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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GS의 개요

DNA의	염기서열에는	개인의	형질	및	질병과	관련된	유전적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이를	분석하는	것

은	생물학적	현상	및	질병의	발생	기전을	이해하고	진단	및	치료에	활용하는	데	중요하다[1].	염기서열

을	분석하는	데에는	1970년대	Sanger에	의해	개발된	직접염기서열분석	방식이	전통적으로	널리	쓰였

고	이는	DNA	복제효소(polymerase)가	DNA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DNA	가닥을	계속	합성되도록	하는	디

옥시뉴클레오티드(deoxynucleotide, dNTP)와	DNA	가닥이	합성	도중	중단되도록	하는	디디오식뉴클레오

티드(dideoxynucleotide, ddNTP)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주어	무작위적으로	다양한	길이의	DNA	합성	조각

(fragment)들이	만들어지도록	하여	이를	전기영동(electrophoresis)으로	조각의	크기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2].	

근대식	장비는	ddNTP	염기에	형광을	붙여	미세관에	전기영동(capillary electrophoresis)을	하여	레이저로	검

출하는	기능을	갖추어	더욱	정교하고	정확한	염기서열	분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직접염기서열분석	방식은	수십년	동안	염기서열의	표준	방식으로	이용되었으며,	1990년	초에	

시작하여	2000년	초에	완성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은	분석하고자	하는	부위를	PCR	증폭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타겟을	분석할	경우	많은	시간과	노

력	및	비용이	소요되어	효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법이	개발되었으며	이것은	DNA	가닥을	각각	하나씩	분석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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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직접염기서열분석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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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조각의 분리 

형광 파장을 검출하여 염기순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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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직접	염기서열분석법에	비해	매우	빠르고	저렴하게	염기서열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직접염기서열분석방식을	이용한	인간게놈프로젝트는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었지만,	2008

년에는	새로	개발된	NGS를	이용하여	인간게놈프로젝트와	비슷한	정도의	결과를	짧은	시간에	훨씬	저

렴한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3].	NGS는	DNA	를	일정한	조각(fragment)으로	분절화시키고	장비가	인

식할	수	있는	특정	염기서열을	가진	올리고뉴클레오티드(oligonucleotide)를	붙여주는	라이브러리(library)	

제작,	각	라이브러리	DNA	가닥의	염기서열을	장비에서	읽는	단계,	그리고	장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가

공하여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절편화(Fragmentation)

DNA

시퀀싱(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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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GS의 개념 및 단계



NGS의 개요			07

샘플 획득
(Smaple collection)

샘플 퀄리티 확인
(Sample QC)

DNA 라이브러리 제작
(DNA library preparation)

시퀀싱
(Sequencing)

결과분석
(Raw data analysis)

그림 3. NGS 진행 과정(wor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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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GS 장비의 종류

NGS	장비는	2004년	최초로	상용화된	후	현재까지	그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요	NGS	플

랫폼들은	각자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플랫폼	및	기술,	가격까지	경쟁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일루

미나(Illumina),	써모피셔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	퍼시픽바이오사이언스(Pacific Biosciences),	옥

스포드나노포어(Oxford Nanopore Technologies)	등의	회사에서	출시된	제품들이	관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일루미나와	써모피셔사이언티픽	사의	2세대	시퀀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은	짧은	DNA	가닥을	만들어	빠른	속도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염기서열	분석을	하여	점돌연변이(point 

mutation)와	같은	작은	수준의	유전자	변화를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퍼시픽바이오사이언스,	옥스

포드나노포어	등의	3세대	장비들은	2세대	장비의	짧은	분석범위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PCR	증폭	

과정이	없이	DNA	단일분자를	실시간(real-time)으로	읽어	매우	긴	DNA	가닥의	염기서열을	한번에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	염기서열	측면에서	보면	정확도가	높지	않아	아직은	연구용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4]	최근	3세대	시퀀서	장비의	정확도가	점점	향상되고	있어	임상진단에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5].	

