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O 표준 ST.26

고급

웨비나교육

참고: 이는후속모듈이며참여자가 ST.26 Basics에이미참여한것으로가정한다. 

ST.26 Basics 코스는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62848에서액세스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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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다뤄야할것

일반적으로사용되는특징키및한정자

특징위치형식

한정자값형식및비영어언어한정자값

특수상황 - DNA의우라실및 RNA의티민; DNA/RNA 하
이브리드분자

뉴클레오티드유사체, D-아미노산, 및분지된서열

서열변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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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사용되는특징
키및한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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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특징키는위치에의해확인된서열의하나이상의잔기를추가로설명하기
위해사용될수있다

- 뉴클레오티드서열에대한특징키가부록 I, 섹션 5에열거되어있다

- 뉴클레오티드서열에대한특징키는소문자이다; 예를들어, 

“misc_binding”

- 아미노산서열에대한특징키가부록 I, 섹션 7에열거되어있다

- 아미노산서열에대한특징키는대문자이다; 예를들어, “REGION”

한정자를사용하여특징을추가로설명할수있다

- 뉴클레오티드서열에대한한정자가부록 I, 섹션 6에열거되어있다

- 뉴클레오티드서열에대한한정자는소문자이다; 예를들어, “allele”

- 아미노산서열에대한한정자가부록 I, 섹션 8에열거되어있다

- 아미노산서열에대한한정자는대문자이다; 예를들어,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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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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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특징키는모든서열에필수인 “source”/“SOURCE” 특징을제외하고는선택
적이다.

각특징키는특징을추가로설명하는데사용할수있는한정자목록을가질
수있다.  대부분의한정자는선택적이나; 일부특징키는필수한정자를갖는
다.

“source”/“SOURCE” 특징에는한정자 “mol_type”/“MOL_TYPE” 및
“organism”/“ORGANISM”가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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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일부특징키는추가제한사항을갖는다

- 유기체범위; 예를들어, " C_region"은진핵생물로제한된다

- 분자범위; 예를들어, "D-loop"는 DNA 서열로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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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뉴클레오티드서열: “modified_base” 특징키

특징키 "modified_base" 및이의필수한정자 "mod_base"는변형된뉴클레
오티드를설명하기위해사용되어야한다 (ST.26, 단락 16)

"변형된뉴클레오티드"는다음을제외한임의의뉴클레오티드이다: 

- 데옥시-[a, g, c, 또는 t] 3’-모노포스페이트
- [a, g, c, 또는 u] 3’-모노포스페이트 (ST.26, 단락 3(f))

"변형된뉴클레오티드"는가능할때마다대응하는변형되지않은뉴클레오티
드에의해표현되어야한다 (부록 1, 섹션 1, 표 1). 그렇지않으면, 이는 "n" 으
로표현될수있다.  예를들어, "2'-O-메틸시티딘"은서열내의 "c"로표현되
어야한다.   "큐오신"은 "n"에의해표현되어야한다. 기호 "n"은단하나의잔
기에해당한다. 

필수한정자 'mod_base'의값은부록 I, 섹션 2, 표 2의값으로부터선택되어
야한다.  "기타"가값이면, 추가 "참고" 한정자는변형된잔기의완전하고축
약되지않은이름을포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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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뉴클레오티드서열: “modified_base” 특징키

예: 위치 15에서이노신을갖는뉴클레오티드서열

"이노신"은약어 "i"로부록 I, 섹션 2, 표 2에수록되어있다.



1010

특징키및한정자
뉴클레오티드서열: “modified_base” 특징키

예: 위치 22에서잔틴을갖는뉴클레오티드서열

"잔틴"은부록 I,섹션 2, 표 2에나열되어있지않으며; 따라서, 필수
"mod_base" 한정자에대한값은 "OTHER"이어야하며, 추가 "참고" 한정자
는값 "잔틴"과함께포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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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뉴클레오티드서열: “modified_base” 특징키

"modified_base"는또한무염기부위를설명하는데사용될수있다:

무염기부위는서열에서 "n"으로표현될수있으며, 값 “OTHER”을갖는
“mod_base” 한정자및값 "무염기부위"를갖는추가 "참고" 한정자와함께
"modified_base" 특징키를사용하여추가로설명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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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뉴클레오티드서열: "CDS" 특징키

특징키 "CDS"는코딩서열을확인하는데사용될수있다.  CDS 특징의위치
는정지코돈을포함해야한다. (ST.26, pgh. 89)

"CDS" 특징키에대한필수한정자가없다

일반적으로사용되는한정자는다음을포함한다:

“pseudo”                  “pseudogene”           “translation”

“transl_table”           “codon_start”            “transl_except”

“protein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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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뉴클레오티드서열: "CDS" 특징키

"CDS" 특징은다음한정자중하나만가질수있다:

한정자 설명 값

의사 CDS 특징이비-기능적이며번역을
갖지않지만, 의사유전자가아니라
는것을나타낸다

없음

의사유전자 CDS 특징이의사유전자이며번역을
갖지않음을나타낸다

처리완료
비처리
단일
대립유전자
공지되지않음

번역 CDS 번역으로부터유래된아미노산
서열을나타낸다

1-글자아미노산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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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뉴클레오티드서열: "CDS" 특징키

코딩서열에의해인코딩되고 "번역" 한정자에개시된 4개이상의구체적
으로정의된아미노산을함유하는아미노산서열은별개의서열로서서열
목록에포함되어야하고, 그자신의서열확인번호로지정되어야한다.  

아미노산서열로지정된서열확인번호는 "CDS" 특징키내의한정자
“protein_id”의값으로제공되어야한다. 

아미노산서열에대한 “SOURCE” 특징키의 “ORGANISM” 한정자는이의
코딩서열의것과동일해야한다.(ST.26, pgh.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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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뉴클레오티드서열: "CDS" 특징키

번역된서열을변형시킬수있는한정자:

한정자 설명 값

transl_table CDS를번역하는데사용되는유전
코드를나타내고; 내정값은 "1-표준
코드"이다

부록 I, 섹션 9의번
역표에해당하는숫
자

transl_except “transl_table”에정의된유전코드에
따르지않는코돈의번역을나타낸
다

(pos:<location>, 

aa:<amino_acid>)

codon_start 첫번째염기에대한 CDS의판독프
레임을나타낸다

1, 2, 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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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뉴클레오티드서열: "CDS" 특징키

예 - SEQ ID NO:1은효모미토콘드리아유전자로부터의코딩서열의단편이다
(유전코드표 "3-효모미토콘드리아코드"):

위치 30 내지 32에서의코돈
은셀레노시스테인을인코딩
한다 (Sec) 

서열은부분코돈으로시작한
다

이러한서열을정확하게나타내기위해 CDS 특징에어떠한정보가포함되
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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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뉴클레오티드서열: "CDS" 특징키

예 - SEQ ID NO:1은효모미토콘드리아유전자로부터의코딩서열의단편이다
(유전코드표 "3-효모미토콘드리아코드"):

• 서열은다음과같은서열목록에표시된다:

tggataatga agaagttaac gaagaatgta tgagattatt tttcaagaac gctcgtcatc taacatcaag gttgacat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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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뉴클레오티드서열: "CDS" 특징키

