 표현형과 유전자형으로 보여지는 성별 사이에 

불일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핵형분석을 통해 모자이시즘을 관

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자이시즘을 갖더라도 표현형과 유

전자형이 나타내는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경우 STR 검사에서

는 모자이시즘이 관측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유전

자 검사가 모발에 대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유전자형

(XX)이 확인되어 모자이시즘을 관측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검

사하는 시료의 종류에 따라 관측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STR 검사에서는 시료에 따른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유의하고 임상적으로 성염색체 이상이 의심되

는 경우에는 여러 부위의 시료를 이용하거나 검사를 반복하

여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

해 모발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

요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R 검사를 통해 관측된 모자이시

즘 사례의 보고를 통해 STR의 기본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여 

일상적인 STR 검사에서도 검사 결과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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