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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DNA typing을 통한 고유의 문자를 추출하여 디지털로 변환해 객체식별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

는 생체를 인증하기 위해 생체의 DNA를 추출하여 상기 DNA를 유일의 시리얼번호로 만들어 생체식별 및 객체 친계 식별

을 용이하게 하는 DNA typing을 통한 고유의 문자를 추출하여 디지털로 변환해 객체식별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시컨서

장비로 부(父), 모(母) ,자(子)의 DNA를 추출하는 단계와, 추출된 부(父), 모(母) ,자(子)의 DNA 중에서 STR maker의 순

서를 정하는 단계와, 부(父), 모(母) ,자(子) 각각에 대해서 순서화된 STR maker에 따라 반복횟수를 추출하여 고유에 디지

털 문자로 변환하여 객체서버의 DB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객체서버 DB에 저장된 부(父), 모(母) ,자(子)의 디지털 숫자

를 비교, 판단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본 발명은 DNA를 유일의 고유 숫자로 만들어 저장함으로써 신원을 전혀 확인 할 수 없

는 사람에 대해서 상기 고유 숫자를 이용하여 손쉽게 신원을 확인하는 효과가 있고 카드, 코팅된 종이 등으로 제작된 주민

등록증을 대용으로 사용하는 효과가 있고 범죄자, 전염병환자 등을 특별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매

우 뛰어난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유전자, DNA, STR maker, 염기서열, 반복횟수, 숫자, 컴퓨터, 서버, 디지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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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DNA typing을 통한 고유의 문자를 추출하여 디지털로 변환해 객체식별 하는 시

스템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DNA typing을 통한 디지털 객체식별 중에서 친자식별 제어 순서도,

도 3a 내지 도 3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부(父), 모(母) ,자(子)의 STR maker의 염기서열 반복횟수 예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DNA typing을 통한 디지털 객체식별 시리얼번호 구축 예시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20, 30, 41 : STR maker

11, 21, 31 : 부계 염기서열

12, 22, 32 : 모계 염기서열

13, 23, 33 : 부계 반복횟수

14, 24, 34 : 모계 반복횟수

40 : STR maker 배열 순서

42 : allele(p), allele(q)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DNA typing을 통한 고유의 문자를 추출하여 디지털로 변환해 객체식별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

는 생체를 인증하기 위해 생체의 DNA를 추출하여 상기 DNA를 유일의 시리얼문자로 만들어 생체식별 및 객체 친계 식별

을 용이하게 하는 DNA typing을 통한 고유의 문자를 추출하여 디지털로 변환해 객체식별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생체식별 및 객체 친계 식별 방법은 개개인 존재하는 DNA 다형성의 분석을 통해 개인식별 및 이를 이용한 가족, 혈

연관계를 식별하기 위해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STR maker들이고 상기 STR maker에서 DNAtyping(유전자

지문 추출)를 할때, 4염기가 반복하는 각 2개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게 되는 데 이것을 allele(p), allele(q)이다. 하나는 부

계로부터 온 것이며, 다른 하나는 모계로부터 온 것을 시퀀싱(sequencing)해서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기 종래의 기술은 염기서열만을 분석하여 나열할 뿐 개인 및 친자식별을 위한 DNA를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 디

지털화 하여 이 디지털화 된 문자를 자동으로 비교, 판단, 분석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DNA typing을 하는데 있어서

DNA maker들을 사용하고 이중에서 STR maker를 이용하여 DNA를 고유의 시리얼문자데이터로 생성하고 저장한 후 상

기 시리얼문자데이터를 기준으로 타 DNA의 시리얼문자데이터와 비교하여 개인식별 및 친자식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본 발명의 목적은 시퀀싱 장비로 부(父), 모(母) ,자(子)의 DNA를 추출하는 단계와, 추출된 부(父), 모(母) ,자(子)의

DNA 중에서 STR maker의 순서를 정하는 단계와, 부(父), 모(母) ,자(子) 각각에 대해서 순서화된 STR maker에 따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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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횟수가 나온다. 이 반복횟수를 이용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유의 디지털 숫자를 만들어서 객체서버의 DB에 저장