예 - SEQ ID NO:1은효모미토콘드리아유전자로부터의코딩서열의단편이다
(유전코드표 "3-효모미토콘드리아코드"):

• "CDS" 특징키

• 특징위치:  <1..80

“<“는코딩영역이위치 1 

이전에시작됨을나타낸다

위치는위치 78 내지 80에
서정지코돈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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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뉴클레오티드서열: "CDS" 특징키

예 - SEQ ID NO:1은효모미토콘드리아유전자로부터의코딩서열의단편이다
(유전코드표 "3-효모미토콘드리아코드"):

• "CDS" 특징키

• 특징위치:  <1..80

• 값 "3"을갖는 “codon_start” 한정자

3의 “codon_start” 한정자값
은첫번째전체코돈이위치
내의세번째위치에서시작

함을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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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뉴클레오티드서열: "CDS" 특징키

예 - SEQ ID NO:1은효모미토콘드리아유전자로부터의코딩서열의단편이다
(유전코드표 "3-효모미토콘드리아코드"):

• "CDS" 특징키

• 특징위치:  <1..80

• 값 "3"을갖는 “codon_start” 한정자

• 값 "3"을갖는 “transl_table” 한정자

부록 1, 섹션 9의유전코드
표는 “transl_table” 한정자의
값을결정하는데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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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뉴클레오티드서열: "CDS" 특징키

예 - SEQ ID NO:1은효모미토콘드리아유전자로부터의코딩서열의단편이다
(유전코드표 "3-효모미토콘드리아코드"):

• "CDS" 특징키

• 특징위치:  <1..80

• 값 "3"을갖는 “codon_start” 한정자

• 값 "3"을갖는 “transl_table” 한정자

• 값 “(pos:30..32,aa:Sec)”을갖는 “transl_except” 한정자

“transl_except” 한정자는아
미노산셀레노시스테인에

넣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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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뉴클레오티드서열: "CDS" 특징키

예 - SEQ ID NO:1은효모미토콘드리아유전자로부터의코딩서열의단편이다
(유전코드표 "3-효모미토콘드리아코드"):

• "CDS" 특징키

• 특징위치:  <1..80

• 값 "3"을갖는 “codon_start” 한정자

• 값 "3"을갖는 “transl_table” 한정자

• 값 “(pos:30..32,aa:Sec)”을갖는 “transl_except” 한정자

• 값을갖는 "번역" 한정자"DNEEVNEECURLFFKNARHTTSRLT "

정지코돈은번역한정자에
제시되지않는다! 



23232323232323

특징키및한정자
뉴클레오티드서열: "CDS" 특징키

예 - SEQ ID NO:1은효모미토콘드리아유전자로부터의코딩서열의단편이다
(유전코드표 "3-효모미토콘드리아코드"):

• "CDS" 특징키

• 특징위치:  <1..80

• 값 "3"을갖는 “codon_start” 한정자

• 값 "3"을갖는 “transl_table” 한정자

• 값 “(pos:30..32,aa:Sec)”을갖는 “transl_except” 한정자

• 값 “DNEEVNEECURLFFKNARHTTSRLT”를갖는 "번역" 한정자

• 번역을위한별도의단백질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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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뉴클레오티드서열: "CDS" 특징키

예 - SEQ ID NO:1은효모미토콘드리아유전자로부터의코딩서열의단편이다
(유전코드표 "3-효모미토콘드리아코드"):

• "CDS" 특징키

• 특징위치:  <1..80

• 값 "3"을갖는 “codon_start” 한정자

• 값 "3"을갖는 “transl_table” 한정자

• 값 “(pos:30..32,aa:Sec)”을갖는 “transl_except” 한정자

• 값 “DNEEVNEECURLFFKNARHTTSRLT”를갖는 "번역" 한정자

• 번역을위한별도의단백질서열

• 번역된단백질의 SEQ ID 번호를갖는 “protein_id” 한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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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뉴클레오티드서열: "CDS" 특징키

"CDS" 특징위치는서열의불연속세그먼트를단일코딩영역으로연결하기위
해 "연결" 위치연산자를사용할수있다

연결(위치1,위치2)

"CDS" 특징위치는특징이위치설명자에의해지정된서열에상보적인가닥
상에위치되는것을나타내기위해 "보완" 연산자를사용할수있다

보완(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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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아미노산서열: 일반적으로사용되는특징키

특징기호 설명 필수한정자?

SITE 흥미로운단일아미노산부위를나
타낸다

필수참고한정자는
부위를설명해야한
다

REGION 관심영역을나타낸다 없음; 참고는선택적
이다

BINDING 화학기에대한결합부위를나타낸
다

필수참고한정자는
화학기의명칭을함
유해야한다

UNSURE 서열에서의불확실성영역을설명한
다

없음; 참고는선택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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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아미노산서열: 변형된아미노산

"변형된아미노산"은다음을제외한임의의아미노산이다: 

L-알라닌 L-아르기닌 L-아스파라긴 L-아스파르트산
L-시스테인 L-글루타민 L-글루탐산 L-글리신
L-히스티딘 L-이소류신 L-류신 L-리신
L-메티오닌 L-페닐알라닌 L-프롤린 L-피롤리신
L-세린 L-셀레노시스테인 L-트레오닌 L-트립토판

L-티로신 L-발린
(ST.26, pgh. 3(e))

"변형된아미노산"은가능할때마다대응하는변형되지않은아미노산에의
해표시되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이는 "X"로표시될수있다.  예를들어, "

하이드록시리신"은서열에서 "K"로표시되어야한다.   "오르니틴"은 "X"로표
시되어야한다. (ST.26, pgh. 29).

기호 "X"는단지하나의잔기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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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아미노산서열: 변형된아미노산

여러특징키는 "변형된아미노산"을나타내는데사용될수있다.

필수참고한정자는변형을설명하기위한값과함께상기특징키각각과함
께포함되어야한다.

특징기호 설명

SITE 번역후변형되지않은아미노산을나타낸다

MOD_RES 번역후변형된아미노산을나타낸다

CARBOHYD 당화된아미노산을나타낸다

LIPID 아미노산에대한지질모이어티의공유결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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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아미노산서열: 변형된아미노산

Gly-Ser-N-acetylAla-Ser-Asp-Val-Orn-Lys-Asn-Val-Leu

1                       5                   10

아시알릴올리고당류

이러한서열을정확하게나타내기위해서열목록에어떠한특징키및한정
자가포함되어야하는가?