구분 Illumina Thermo Fisher  
(Life Technologies)

Roche PacBio Oxford Nanopore

2010 HiSeq 2000 출시 SOLID 5500w 및 5500 x| 출시
Ion Proton, Personal Genome  
Machine(PGM) 출시

Life Technologies,  
Ion Torrent 인수

GS Junior 출시

2011 MiSeq 출시 PacBio RS 출시

2012 HiSeq 2500 출시 Ion Proton 출시 Roche, Illumina  
인수 시도 실패

MinION, GridION 출시

2013 MiSeqDx,  
미 FDA 진단장비  
승인 획득

454 개발 중지 발표 PacBio RS II 출시

2014 NextSeq 500, 
HiSeq X Ten 출시 

Thermo Fisher,  
Life Technologies 인수

Roche, Genia 인수 PromethION 발표

2016 PromethION 출시

2017 NovaSeq 시리즈  
출시

PacBio Sequel 출시 

2018 iSeq 100 출시

표 1. 2010년 이후 주요 NGS 회사의 플랫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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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루미나Illumina 장비

일루미나(Illumina)	사의	기술은	DNA	가닥을	복제	혹은	합성하면서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sequencing	by	

synthesis	방식의	일종이다.	이	장비에서는	단편화된	샘플	DNA에	장비가	인식할	수	있는	어댑터(adapter)	

올리고뉴클레오티드(oligonucleotide)를	결합시킨	라이브러리(library)를	유리판에	부착된	탐침자(probe)

에	결합시키키고,	결합된	각	라이브러리를	증폭(bridge amplification)하여	각	DNA	단편에	대한	클러스터

(cluster)를	만든다.	여기에	각기	다른	형광이	부착된	염기(dATP, dCTP, dTTP, dGTP)와	함께	DNA	중합효소

(polymerase)를	넣어	주면	각	클러스터에는	라이브러리의	DNA의	염기서열에	상보적인	염기가	삽입되면

서	각기	다른	형광을	방출하게	된다.	염기	하나가	삽입될	때마다	방출된	형광은	장비에	부착된	CCD	카메

라로	사진을	찍고,	장비는	형광이	발생된	클러스터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가	각	클러스터의	형광	변화

를	감지하여	클러스터의	염기서열을	기록한다.	출시된	장비로는	iSeq,	MiniSeq,	MiSeq,	NextSeq,	HiSeq,	

NovaSeq	등이	있으며	열거된	순서에	따라	출력(output)이	높아져	대량의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림 4. 일루미나 장비의 원리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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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써모피셔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 장비

써모피셔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	사의	장비는	인수하기	전	처음	개발한	회사인	Ion	Torrent	장

비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장비는	라이브러리를	만든	후	이것을	미세한	비드(bead)에	붙여	증폭한다.	증

폭된	라이브러리가	부착된	비드는	촘촘한	미세	구멍(well)에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고	각	구멍	밑에는	전

류를	측정할	수	있는	반도체	칩	회로가	설계되어	있다.	각	구멍에	DNA	중합효소와	dATP,	dCTP,	dTTP	

및	dGTP	염기를	순차적으로	넣어	주면	라이브러리	서열에	상보적인	염기가	결합하는	합성	과정에서	방

출되는	수소이온(H+)으로	인하여	pH가	낮아지는	것을	반도체칩의	센서가	탐지하고	분석하는	방식이다.	

현재	출시된	장비로는	Ion	Personal	Genome	Machine(PGM)	및	Ion	S5	System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림 5. 써모피셔사이언티픽 장비의 원리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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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퍼시픽바이오사이언스Pacific Biosciences 장비 

퍼시픽바이오사이언스(Pacific Biosciences)	사는	SMRT(Single Molecule, Real-Time)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긴	샘플	DNA를	PCR	증폭	없이	그대로	장비의	작은	구멍에	하나씩	넣어서	실시간으로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장비의	작은	구멍의	바닥에는	각각	DNA	중합효소가	부착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형광이	부착된	dATP,	dCTP,	dTTP	및	dGTP	염기를	샘플	DNA와	함께	넣어	주면	상보적인	염기