하는 단계와, 상기 객체서버 DB에 저장된 부(父), 모(母) ,자(子)의 디지털 숫자를 비교, 판단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DNA

typing을 통한 고유의 문자를 추출하여 디지털로 변환해 객체식별 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달성하였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구성을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DNA typing을 통한 고유의 문자를 추출하여 디지털로 변환해 객체식별 시스템

구성도로 관리자클라이언트(100), 객체식별서버(200), 회원클라이언트(300)로 구성되고 더욱 상세하게는 관리자클라이

언트(100)는 STR maker에 부계로부터 온 유전자와, 모계로부터 온 유전자가 STR maker에서 DNA typing(유전자 지문

추출)을 할 때 4염기가 반복하는 곳을 선택하여 몇 번 반복했는지에 대한 반복횟수를 고유의 문자(문자란 모든나라의 글짜

와 아라비아숫자 포함.)로 생성하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치데이터로 구축하여 객체식별서버(200)로 전송한다.

상기 객체식별서버(200)는 DB와, 객체식별툴(특허 출헌시에 개발한 프로그램)로 구성되고 상기 DB는 개인유전자 타입,

개인식별을 위한 디지털 문자, 성함(성별), 생년월일, 국적(지역 포함), 유전자 보관일의 정보가 모아져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DB로 구축하고 상기 객체식별툴은 STR maker의 반복횟수를 이용하여 수치화하고 상기 수치를 조합한 시리얼문자를

생성하고 비교대상 객체를 상기 시리얼문자를 비교하여 개인식별 및 친계 식별하는 것이다.

상기 회원클라이언트(300)는 개인식별 및 친계식별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는 것이다.

도 2는 상기 도 1의 DNA typing을 통한 디지털 객체식별 시스템을 이용한 친자식별 순서도로 친자식별을 하기 위해서 사

용되는 SRT maker는 2개의 대립유전자(allele(p), allele(q))로 이루어져 있고 상기 SRT maker의 4염기가 몇 번 반복했

는가를 확인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객체식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치화하고 이때 수치화된 부계, 모계, 자식의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일정퍼센트 이상 일치하면 친자로 판정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친자임을 판정하는 알고리즘과 이를 이용한 프로

그램을 구축한 것으로 하기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시퀀싱 장비로 부(父), 모(母) ,자(子)의 DNA를 추출하는 단계(S10)와;

추출된 부(父), 모(母) ,자(子)의 DNA 중에서 STR maker의 순서를 정하는 단계(S20)와;

부(父), 모(母) ,자(子) 각각에 대해서 순서화된 STR maker에 따라 반복횟수를 이용하여 고유의 문자를 생성하는 객체식

별 프로그램를 활용해 디지털 숫자로 변환하여 객체서버의 DB에 저장하는 단계(S30)와;

상기 객체서버 DB에 저장된 부(父), 모(母) ,자(子)의 디지털 문자를 비교, 판단하는 단계(S40)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시퀀싱 장비로 부(父), 모(母) ,자(子)의 DNA를 추출하는 단계(S10)는 혈액, 구강상피세포, 모근, 세포 추출 가능한

패치 등을 이용하여 세포를 추출한 후 상기 세포를 증폭하여 PCR로 DNA를 추출하는 것이다.

상기 추출된 부(父), 모(母) ,자(子)의 DNA 중에서 STR maker의 순서를 정하는 단계(S20)는 생체마다 염색체가 있다. 그

중에서 사람은 23개 염색체가 있으며 쌍으로 염색체가 이루어짐으로 46개가 된다. 23염색체중에 개인식별 및 친자식별이

가능한 STR maker가 존재하는데 현재 알려진 STR maker는 17정도가 있다.

한편, 상기 STR maker는 개인에 따라 반복횟수가 다르고, 또한, 각각의 STR maker의 반복횟수가 차이가 있다.

이하 STR maker 중에서 5개만 선별하여 설명한다.