여기서, 위치 3의알라닌는번역후이다
세포에서변형되어 n-아세틸알라닌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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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아미노산서열: 변형된아미노산

Gly-Ser-N-acetylAla-Ser-Asp-Val-Orn-Lys-Asn-Val-Leu

1                       5                   10

아시알릴올리고당류

• 서열은다음과같은서열목록에표시된다:

GSASDVXKNVL

여기서, 위치 3의알라닌는번역후이다
세포에서변형되어 n-아세틸알라닌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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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아미노산서열: 변형된아미노산

Gly-Ser-N-acetylAla-Ser-Asp-Val-Orn-Lys-Asn-Val-Leu

1                       5                   10

아시알릴올리고당류

• 서열은다음과같은서열목록에표시된다:

GSASDVXKNVL

• 위치 "3"을갖는 “MOD_RES” 특징키및값 "N-아세틸알라닌"을갖
는참고한정자

여기서, 위치 3의알라닌는번역후이다
세포에서변형되어 n-아세틸알라닌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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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키및한정자
아미노산서열: 변형된아미노산

Gly-Ser-N-acetylAla-Ser-Asp-Val-Orn-Lys-Asn-Val-Leu

1                       5                   10

아시알릴올리고당류

• 서열은다음과같은서열목록에표시된다:

GSASDVXKNVL

• 위치 "3"을갖는 “MOD_RES” 특징키및값 "N-아세틸알라닌"을갖
는참고한정자

• 위치 "7"을갖는 “SITE” 특징키및값 "오르니틴"을갖는참고한정
자

여기서, 위치 3의알라닌는번역후이다
세포에서변형되어 n-아세틸알라닌이된다



33333333

특징키및한정자
아미노산서열: 변형된아미노산

Gly-Ser-N-acetylAla-Ser-Asp-Val-Orn-Lys-Asn-Val-Leu

1                       5                   10

아시알릴올리고당류

• 서열은다음과같은서열목록에표시된다:

GSASDVXKNVL

• 위치 "3"을갖는 “MOD_RES” 특징키및값 "N-아세틸알라닌"을갖
는참고한정자

• 위치 "7"을갖는 “SITE” 특징키및값 "오르니틴"을갖는참고한정
자

• 위치 "9"를갖는 “CARBOHYD” 특징키및값 "아시알릴올리고당
류에연결된 Asn 측쇄"를갖는참고한정자

여기서, 위치 3의알라닌는번역후이다
세포에서변형되어 n-아세틸알라닌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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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위치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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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형식
모든분자유형에대한위치설명자

위치설명자는서열에서특징의위치를확인하는데사용된다

ST.26은위치설명자의형식에대한필수요구사항을갖는다

다음위치설명자형식은뉴클레오타이드및아미노산서열에사용될수있
다:

WIPO 표준 ST.26, 단락 66(a)



36

위치형식
모든분자유형에대한위치설명자

WIPO 표준 ST.26, 단락 7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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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형식
뉴클레오티드서열에대해독점적인위치설명자

다음위치설명자형식은 DNA및 RNA 서열에만사용할수있다:

WIPO 표준 ST.26, 단락 6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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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형식
뉴클레오티드서열에대해독점적인위치설명자

x^y 위치형식을사용하는경우, x 및 y는인접한잔기여야한다

WIPO 표준 ST. 26, 단락 7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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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형식
위치설명자 – 아미노산서열에대한특별한경우

위치설명자 x..y는 “CROSSLNK” 또는 “DISULFID” 특징키와함께사용되는
경우 2개의표시된잔기사이의사슬간가교결합을나타낸다

WIPO 표준 ST.26, 단락 6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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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형식
위치설명자 – 아미노산서열에대한특수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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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형식
뉴클레오티드서열에대한위치연산자

3개의위치연산자가 DNA 및 RNA 서열에서사용할수있다: "연결", "순서" 

및 "보완"

연결위치연산자의사용은위치설명자에의해설명된뉴클레오티드잔기가
생물학적과정에의해물리적으로접촉되는것을의미한다 (ST.26, 단락 68)

"연결" 및 "순서"를사용하는위치는적어도두개의쉼표로구분된위치설명
자들을가져야한다

"보완"은 "연결" 또는 "순서와조합하여사용될수있다

WIPO 표준 ST.26, 단락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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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형식
뉴클레오티드서열에대한위치연산자

WIPO 표준 ST. 26, 단락 70(b)



궁금한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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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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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한정자추가정의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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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한정자추가정의특징

한정자는한정자명칭및종종한정자값으로구성된다



4747

한정자값

한정자추가정의특징

한정자는한정자명칭및종종한정자값으로구성된다

각각의특징키는상기특징에허용되는한정자목록을가질것이다.  일부
특징키는필수한정자를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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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한정자추가정의특징

한정자는한정자명칭및종종한정자값으로구성된다

각각의특징키는상기특징에허용되는한정자목록을가질것이다.  일부
특징키는필수한정자를갖는다.

특징키및이들의허용되는한정자는 ST.26, 부록 I, 섹션 5 (뉴클레오티드
서열) 및섹션 7 (아미노산서열)에열거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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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예 - 특징키 “misc_binding”는하나의필수한정자, “bound_moiety,” 및 6개
의선택적한정자를갖는다:

(ST.26, 부록 I, 섹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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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한정자추가정의특징

한정자는한정자명칭및종종한정자값으로구성된다

각각의특징키는상기특징에허용되는한정자목록을가질것이다.  일부
특징키는필수한정자를갖는다.

특징키및이들의허용되는한정자는 ST.26, 부록 I, 섹션 5 (뉴클레오티드
서열) 및섹션 7 (아미노산서열)에나열되어있다.

설명과함께뉴클레오티드서열에대한한정자는 ST.26, 부록 I, 섹션 6 (뉴
클레오티드서열) 및섹션 8 (아미노산서열)에열거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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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ST.26, 부록 I, 섹션 6.3 및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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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한정자값은여러형식유형을갖는다:

1. 미리정의된값선택을갖는한정자;

2. 정의된값형식을갖는한정자;

3. 값이서열인한정자;

4. 값을갖지않는한정자;

5. "자유텍스트" 값을갖는한정자

- "자유텍스트" 한정자값의서브셋은 “언어종속”으로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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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미리정의된값선택

미리결정된값선택을갖는한정자

예: 

“codon_start” – 값은 “1”, “2”, 또는 “3”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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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미리정의된값선택

예: “rpt_type”은제한된세트의값선택을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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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미리정의된값선택

미리정의된값선택을갖는한정자의경우, WIPO 서열은미리채워진드
롭-다운목록에허용되는모든값을표시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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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정의된값형식

정의된값형식을갖는한정자

예: "항코돈” – 값은형식으로존재해야한다

"(pos:<location>, aa:<amino_acid>, seq:<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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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서열

값이서열인한정자

예: "번역" – 값은하나의문자아미노산약어를사용하는서열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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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서열

한정자 "대체" – 값은단일뉴클레오티드잔기이거나, 일련의잔기이거나, 

비어있을수있다

"대체"에대한빈값은해당특징에표시된잔기의결실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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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서열

한정자 "대체" – 값은단일뉴클레오티드잔기이거나, 일련의잔기이거나, 

비어있을수있다. 

"대체"에대한빈값은해당특징에표시된잔기의결실을의미한다

"비어있는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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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값없음

값이없는한정자

예: 

“environmental_sample”      “germline”       “macronuclear”      “proviral”

WIPO 서열은값이없는한정자에대한값의추가를허용하지않을것이다

이들한정자는비어있는 “INSDQualifier_value” 요소를갖지않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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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Free Text”

많은한정자는 “자유텍스트” 값형식을갖는다.

ST.26, 단락 3(n)은 "자유텍스트를" ...특정한정자에대한값형식의유형
으로정의하며, 이는설명텍스트구문또는다른지정된형식 (부록 I에표
시됨)의형태로제시된다."