가	삽입될	때마다	발생하는	반응을	형광	강도	변화로	검출하여	실시간으로	염기서열을	측정하는	방식이

다.	현재는	새로운	세대인	Sequel	장비가	출시되어	있다.

| 4 |  옥스포드나노포어Oxford Nanopore 사 

옥스포드나노포어(Oxford Nanopore)	사의	기술은	나노	크기(nano-scale)의	구멍(pore)에	한	가닥의	DNA

가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각	염기서열에	따른	전위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이다[6].	DNA와	효소가	결합된	

복합체는	얇은	막	위에	있는	모터	단백질(motor protein)에	붙고	외핵산분해효소(exonuclease)가	이중나선

(double-stranded)	구조의	DNA	끝에	결합하여	단일가닥(single-strand)	DNA를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단일가

닥	DNA는	막	단백질의	구멍을	통과하면서	전기신호를	발생하게	되어	이를	칩에서	측정을	하여	염기서

열을	판독하는	장비이다.	옥스포드나노포어	사에서는	장비가	따로	없이	칩(chip)만	판매하고	있으며,	이	

칩을	USB	포트를	이용하여	전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에	연결하면	컴퓨터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

집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A C T G
형광 
강도

시간

그림 6. 퍼시픽바이오사이언스 장비의 원리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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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각 장비의 장단점

각	NGS	장비마다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일루미나,	써모사이언티픽	등	2세

대	장비는	정확도가	높은	반면	시퀀싱	길이가	짧아	점돌연변이	검출에	유리하고	구조적	변화를	검출하

는	데는	취약하다.	반대로	퍼시픽바이오사이언스,	옥스포드나노포어	등	3세대	장비는	정확도는	낮은	반

면	시퀀싱	길이가	길어	점돌연변이	검출보다는	구조적	변화를	검출하거나	표준	염기서열이	없는	미생물	

등에서	새로운	조립(de novo assembly)을	할	때	유리하다.

일루미나 써모사이언티픽 퍼시픽바이오사이언스 옥스포드나노포어

세대 2세대 2세대 3세대 3세대

방식 Sequencing by  
synthesis, 형광 검출

Sequencing by synthesis, 
전위차 검출

Real-time sequencing, 
형광 검출

Real-time sequencing,  
전위차 검출

출시장비 iSeq
MiniSeq
MiSeq
NextSeq
HiSeq
NovaSeq

PGM
S5

Sequel I
Sequel II

Flongle 
GridION 
MinION  
PromethION 
VolTRAX

장점 높은 정확도 비교적 높은 정확도 긴 길이 긴 길이

단점 짧은 길이 짧은 길이 2세대에 비해 낮은 정확도 2세대에 비해 낮은 정확도

표 2. 각 NGS 장비의 장단점

그림 7. 옥스포드나노포어의 원리 및 칩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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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GS 전처리 과정

NGS	전처리	과정은	샘플	DNA	혹은	RNA가	NGS	장비에서	인식하여	염기서열분석을	할	수	있도록	가

공하는	과정이다.	NGS	장비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보통	샘플	DNA	혹은	RNA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양	끝에	특정한	염기서열을	가진	어댑터(adapter)	올리고뉴클레오티드(oligonucleotide)를	붙여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물을	라이브러리(library)라고	부른다.	

라이브러리	제작은	분절화(fragmentation),	말단수리(end-repair),	3 ′-말단	아데닌	추가(A-tailing),	어댑터	부착

(adapter ligation),	라이브러리	증폭(library amplification)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구성품들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한	상용화된	제품들이	현재	활발히	출시되고	있으며,	일루미나,	써모사이언티픽,	NEB	

등	글로벌	기업의	제품과	함께	디엑솜(Dxome)	등	국내	기업	제품들이	NGS	검사실에서	사용되고	있다.

| 1 |  분절화Fragmentation

샘플에서	추출된	핵산은	NGS	장비에서	분석	가능한	크기로	적절하게	절단시켜야	한다.	이것을	분절화

(fragmentation)라	부르고	물리적	또는	효소적인	방법으로	무작위로	절단을	일으킨다.	물리적	방법은	보통	

장비에서	초음파를	발생시켜	생성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핵산을	절단하며,	발생되는	에너지와	노출되

는	시간을	조정하여	분절화	길이를	조절할	수있다.	현재	Covaris,	Diagenode	및	Qsonica	사의	장비들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효소적	방법은	핵산을	무작위적으로	절단하는	nuclease,	fragmentase,	transposase	등

의	효소를	적절한	조건에	처리를	하여	원하는	크기의	핵산	분절(fragment)을	얻는	방법이다.