1. D5S818

allele(p) : 7 ∼ 15(7, 8, 9, 10, 11, 12, 13, 14, 15)

allele(q) : 7 ∼ 15(7, 8, 9, 10, 11, 12, 13, 14, 15)

2. D7S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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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le(p) : 6 ∼ 14(6, 7, 8, 9, 10, 11, 12, 13, 14)

allele(q) : 6 ∼ 14(6, 7, 8, 9, 10, 11, 12, 13, 14)

3. D13S317

allele(p) : 7 ∼ 15(7, 8, 9, 10, 11, 12, 13, 14, 15)

allele(q) : 7 ∼ 15(7, 8, 9, 10, 11, 12, 13, 14, 15)

4. CSF1PO

allele(p) : 6 ∼ 15(6, 7, 8, 9, 10, 11, 12, 13, 14, 15)

allele(q) : 6 ∼ 15(6, 7, 8, 9, 10, 11, 12, 13, 14, 15)

5.TPOX

allele(p) : 6 ∼ 14(6, 7, 8, 9, 10, 11, 12, 13, 14)

allele(q) : 6 ∼ 14(6, 7, 8, 9, 10, 11, 12, 13, 14)

이와 같은 다수의 STR maker는 4염기가 반복하는 곳 즉, 예를들어 가장 보편화된 반복염기서열인 ATTT가 몇 번 반복하

는지 확인 후, 반복횟수를 고유의 문자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하여 디지털된 문자를 유일한 고유의 시

리얼문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수의 STR maker를 순서화하는 것이다. 또한 STR maker의 순서는 자유롭게 변경이 가

능하지만 친자식별을 하기 위한 부(父), 모(母) ,자(子)의 STR maker 순서는 동일하게 하여야 디지털값으로 판독이 가능

하다.

상기 부(父), 모(母) ,자(子) 각각에 대해서 순서화된 STR maker에 따라 반복횟수를 이용하여 고유의 문자를 생성하는 객

체식별 프로그램를 활용해 디지털 숫자로 변환하여 객체서버의 DB에 저장하는 단계(S30)는 상기 S20 단계에서 STR

maker 순서를 정한 후 도 3a에 도시된 실시예와 같이 부(父), 모(母) ,자(子)는 첫 번째 STR maker부터 열일곱 번째 STR

maker의 염기서열 반복횟수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DNA 프링팅에 있어서 가장 보편화된 반복염

기서열인 ATTT 의 반복횟수를 숫자화한 것이다. 즉, 도 3a에 도시된 아버지 STR maker(10)는 부계에서 온 반복횟수

(11, allele(p))과, 모계에서 온 반복횟수(12, allele(q))의 반복횟수(11, 12)를 숫자화한 실시예이다. 이와 같이 첫 번째

STR maker부터 열일곱 번째 SRT maker까지의 디지털값으로 모두 문자화 한다.

도 3b 내지 도 3c는 상기 도 3a에서 한 방법과 같이 어머니와 자식 모두 숫자화 하고 STR maker의 allele(p), allele(q) 숫

자는 PCR장비에 의해서 추출되고 이를 객체식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지털 문자화하여 전세계에서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 숫자로서 개인 인증 식별에 기준이 되는 고유 시리얼 문자가 생성되는 것이다.

한편, 고유 시리얼 문자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STR maker를 순서(40)를 정하고 STR maker(41)를 PCR장비로 분석

하여 allele(p)와, allele(q)의 디지털 숫자(42)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1101091201023232010222010304.......의 고유 문

자가 생성된다. 상기 고유 문자가 고유의 시리얼 문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식별을 완벽하게 한다. 또한 고유의 시리

얼 문자가 많아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기타 식별대행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일련의 산술연산을 수행하는 연

산프로그램에 의해서 allele(p)와, allele(q)를 조합한 시리얼문자의 단위수를 줄여 주민등록증문자와 같은 개인 고유문자

로 사용 가능하다.

상기 객체서버 DB에 저장된 부(父), 모(母) ,자(子)의 디지털 문자를 비교, 판단하는 단계(S40)는 상기 S30 단계에서 염기

서열 반복횟수를 디지털 문자화한 후 상기 숫자값을 비교 판독하는 것으로 실시예 도 3a 내지 도 3c와 함께 설명한다. 우

선, STR maker에서 추출된 allele(p)는 부계로부터 온 유전자이고 allele(q)는 모게로 온 유전자임으로 도시된 도 3a의

부계의 allele(p)와, allele(q)의 반복횟수는 7과 10이고 도 3c의 모계의 allele(p)와, allele(q)의 반복횟수는 8과, 10이다.