자유텍스트한정자값은 1000자로제한된다 (ST.26, pgh. 86)

"자유텍스트" 값형식을갖는한정자의서브셋은 "언어종속적"

"언어종속 "자유텍스트"는국가, 지역또는국제절차에대한번역을필요
로할수있다." ST.26, 단락 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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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자유텍스트”

"언어종속자유텍스트" 값을갖는한정자는번역을필요로할수있다

자유텍스트값형식을갖는한정자가언어종속적인지의여부를어떻게
결정할수있는가?

- ST.26, 부록 I, 섹션 6, 표 5는언어종속자유텍스트값형식을갖는모
든뉴클레오티드서열한정자를열거한다

- ST.26, 부록 I, 섹션 8, 표 6은언어종속자유텍스트값형식을갖는모
든아미노산서열한정자를열거한다

- 한정자설명에서 "필수값형식"을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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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자유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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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언어종속자유텍스트”

"언어종속자유텍스트" 한정자값은서열목록 XML에서 2개의언어로제
공될수있다: 영어및다른하나의비-영어언어 (ST.26, 단락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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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언어종속자유텍스트”

"언어종속자유텍스트" 한정자값은서열목록 XML에서 2개의언어로제
공될수있다: 영어및다른하나의비-영어언어 (ST.26, 단락 87)

영어의언어종속한정자값은 INSDQualifier_value 요소에제공되어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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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언어종속자유텍스트”

"언어종속자유텍스트" 한정자값은서열목록 XML에서 2개의언어로제
공될수있다: 영어및다른하나의비-영어언어 (ST.26, 단락 87)

영어의언어종속한정자값은 INSDQualifier_value 요소에제공되어야한
다

영어이외의임의의언어의언어종속한정자값은
NonEnglishQualifier_value 요소에제공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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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언어종속자유텍스트”

"언어종속자유텍스트" 한정자값은서열목록 XML에서 2개의언어로제
공될수있다: 영어및다른하나의비-영어언어 (ST.26, 단락 87)

영어의언어종속한정자값은 INSDQualifier_value 요소에제공되어야한
다

영어이외의임의의언어의언어종속한정자값은
NonEnglishQualifier_value 요소에제공되어야한다

언어종속자유텍스트값형식을갖는한정자에대해서만
NonEnglishQualifier_value 요소가허용된다 (ST.26, 단락 8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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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언어종속자유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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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언어종속자유텍스트”

서열목록 XML이비-영어한정자값을함유하는경우:

1. 서열목록 XML의루트요소는적절한 2-문자언어코드약어가있는
“nonEnglishFreeTextLanguageCode” 속성을함유해야한다 (ST.26 단락
43 및 8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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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언어종속자유텍스트”

서열목록 XML이비-영어한정자값을함유하는경우:

1. 서열목록 XML의루트요소는적절한 2-문자언어코드약어가있는
“nonEnglishFreeTextLanguageCode 속성을함유해야한다 (ST.26 단락 43 

및 87(b));

2. 서열목록의모든언어종속한정자는
"nonEnglishFreeTextLanguageCode" 속성에표시된언어로된값을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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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언어종속자유텍스트”

서열목록 XML이비-영어한정자값을함유하는경우:

1. 서열목록 XML의루트요소는적절한 2-문자언어코드약어가있는
“nonEnglishFreeTextLanguageCode 속성을함유해야한다 (ST.26 단락 43 

및 87(b));

2. 서열목록의모든언어종속한정자는
“nonEnglishFreeTextLanguageCode” 속성에표시된언어로된값을가져야
한다; 

3. NonEnglishQualifier_value 및 INSDQualifier_value 둘모두가단일한정자
에존재하는경우, 두요소를함유한정보는동일해야한다 (ST.26 단락
8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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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언어종속자유텍스트”

INSDQualifier “id” 속성 – 무엇인가?

ST.26 단락 87(d)는" 언어종속한정자의경우, INSDQualifier 요소는선택적
속성 ID를포함할수있다. 이러한속성의값은 "q" 형식이어야하며그뒤에양
의정수, 예를들어, "q23"이있어야하며, 하나의 INSDQualifier 요소에고유해

야하며, 즉, 속성값은서열목록파일에서한번만사용되어야한다"고명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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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언어종속자유텍스트”

INSDQualifier “id” 속성:

WIPO 서열에의해 XLIFF 파일로의내보내기를위해번역을요구할수있
는한정자값을고유하게확인한다; 

선택적;

언어종속한정자에대해서만허용됨;

서열목록에서고유해야한다;

WIPO 서열에의해생성된 XML에자동으로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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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자값
형식유형 – “언어종속자유텍스트”

“originalFreeTextLanguageCode” 속성

ST.26 단락 43은 “originalFreeTextLanguageCode” 속성을 "언어종속자유텍
스트한정자가준비된단일원본언어에대한언어코드..."로정의한다.

이러한속성은선택적이다



75

특수상황: 

DNA에서 DNA/RNA 하이브리
드분자우라실및

RNA에서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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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

리마인더: 우라실의 "u" 기호는 ST.26 에서허용되지않는다

DNA에서, "t"는티민이다

RNA에서, "t"는우라실이다

고려할두가지시나리오:

1. 우라실핵염기를갖는 DNA 분자또는티민핵염기를갖는 RNA 분자;

2. DNA/RNA 하이브리드분자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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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
DNA에서우라실및 RNA에서티민

서열이우라실핵염기를갖는 DNA 골격또는티민핵염기를갖는 RNA 골격을
갖는경우 –은 "변형된뉴클레오티드"로설명된다

ST.26 단락 14적용:

"14. 기호 "t"는 DNA에서티민및 RNA에서우라실로해석될것이다.  DNA의우라
실또는 RNA의티민은변형된뉴클레오티드로간주되며, 단락 19에의해제공된
바와같은특징표에추가로설명되어야한다." 

DNA 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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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
DNA 및 RNA 서열

본출원은다음의 RNA 서열을개시한다:

5'-cgucccacgugtccgaggua-3' 

위치 12의 "티민"을참고한다.  이잔기는변형된뉴클레오티드로주석을
달아야한다.

ST.26 단락 19는 DNA의우라실또는 RNA의티민은변형된뉴클레오티드
로간주되며서열에서 "t"로표현되어야하고, 특징키 “modified_base”, 한
정자값으로서 “OTHER”를갖는한정자 “mod_base” 및한정자값으로서 "

우라실" 또는 "티민"을각각갖는한정자 "참조"를사용하여특징표에추가
로설명되어야한다고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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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
DNA 및 RNA 서열

본출원은다음의 RNA 서열을개시한다:

5'-cgucccacgugtccgaggua-3' 

위치 12의 "티민"을참고한다.  이잔기는변형된뉴클레오티드로주석을
달아야한다.