그림 8. 라이브러리의 구조, 일루미나(상) 및 써모피셔사이언티픽(하)

P5 어댑터 
(Adapter)

X 어댑터  
(Adapter)

샘플 바코드 
(Barcorde)

P1 어댑터
(Adapter)

리드 
(Read)

샘플 바코드 
(Barcorde)

샘플 바코드 
(Barcorde)

P7 어댑터
(Adapter)

리드(Read) 1 갭(Gap) 리드(Read) 2

타겟 DNA

일루미나(Illumina)

써모사이언티픽(Thermo Scient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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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분절화 효소적 분절화

정의 초음파를 이용한 유전물질 분절화 핵산에 작용하는 효소(뉴클리아제, DNA분해효소,  
유전자전위효소 등)를 이용한 유전물질 분절화

장점 분절되는 유전물질의 길이 조절이 간편함
무작위 분절화

유연한 샘플 용량
DNA 손상 최소화

단점 초기 장비 구매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샘플 양이 많이 필요 
시간 소요
DNA 손상

시퀀스 편향(bias)에 취약함
유전물질의 분절 길이 조절을 위한  
최적화(optimization)가 필요함

예시 Covaris® M220 Focused-
ultrasonicator(Covaris)
Bioruptor® Pico sonication system(Diagenode)
Q700 Sonicator(Qsonica)

SureSelect XT(Agilent)
NEBNext® dsDNA Fragmentase®(NEB)
Twist Bioscience Library Kit(Twist Bioscience)
Nextera® XT(Illumina) 

그림 9. 물리적 분절화(상)와 효소적 분절화(하)

표 3. 물리적 분절화와 효소적 분절화의 장단점

Transposase & Nuclease Genomic DNA

Variable by Enzymatic Reaction Time

Tagmentation(=효소적 분절화)

샘플 튜브

물(Water)

초음파(Ultrasound)

물리적 분절화 
(Physical fragmentation)

효소적 분절화 
(Enzymatic fra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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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라이브러리 제작Library Preparation

가. 말단수리End Repair

분절화가	끝난	핵산은	말단	부위가	완전히	이중나선(duplex)	구조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완전한	말단을	DNA	중합효소	등을	이용하여	절단해	내거나	상보적인	염기로	채워	끝까지	완전히	이

중나선	구조가	되도록	만들어	준다.	이	때	5′-말단에	인산기를	추가로	붙여	준다.	

나. 3′-말단 아데닌 추가A-tailing

말단	수리된	DNA의	3′-말단에는	효소를	이용하여	아데닌(adenine)	염기를	추가하여	주면	아데닌이	튀어

나와	걸쳐있는(overhang)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산물은	티민(thymine)이	걸쳐있는	어댑터(adapter)	올

리고뉴클레오티드와	상보적으로	결합하기	쉽게	된다.	

다. 어댑터 부착Adapter ligation

어댑터(Adapter)란	NGS	장비가	인식할	수	있는	고유한	염기서열을	가진	올리고뉴클레오티드로서,	DNA

에	어댑터를	붙여	주는	작업은	보통	리게이즈(ligase)	효소를	이용한다.	어댑터는	보통	Y자	형태(forked)	혹

은	U자	형태(hairpin)로	되어	있고	3′-말단에는	티민이	붙어	있어	A-tailing	작업이	끝난	산물에	리게이즈	

효소에	의해	쉽게	붙을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어댑터에는	샘플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염기서열이	있으며	이것을	인덱스(index)	혹은	바코드

그림 11. 3′-말단 아데닌(dA) 추가 과정

그림 10. 분절화 후 말단이 불완전한 DNA(좌)와 말단수선이 끝난 DNA(우)