도 3b의 자식의 allele(p)와, allele(q)의 반복횟수는 7과, 11이다. 이때 자식은 부 또는 모로부터 받은 염기서열 반복횟수

중 어느 하나만이 동일하면 객체식별 서버(200)는 ok로 인증하고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도 3a 내지 도 3c의 두 번째 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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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r를 비교하면 부 또는 모로부터 받은 염기서열 반복횟수가 동일하지 않음으로 객체식별 서버(200)는 no로 인증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7번째 STR maker까지 판독한 한 후 ok 인증된 STR maker가 전체의 50%가 넘으면 친자로 판단한

다.

상기 객체식별 서버(200)는 산술연산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친자확률을 제공한다. 또한 개인별 DB를 구축하여 상기 기술

한 시리얼문자가 저장되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회원클라이언트(300)는 상기 시리얼문자만 입력하면 객체식별 서버

(200)가 입력된 시리얼문자를 검색하여 빠른 시간에 개인 및 친자를 정확히 판별한다.

개인식별 방법은 상기 도 2에 도시된 친자확인 단계(S10 내지 S40) 중에서 S30 단계까지 동일하고 단지 S40 단계에서의

확률이 100%가 되는 것이다. 보다 상세히 도 4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개인고유의 시리얼 문자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퀀싱 장비로 부(父), 모(母) ,자(子)의 DNA를 추

출하는 단계(S10)와, 추출된 부(父), 모(母) ,자(子)의 DNA 중에서 STR maker의 순서를 정하는 단계(S20)와, 부(父), 모

(母) ,자(子) 각각에 대해서 순서화된 STR maker에 따라 반복횟수를 고유의 문자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숫

자로 변환하여 객체서버의 DB에 저장하는 단계(S30)에 의해서 개인고유의 시리얼 문자를 생성하고 상기 시리얼 문자를

데이터화하여 객체식별서버(200)에 저장한다.

상기 객체식별서버(200)에 구축된 시리얼 문자데이터가 기준데이터가 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세포를 수

집하여 상기 S10단계 내지 S30단계 거쳐 비교데이터를 추출한다. 이와 같이 기준데이터와 비교데이터는 개인고유의 문자

로 되어 있음으로 객체식별서버(200)는 두 데이터의 수치만을 비교한 후 100% 수치가 일치하면 동일인으로 판별하는 것

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 설명한 예시와 같이, 본 발명은 DNA를 유일의 고유 숫자로 만들어 저장함으로써 신원을 전혀 확인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상기 고유 숫자를 이용하여 손쉽게 신원을 확인하는 효과가 있고 카드, 코팅된 종이 등으로 제작된 주민등록증을

대용으로 사용하는 효과가 있고 범죄자, 전염병환자 등을 특별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효과가 있고

객체식별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고유의 디지털 문자를 박코드, 2D코드, 칼라코드, RFID칩에 저장하여 신용카드등에 넣

어 2중 인증이 가능한 효과가 있음으로 BT, IT산업상 매우 유용한 발명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시퀀싱 장비로 부(父), 모(母) ,자(子)의 DNA를 추출하는 단계(S10)와;

추출된 부(父), 모(母) ,자(子)의 DNA 중에서 STR maker의 순서를 정하는 단계(S20)와;

부(父), 모(母) ,자(子) 각각에 대해서 순서화된 STR maker에 따라 반복횟수를 이용하여 고유의 문자를 생성하는 객체식

별 프로그램를 활용해 디지털 숫자로 변환하여 객체서버의 DB에 저장하는 단계(S30)와;

상기 객체식별서버의 DB에 저장된 부(父), 모(母) ,자(子)의 디지털 문자를 비교, 판단하는 단계(S40)로 이루어진 것을 특

징으로 하는 DNA typing을 통한 고유의 문자를 추출하여 디지털로 변환해 객체식별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문자는 개인고유의 시리얼 문자를 갖는 기준데이터이고 상기 기준데이터와 비교시 100%

동일할 경우 동일인임을 객체식별서버(200)에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NA typing을 통한 고유의 문자를 추출하여

디지털로 변환해 객체식별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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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문자는 allele(p)와, allele(q)의 반복횟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DNA typing을

통한 고유의 문자를 추출하여 디지털로 변환해 객체식별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문자는 객체식별 프로그램를 통해 생성된 고유의 문자 디지털 객체식별 하고 작

은 단위로 만들기 위해 산술연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단위수를 줄여 개인식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NA typing을 통한

고유의 문자를 추출하여 디지털로 변환해 객체식별 하는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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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도면3c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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