ST.26 단락 19는 DNA의우라실또는 RNA의티민은변형된뉴클레오티드
로간주되며 "t"와같은서열로표현되어야하고, 특징키 “modified_base”, 

한정자값으로서 “OTHER”를갖는한정자 “mod_base” 및한정자값으로
서 "우라실" 또는 "티민"을각각갖는한정자 "참조"를사용하여특징표에
추가로설명되어야한다고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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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
DNA 및 RNA 서열

본출원은다음의 RNA 서열을개시한다:

5'-cgucccacgugtccgaggua-3' 

 모든우라실잔기는기호 "t" 로표시되어야한다.  따라서, 서열은다음과
같이서열목록에표시되어야한다:

cgtcccacgtgtccgag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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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
DNA 및 RNA 서열

본출원은다음의 RNA 서열을개시한다:

5’-cgucccacgugtccgaggua-3’

 모든우라실잔기는기호 "t" 로표시되어야한다.  따라서, 서열은다음과
같이서열목록에표시되어야한다:

cgtcccacgtgtccgaggta 

위치 "12"를 갖는 특징 키 “modified_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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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
DNA 및 RNA 서열

본출원은다음의 RNA 서열을개시한다:

5’-cgucccacgugtccgaggua-3’

 모든우라실잔기는기호 "t" 로표시되어야한다.  따라서, 서열은다음과
같이서열목록에표시되어야한다:

cgtcccacgtgtccgaggta 

위치 "12"를 갖는 특징 키 “modified_base”

값 “OTHER”를 갖는 한정자 “mod_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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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
DNA 및 RNA 서열

본출원은다음의 RNA 서열을개시한다:

5’-cgucccacgugtccgaggua-3’

 모든우라실잔기는기호 "t" 로표시되어야한다.  따라서, 서열은다음과
같이서열목록에표시되어야한다:

cgtcccacgtgtccgaggta 

위치 "12"를 갖는 특징 키 “modified_base”

값 “OTHER”를 갖는 한정자 “mod_base”

값 "티민"을 갖는 한정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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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
DNA 및 RNA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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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이하이브리드분자인경우; 즉, 골격의일부는 DNA이고, 골격의일부
는 RNA이다:

ST.26 단락 55적용:

"55. 하나이상의뉴클레오티드의 DNA및 RNA 세그먼트둘모두를포함하는뉴클레오
티드서열의경우, 분자유형은 DNA로표시되어야한다.  결합된 DNA/RNA 분자는특
징키 "공급원" 및값 "합성작제물"을갖는필수한정자 "유기체" 및값 "다른 DNA"를갖
는필수한정자 “mol_type”을사용하여특징표에추가로설명되어야한다.  결합된 DN

A/RNA 분자의각각의 DNA 및 RNA 세그먼트는세그먼트가 DNA이거나 RNA인지를나
타내는특징키 “misc_feature” 및한정자 “참고”로추가로설명되어야한다.

특수상황
DNA/RNA 하이브리드서열

DNA 세그먼트 RNA 세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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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이하이브리드분자인경우; 즉, 골격의일부는 DNA이고, 골격의일부
는 RNA이다:

ST.26 단락 55적용:

"55. 하나이상의뉴클레오티드의 DNA및 RNA 세그먼트둘모두를포함하는뉴클레오
티드서열의경우, 분자유형은 DNA로표시되어야한다.  결합된 DNA/RNA 분자는특
징키 "공급원" 및값 "합성작제물"을갖는필수한정자 "유기체" 및값 "다른 DNA"를갖
는필수한정자 “mol_type”을사용하여특징표에추가로설명되어야한다.  결합된
DNA/RNA 분자의각각의 DNA 및 RNA 세그먼트는세그먼트가 DNA이거나 RNA인지를
나타내는특징키 “misc_feature” 및한정자 “참고”로추가로설명되어야한다.

특수상황
DNA/RNA 하이브리드서열

DNA 세그먼트 RNA 세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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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이하이브리드분자인경우; 즉, 골격의일부는 DNA이고, 골격의일부
는 RNA이다:

ST.26 단락 55적용:

"55. 하나이상의뉴클레오티드의 DNA및 RNA 세그먼트둘모두를포함하는뉴클레오
티드서열의경우, 분자유형은 DNA로표시되어야한다.  결합된 DNA/RNA 분자는특
징키 "공급원" 및값 "합성작제물"을갖는필수한정자 "유기체" 및값 "다른 DNA"를갖
는필수한정자 “mol_type”을사용하여특징표에추가로설명되어야한다.  결합된
DNA/RNA 분자의각각의 DNA 및 RNA 세그먼트는세그먼트가 DNA이거나 RNA인지를
나타내는특징키 “misc_feature” 및한정자 “참고”로추가로설명되어야한다.

특수상황
DNA/RNA 하이브리드서열

DNA 세그먼트 RNA 세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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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이하이브리드분자인경우; 즉, 골격의일부는 DNA이고, 골격의일부
는 RNA이다:

ST.26 단락 55적용:

"55. 하나이상의뉴클레오티드의 DNA및 RNA 세그먼트둘모두를포함하는뉴클레오
티드서열의경우, 분자유형은 DNA로표시되어야한다.  결합된 DNA/RNA 분자는특
징키 "공급원" 및값 "합성작제물"을갖는필수한정자 "유기체" 및값 "다른 DNA"를갖
는필수한정자 “mol_type”을사용하여특징표에추가로설명되어야한다.  결합된
DNA/RNA 분자의각각의 DNA 및 RNA 세그먼트는세그먼트가 DNA이거나 RNA인지를
나타내는특징키 “misc_feature” 및한정자 “참고”로추가로설명되어야한다.

특수상황
DNA/RNA 하이브리드서열

DNA 세그먼트 RNA 세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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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이하이브리드분자인경우; 즉, 골격의일부는 DNA이고, 골격의일부
는 RNA이다:

ST.26 단락 55적용:

"55. 하나이상의뉴클레오티드의 DNA및 RNA 세그먼트둘모두를포함하는뉴클레오
티드서열의경우, 분자유형은 DNA로표시되어야한다.  결합된 DNA/RNA 분자는특
징키 "공급원" 및값 "합성작제물"을갖는필수한정자 "유기체" 및값 "다른 DNA"를갖
는필수한정자 “mol_type”을사용하여특징표에추가로설명되어야한다.  결합된
DNA/RNA 분자의각각의 DNA 및 RNA 세그먼트는세그먼트가 DNA이거나 RNA인지를
나타내는특징키 “misc_feature” 및한정자 “참고”로추가로설명되어야한다.

특수상황
DNA/RNA 하이브리드서열

DNA 세그먼트 RNA 세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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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출원은다음의 DNA/RNA 하이브리드서열을개시한다:

5’-ACCTGCcgucccacguguccgagguaGCATTA-3’

여기서, 대문자기호는 DNA 부분을나타내고, 소문자기호는 RNA 부분
을나타낸다.

특수상황
DNA/RNA 하이브리드서열

잔기 1 내지 6및 27 내지 32는 DNA이고, 잔기 7 내지 26은 RNA이다

고려대상:

1. 유기체지정

2. 분자유형및 mol_type

3. DNA 및 RNA 세그먼트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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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출원은다음의 DNA/RNA 하이브리드서열을개시한다:

5’-ACCTGCcgucccacguguccgagguaGCATTA-3’

여기서, 대문자기호는 DNA 부분을나타내고, 소문자기호는 RNA 부분
을나타낸다.

특수상황
DNA 및 RNA 서열

ST.26 단락 55는 "...분자유형은 DNA로표시되어야한다. 결합된
DNA/RNA 분자는특징키 "공급원" 및값 "합성작제물"을갖는필수한정
자 "유기체" 및값 "다른 DNA"를갖는필수한정자 “mol_type”을사용하여
특징표에추가로기술되어야한다"고명시한다. 