3´

5´

3´

5´

3´

5´

3´

5´

3´

5´

3´

5´

5´

3´

5´

3´

5´

3´

5´

3´

5´

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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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code)라	부른다.	샘플	인덱스는	보통	수	개~수십	개	정도	되는	염기서열로	되어	있고	각	장비에서는	

약속된	인덱스	염기서열을	판독한	후	해당	라이브러리	DNA가	어느	샘플에서	유래되었는지	분류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2. 어댑터 부착 과정

그림 13. 일루미나의 샘플 인덱스(index) 예시

GATCGGAAGAGCACACGTCTGAACTCCAGTCAC
i7

바코드 ATCTCGTATGCCGTCTTCTGCTTG

바코드(인덱스) 염기서열

D701 ATTACTCG

D702 TCCGGAGA

D703 CGCTCATT

D704 GAGATTCC

D705 ATTCAGAA

D706 GAATTCGT

D707 CTGAAGCT

D708 TAATGCGC

D709 CGGCTATG

D710 TCCGCGAA

D711 TCTCGCGC

D712 AGCGATAG

5´ 3´

3´5´

3´ 5´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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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라이브러리 증폭Library amplification

어댑터가	붙은	라이브러리는	엑솜(exome) 혹은	타겟	패널	시퀀싱을	하기에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PCR	증폭	과정을	거친다.	여기엔	DNA	중합효소가	사용되며	DNA	복제	과정에서의	에러를	줄이기	위

해	정확도가	높은(high-fidelity)	중합효소가	많이	사용된다.	

마. 정제Clean-up 및 크기 선별size selection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예기치	않은	부산물이	생성되며	여기에는	프라이머끼리	비특이적으로	

붙는	다이머(dimer)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부산물은	NGS	분석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거해	주어

야	하며,	보통	특정	크기의	DNA를	특이적으로	제거하는	자성	비드(magnetic bead)를	사용하거나	전기영

동을	통한	제거	방식을	이용한다.	

| 3 |  자동화 장비Automated instruments

라이브러리	제작	단계나	표적	선별	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자동화한	장비들이	출시되고	있다.	써

모사이언티픽	사에서는	PCR	증폭부터	라이브러리	제작까지	한	장비	안에서	자동으로	진행되는	Ion	

Chef	장비를	출시하여	Ion	S5	NGS	System	장비에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이외에	

NGS	STAR	for	library	prep(Hamilton 사),	Sciclone	NGS	Workstation(Perkin Elmer 사)	등	자동	파이펫팅	기

능을	갖춘	여러	장비들이	출시되고	있다.	



18			타겟 선별

4. 타겟 선별Target enrichment

타겟	선별(Target enrichment)은	원하는	부위를	PCR	프라이머(primer)로	증폭을	하는	앰플리콘(amplicon)	방

법과	프로브(probe)를	이용하여	교합(hybridization)하는	캡쳐(capture)방법으로	나뉜다.	PCR	앰플리콘	방식

은	검사	소요시간이	더	짧고,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DNA를	필요로	하여	잘	디자인된	작은	수의	유전자	

패널에	대한	검사에	유용하지만,	패널의	유전자	수가	많아지거나	엑솜	시퀀싱(exome sequencing)을	수행하

는	경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한	PCR을	기반으로	한	검사는	PCR	증폭에서	생길	수	있는	편향(bias)

과	오류(error)의	영향을	받아	타겟	부위	별로	균일하게	증폭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forward	및	

reverse	프라이머	사이에	위치한	부위만	증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	부위를	검사할	때는	프라이머를	고

안하는데	유연성이	떨어진다.	유전자	수가	많아지면	간섭	효과가	적은	캡쳐	방식이	유리하지만	필요한	

DNA	양과	검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DNA	시퀀싱은	타겟의	범위에	따라	타겟	패널	시퀀싱(targeted panel sequencing),	엑솜	시퀀싱(whole 

exome sequencing)	및	전장	유전체	시퀀싱(whole genome sequencing)으로	나뉠	수	있다.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를	추가	작업	없이	NGS	분석을	하여	모든	DNA의	데이터를	얻는	것을	whole	genome	sequencing(WGS)

이라	하고,	모든	RNA의	정보를	분석하면	whole	RNA	sequencing이	된다.	원하는	유전자	부위만	보고자	

한다면	분석하고자	하는	부분의	DNA	혹은	RNA를	선별해야	하며	이것을	타겟	선별(target enrichment)이

라	하고	이렇게	NGS	분석을	하는	것을	targeted	sequencing이라	부른다.	