분자유형 = "DNA"

한정자유기체명칭 = "합성작제물"

한정자 mol_type = “다른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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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출원은다음의 DNA/RNA 하이브리드서열을개시한다:

5’-ACCTGCcgucccacguguccgagguaGCATTA-3’

여기서, 대문자기호는 DNA 부분을나타내고, 소문자기호는 RNA 부분
을나타낸다.

특수상황
DNA 및 RNA 서열

모든우라실잔기는기호 "t" 로표시되어야한다.  따라서, 서열은다음과같이
서열목록에표시되어야한다:

acctgccgtcccacgtgtccgaggtagca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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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출원은다음의 DNA/RNA 하이브리드서열을개시한다:

5’-ACCTGCcgucccacguguccgagguaGCATTA-3’

여기서, 대문자기호는 DNA 부분을나타내고, 소문자기호는 RNA 부분
을나타낸다.

특수상황
DNA 및 RNA 서열

ST.26 단락 55는 "결합된 DNA/RNA 분자의각각의 DNA및 RNA 세그먼트
는세그먼트가 DNA이거나 RNA인지를나타내는특징키 “misc_feature” 

및한정자 "참고"로추가로기술되어야한다" 고명시한다.

3개의세그먼트 = 3개의 "misc_feature" 특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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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출원은다음의 DNA/RNA 하이브리드서열을개시한다:

5’-ACCTGCcgucccacguguccgagguaGCATTA-3’

여기서, 대문자기호는 DNA 부분을나타내고, 소문자기호는 RNA 부분
을나타낸다.

특수상황
DNA 및 RNA 서열

세그먼트 1, 잔기 1 내지 6:

위치 "1..6"을갖는 "misc_feature" 특징키
값 "DNA"를갖는한정자 "참조"

세그먼트 2, 잔기 7 내지 26:

위치 "7..26"을갖는 "misc_feature" 특징키
값 "RNA"를갖는한정자 "참조"

세그먼트 3, 잔기 27 내지 32

위치 "27..32"를갖는 "misc_feature" 특징키
값 "DNA"를갖는한정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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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
DNA 및 RNA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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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
DNA 및 RNA 서열

DNA 세그먼트 1

DNA 세그먼트 3

RNA세그먼트 2



궁금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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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클레오티드유사체, 

D-아미노산, 및분지
된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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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분자유형
뉴클레오티드유사체

하나이상의뉴클레오티드유사체를함유하는핵산서열은 ST.26 규칙에적
용된다

뉴클레오티드유사체는 ST.26, 단락 3(g)(2) 아래의 "뉴클레오티드" 의정의
에포함된다:

"핵산 유사체의 골격을 형성하는 경우 2' 데옥시리보스 5' 모노포스페이트 또는 리보스 5'

모노포스페이트의 유사체는 2' 데옥시리보스 5' 모노포스페이트 또는 리보스 5' 모노포스
페이트골격을함유하는핵산에서핵염기의배열을모방하는핵염기의배열을발생시키며
, 여기서핵산유사체는상보적핵산과염기쌍을형성할수있다"

일반적인뉴클레오티드유사체는펩티드핵산(PNA), 글리콜핵산(GNA), 트
레오스핵산, 및모르폴리노를포함한다

5 '에서 3' 방향을모방하는좌측에서우측방향으로표시되어야한다. 

(ST.26, 단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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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분자유형
뉴클레오티드유사체

본특허출원은다음의글리콜핵산 (GNA) 서열을개시한다:

PO4-tagttcattgactaaggctccccattgact-OH

여기서, PO4 서열의말단은 DNA 서열의 5' 말단을모방한다.

이서열은필수이며서열목록에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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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분자유형
뉴클레오티드유사체

본특허출원은다음의글리콜핵산 (GNA) 서열을개시한다:

PO4-tagttcattgactaaggctccccattgact-OH

여기서, PO4 서열의말단은 DNA 서열의 5' 말단을모방한다.

이서열은서열목록에포함되어야한다

PO4 말단은 5' 말단을모방하므로서열은다음에표시되어야한다

제시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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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분자유형
뉴클레오티드유사체

본특허출원은다음의글리콜핵산 (GNA) 서열을개시한다:

PO4-tagttcattgactaaggctccccattgact-OH

여기서, PO4 서열의말단은 DNA 서열의 5' 말단을모방한다.

이서열은서열목록에포함되어야한다

PO4 말단은 5' 말단을모방하므로서열은다음에표시되어야한다

제시된방향

전체서열에 "modified_base" 특징키, 값 "OTHER"를갖는 “mod_base” 한정
자, 및 "글리콜핵산"과같은변형된뉴클레오티드의완전하고약칭되지않은
명칭을포함하는참고한정자가주석이달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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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분자유형
뉴클레오티드유사체

참고: 이예의대한확장된논의는다음에서찾을수있다
WIPO 표준 ST.26, 부록 VI, 예 3(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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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분자유형
D-아미노산

하나이상의 D-아미노산을함유하는아미노산서열은 ST.26 규칙에적용된
다

D-아미노산은 ST.26, 단락 3(a) 아래의 "아미노산"의정의에포함된다:

"아미노산"은 부록 I (섹션 3, 표 3 참조)에 제시된 임의의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될 수 있는
임의의 아미노산을 의미한다. 상기 아미노산은 특히 D-아미노산 및 변형된 또는 합성 측
쇄를함유하는아미노산을포함한다."

D-아미노산은상응하는변형되지않은 L 아미노산기호(가능한경우)로서서
열내에표시되어야한다

특징표에서변형된아미노산으로설명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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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분자유형
D-아미노산

본특허출원은다음과같은서열을기술한다:

D-Ala-D-Glu-Lys-Leu-Gly-D-Met

이서열은서열목록에포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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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분자유형
D-아미노산

본특허출원은다음과같은서열을설명한다:

D-Ala-D-Glu-Lys-Leu-Gly-D-Met

이서열은서열목록에포함되어야한다

AGKLGM으로표현되어야한다

위치 1의알라닌, 위치 2의글루탐산및위치 6의메티오닌에는각각 "SITE" 

특징키및 "참고" 한정자가주석이달려야하며, 이는상응하는아미노산의
완전하고약칭되지않은명칭을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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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분자유형
D-아미노산

참고: 유사한예의확장된논의는다음에서찾을수있다
WIPO 표준 ST.26, 부록 VI, 예 3(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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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분자유형
분지된서열

분지된핵산서열및분지된아미노산서열은 ST.26 규칙에적용된다

분지된서열의선형영역은 10개이상의구체적으로정의된뉴클레오티드
또는 4개이상의구체적으로정의된아미노산을함유하는경우서열목록
에포함되어야한다.  (WIPO 표준 ST.26, 단락 7)

최소길이요건을충족시키는분지된서열의각각의선형영역은그자신
의 SEQ ID 번호를갖는별도의서열로서포함되어야한다

각각개별선형영역에서구체적으로정의된잔기의수가고려되어야하며
, 이는구조내의구체적으로정의된잔기의총수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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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분자유형
분지된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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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분자유형
분지된서열

NH2-Asp-Gly-Ser-Ala-Lys-Lys-Lys-Lys-CO2H

NH2-Ala-Ala-Ser-His-Gly

본특허출원은다음과같은서열로펩티드를설명한다:.

여기서,         는글리신의카복시말단과리신의측쇄사이의아미드결
합을나타낸다

둘모두의선형영역은 ≥ 4개의구체적으로정의된아미노산을함유하므로, 

둘다서열목록에포함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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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분자유형
분지된서열

NH2-Asp-Gly-Ser-Ala-Lys-Lys-Lys-Lys-CO2H

NH2-Ala-Ala-Ser-His-Gly

본특허출원은다음과같은서열로펩티드를설명한다:

여기서,         는글리신의카르복시말단과리신의측쇄사이의아미드
결합을나타낸다

둘모두의선형영역은 ≥ 4개의구체적으로정의된아미노산을포함하므로, 

둘다서열목록에포함될필요가있다

각각의선형영역은그자신의 SEQ ID 번호를갖는별도의서열로서포함되
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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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분자유형
분지된서열

NH2-Asp-Gly-Ser-Ala-Lys-Lys-Lys-Lys-CO2H

NH2-Ala-Ala-Ser-His-Gly

본특허출원은다음과같은서열로펩티드를설명한다:

여기서,        는글리신의카르복시말단과리신의측쇄사이의아미드
결합을나타낸다

둘모두의선형영역은 ≥ 4개의구체적으로정의된아미노산을포함하므로, 

둘다서열목록에포함될필요가있다

각각의선형영역은그자신의 SEQ ID 번호를갖는별도의서열로서포함되
어야한다

아미드결합연결의위치및특성을표시하기위해둘모두의서열에주석을
달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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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분자유형
분지된서열

1

2

참고: 유사한예의확장된논의는 WIPO 표준 ST.26, 부록 VI, 예
7(b)-3에서찾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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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변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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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변이체

ST.26 단락 3(m)은 "변이체서열"을다음과같이정의한다

“일차 서열에 대한 하나 이상의 차이를 함유하는 뉴클레오티드 또는 아미노산
서열. 이들 차이는 대안적 잔기(단락 15 및 27 참조), 변형된 잔기(단략 3(g),

3(h), 16, 및 29 참조), 결실, 삽입, 및 치환을 포함할 수 있다. 단락 93 내지 95

를참조한다.”

변이체서열이개시되는방식은서열목록에어떻게표시되어야하
는지를결정할것이다.

ST.26 단락 93 내지 95는변이체가표시되어야하는방법을제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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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변이체
단락 93

단락 93: 일차서열및해당서열의임의의변이체, 이는각각이들의잔기의열
거에의해개시되고단락 7에포함되며, 각각서열목록에포함되어야하고, 이들
자신의서열확인번호가지정되어야한다.

각각의변이체가개별적으로열거된경우, 각각의변이체는그
자신의 SEQ ID 번호를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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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특허출원은다음의다중서열정렬을갖는도면을포함한다: 

컨센서스 LEGnEQFINAakIIRHPkYnrkTlnNDImLIK

Homo sapiens LEGNEQFINAAKIIRHPQYDRKTLNNDIMLIK

Pongo abelii LEGNEQFINAAKIIRHPQYDRKTVNNDIMLIK

Pan paniscus LEGNEQFINAAKIIRHPKYNRITLNNDIMLIK

Rhinopithecus bieti LEGNEQFINATKIIRHPKYNGNTLNNDIMLIK

Rhinopithecus roxellana LEGNEQFINATQIIRHPKYNGNTLNNDIMLIK

소문자는정렬된서열중우세한아미노산잔기를나타낸다. 

6개의열거된서열각각은그자신의 SEQ ID 번호를갖는별도의서열로서서열
목록에포함되어야한다.

서열변이체
단락 93

참고: 유사한예의확장된논의는다음에서찾을수있다
WIPO 표준 ST.26, 부록 VI, 예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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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변이체
적절한주석

변형체에대한주석을작성하는적절한기능키는분자유형및변이의특
성에좌우된다:

WIPO 표준 ST.26, 단락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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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변이체
가장제한적인모호성기호

ST.26 단락 15 및 27은모호성기호가필요한경우 "가장제한적인기호를
사용해야한다..."라고명시한다.

그게무슨의미인가?

예를들어,:

뉴클레오티드 서열에서, 위치가 "a" 또는 "c"일 수 있는 경우, "n" 대신에 모호
성기호 "m"을사용한다.

아미노산 서열에서, 위치가 "L" 또는 "I"일 수 있는 경우, "X" 대신에 모호성 기
호 "J"를사용한다.

"n" 및 "X"는내정값을 갖고있기때문에 "n" 또는 "X"가내정값이 아닌다른값
에사용되는경우에는주석이필요하다는것을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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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변이체
단락 94

단락 94: 임의의변이체서열은하나이상의위치에서열거된대안적잔기를갖
는단일서열로개시되며, 서열목록에포함되어야하며, 단일서열로표시되어야
하며, 여기서열거된대안적잔기는가장제한적인모호성기호로표시된다(단락
15및 27 참조).

변이체가별도로열거되지않고, 단순히일차서열내의가변잔
기로서제시되는경우, 이들은별도의 SEQ ID 번호를갖는것이
요구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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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특허출원은다음과같은서열의펩티드를개시한다:

Gly-Gly-Gly-[Leu 또는 Ile]-Ala-Thr-[Ser 또는 Thr]

단일서열로서열목록에포함될수있다

서열의바람직한표현은다음과같다: GGGJATX

[Leu 또는 Ile]은가장제한적인모호성기호 "J"로표시되어야한다

[Ser 또는 Thr]은 X가세린또는트레오닌이라는것을나타내는한정자참조와
함께특징키 “VARIANT”와함께기호 "X"로표시되어야한다









서열변이체
단락 94

참고: 이예의확장된논의는다음에서찾을수있다
WIPO 표준 ST.26, 부록 VI, 예 94-1.



121

서열변이체
단락 95

단락 95: 임의의변이체서열은서열목록의일차서열에서결실(들), 삽입(들), 또는치환(

들)에대한참조에의해서만개시되고, , 서열목록에포함되어야한다. 서열목록에포함되
는경우, 상기변이체서열: 

(a)는일차서열의주석에의해표시될수있으며, 여기서이는단일위치또는여러개의구
별되는위치에변이(들)를함유하며, 이들변이의발생은독립적이다; 

(b)는별도의서열로표시되어야하며, 이의자신의서열확인번호가지정되어야하고, 여
기서이는다수의별개위치에서변이를함유하며, 해당변이의발생은상호의존적이다; 

(c)는별도의서열로표시되어야하며, 이의자신의서열확인번호가지정되어야하고, 여
기서이는 1000개초과의잔기를함유하는삽입되거나치환된서열을함유한다 (단락 86 

참조).

"결실(들), 삽입(들), 또는치환(들)에대한언급"은변이체가산문
으로개시된다는것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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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변이체
단락 95(a)

본출원은다음과같은개시를함유한다:

펩티드단편 1: Gly-Leu-Pro-Xaa-Arg-Ile-Cys 

여기서, Xaa는임의의아미노산이다

*  *  *     

... 또다른구현예에서, 펩티드단편 1은 Gly-Leu-Pro-Xaa-Arg-Ile-Cys이고, 여기
서 Xaa는 Val, Thr, 또는 Asp일수있다…..

*  *  *

... 또다른구현예에서, 펩티드단편 1은 Gly-Leu-Pro-Xaa-Arg-Ile-Cys이고, 여기
서 Xaa는 Val일수있다…

일차서열, Gly-Leu-Pro-Xaa-Arg-Ile-Cys, 은단일위치에변이(들)을포함하며, 해당
변이의발생은독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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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변이체
단락 95(a)

일차서열은서열목록에포함되어야하며, 변이체는일차서열의주석에
의해표시될수있다

가장포괄적인구현예는서열목록에포함된버전이어야하며 – 이예에서, 

이는 Xaa가 "임의의아미노산"인버전이다

서열은 GLPXRIC로표시되어야하며, 위치 4에서의특징키 “VARIANT” 및
Xaa가 "임의의아미노산" 임을나타내는한정자 "참고"를필요로한다

필요하지는않지만, 다음 3개의변이체가서열목록에별도의서열로포함
되는것이권장된다:

GLPVRIC 

GLPTRIC 

GLPDRIC 









참고: 이예의확장된논의는 WIPO 표준 ST.26, 부록 VI에서찾을수있다, 

예 95(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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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변이체
단락 95(b)

본특허출원은다음과같은컨센서스서열을기술한다:

aatgn1cccacgaatgn2cac

여기서,n1 및 n2는 a, t, g, 또는 c일수있다.

여러변이체서열이다음과같이개시된다:

n1이 a인경우, n2는 t, g 또는 c이다
n1이 t인경우, n2는 a, g 또는 c이다
n1이 g인경우, n2는 t, a 또는 c이다
n1이 c인경우, n2는 t, g 또는 a이다

컨센서스서열은다수의별개의위치에서의변이를함유하고, 해당변이의발생은
상호의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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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센서스서열은서열목록에포함되어야하며, 변이체는별도의서열로표
시되어야한다

가장포괄적인구현예는서열목록에포함된버전이어야하며: 여기서 n1

및 n2"는 a, t, g 또는 c일수있다"

서열은 aatgncccacgaatgncac로표시되어야한다

특징키의부재하에서 "n"이 "a", "c", "g" 또는 "t" 중하나로해석되기때문에
n에대한주석이필요하지않다 (ST.26 단락 15 참조) 

필요하지는않지만, 다음 4개의변이체가서열목록에별도의서열로포함
되는것이강력히권장된다:

aatgacccacgaatgbcac (b = t, g, 또는 c)

aatgtcccacgaatgvcac (v = a, g, 또는 c)

aatggcccacgaatghcac (h = t, a, 또는 c)

aatgccccacgaatgdcac (d = t, g, 또는 a)









서열변이체
단락 95(b)



참고: 유사한예의확장된논의는다음과같을수있다
WIPO 표준 ST.26, 부록 VI, 예 95(b)에서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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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변이체
단락 95(c)

본출원은다음과같은개시를함유한다:

… -Met-Gly-Leu-Pro-Arg-Xaa-Arg-Ile-Cys-Lys- …

여기서, Xaa는 Gly 또는서열의삽입이고

Cys-Tyr-Ile-Lys-Ser-(1000 아미노산)-Leu-Thr-Pro-Lys

하나의변이체서열은 1000개잔기를초과하는삽입된또는치환된서열을함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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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a = 1000개가넘는잔기의삽입인변이체가그자신의 SEQ ID 번호를
갖는별개의서열로서서열목록에포함되어야한다.

Xaa = Gly인변이체가또한그자신의 SEQ ID 번호를갖는별개의서열로
서서열목록에포함될것이다.

…-MGLPRGRICK-…





서열변이체
단락 9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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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변이체

Q: 다음의개시에적용되는단락은무엇인가?

G-L-P-T-R-I-C-[L or I]-A-V-[G 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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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변이체

Q: 다음의개시에적용되는단락은무엇인가?

G-L-P-T-R-I-C-[L or I]-A-V-[G or A]

A:  단락 94:  

"임의의변이체서열은하나이상의위치에서열거된대안적잔기가있는단일
서열로개시되며, 서열목록에포함되어야하며, 단일서열로표시되어야하고, 

여기서열거된대안적잔기는가장제한적인모호성기호로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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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변이체

Q: 다음의개시에적용되는단락은무엇인가?

표의빈공간은변이체내의아미노산이 "서열" 내의상응하는아미노산과동일하
다는것을나타내고, "-" 는 "서열" 내의상응하는아미노산의결실을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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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변이체

Q: 다음의개시에적용되는단락은무엇인가?

표의빈공간은변이체내의아미노산이 "서열" 내의상응하는아미노산과동일하
다는것을나타내고, "-" 는 "서열" 내의상응하는아미노산의결실을나타낸다.

A: 단락 93

"일차서열및해당서열의임의의변이체는각각이들의잔기의열거에의해개
시되고, 단락 7에포함되며, 각각서열목록에포함되어야하고, 이들자신의서
열확인번호가지정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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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변이체

Q: 다음의개시에적용되는단락은무엇인가?

도면은하기서열을개시한다:

Met-Gly-Ala-Ile-Pro-Asp-Val-Lys-Arg-Ala-Cys-Trp (서열 1)

본명세서는서열 1과관련된다음정보를함유한다:

… 특정구현예에서, 서열 1의위치 7의발린은알라닌으로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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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변이체

Q: 다음의개시에적용되는단락은무엇인가?

A: 단락 95 (a): "임의의변이체서열은서열목록의일차서열에서결실(들), 삽입(들), 또는
치환(들)에대한참조에의해서만개시되고, 서열목록에포함되어야한다.  서열목록에
포함되는경우, 상기변이체서열: 

(a)는일차서열의주석에의해표시될수있으며, 여기서이는단일위치또는다수의구별
되는위치에변이(들)를함유하며, 해당변이의발생은독립적이다;"

도면은하기서열을개시한다:

Met-Gly-Ala-Ile-Pro-Asp-Val-Lys-Arg-Ala-Cys-Trp (서열 1)

본명세서는서열 1과관련된다음정보를함유한다:

… 특정구현예에서, 서열 1의위치 7의발린은알라닌으로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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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변이체

Q: 다음의개시에적용되는단락은무엇인가?

도면은하기서열을개시한다:

Met-Gly-Ala-Ile-Pro-Asp-Val-Lys-Arg-Ala-Cys-Trp (서열 1)

본명세서는서열 1과관련된다음정보를함유한다:

... 서열 1의위치 7의발린이알라닌으로대체되는경우, 위치 10의알라닌은발
린으로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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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변이체

Q: 다음의개시에적용되는단락은무엇인가?

도면은하기서열을개시한다:

Met-Gly-Ala-Ile-Pro-Asp-Val-Lys-Arg-Ala-Cys-Trp (서열 1)

본명세서는서열 1과관련된다음정보를함유한다:

... 서열 1의위치 7의발린이알라닌으로대체되는경우, 위치 10의알라닌은발
린으로대체된다....    

A: 단락 95 (b): 임의의변이체서열은서열목록의일차서열에서결실(들), 삽입(들), 또는
치환(들)에대한참조에의해서만개시되고, 서열목록에포함되어야한다.  서열목록에
포함되는경우, 상기변이체서열: 

(b)는별도의서열로표시되어야하며, 이의자신의서열확인번호가지정되어야하고, 여
기서이는다수의별개위치에서변이를함유하며, 해당변이의발생은상호의존적이다;



궁금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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