가. 전장 유전체 시퀀싱Whole genome sequencing, WGS 

전장	유전체	시퀀싱은	유전체	전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타겟	선별	단계가	필요	없으나	인트론(intron)

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을	분석하므로	시퀀싱	비용은	크게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각	영역별	시퀀싱	깊

이(depth)는	낮아지기	때문에	분석정확도가	낮아진다.	대신	인트론과	비번역	부위(untranslated region)을	분

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structural)	변이나	유전자	발현	조절과	관련된(regulatory)	변이를	검출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그림 14. 타겟 범위에 따른 DNA 시퀀싱의 종류

전장 유전체 시퀀싱타겟 유전자 패널 시퀀싱 엑솜 시퀀싱

5-500 유전자

분석 영역

시퀀싱 깊이

약 3천만개 염기, 22,000 유전자 약 30억개 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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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엑솜 시퀀싱Whole exome sequencing, WES

인간의	유전자는	약	22,000개	이상이	존재하며	엑손(exon)	부위는	단백질을	직접	코딩하는	부위로	전체	

유전체의	1~2%	정도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질환	연관	돌연변이는	이	위치에	존재하므로	엑솜	시퀀싱으

로	효과적으로	돌연변이를	검출할	수	있다.	엑솜	시퀀싱은	중간	정도의	시퀀싱	깊이를	얻을	수	있으며	전

장	유전체	시퀀싱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효율적이다.	

다. 타겟 패널 시퀀싱Targeted panel sequencing

타겟	패널	시퀀싱은	특정	질병이나	증상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들로만	구성된	패널을	구성하여	검사하

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가	여러	개인	경우	유용하다.	이	방법은	몇	개의	유전자를	선

택적으로	검사하므로,	엑솜	시퀀싱이나	전장	유전체	시퀀싱에	비하여	높은	시퀀싱	깊이(depth)를	얻을	수	

있어	정확도가	높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	임상	검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프로브 교합
(Probe hybridization) 

PCR 증폭
(Amplicon)

작업흐름 복잡함. 많은 시간이 소요됨(1-2 일). 덜 복잡함. 빠름(< 1 일)

비용 선행 비용 증가 선행 비용 감소

필요한 핵산 양 많은 양 적은 양

타겟 크기 5 kb~큰 사이즈(엑솜 등) ~1 Mb

표 4. NGS target enrichment법의 종류

그림 15. 유전자 크기에 따른 적절한 검사법

단일위치 단일유전자

NGS, PCR 방식NGS, PCR 방식

NGS, 
PCR 방식

NGS, 
프로브 방식 엑솜 전장유전체

PCR,
직접염기 서열분석 직접염기 서열분석

유전자 > 5 유전자 > 100 엑솜 전장유전체

샘
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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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PCR 엠플리콘amplicon 방식

1. 표적 중합효소연쇄반응Targeted PCR

중합효소연쇄반응(PCR)	방식의	타겟	선별은	일반적인	 forward	및	reverse	프라이머(Primer)를	제작하

여	원하는	유전자의	부위를	증폭시킨다.	하나의	PCR	튜브에	한	세트의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증폭하는

(singleplex PCR)	일반적인	방법도	가능하고	하나의	PCR	튜브에	여러	세트의	프라이머를	한	번에	넣어	주

어	다양한	표적을	한꺼번에	검출할	수	있는	다중중합효소	연쇄반응(multiplex PCR)도	사용될	수	있다.	다

중	중합효소	연쇄반응은	프라이머	사이의	간섭으로	인해	많은	유전자	부위들을	균일하게	증폭하는	것이	

까다롭지만	실험이	한	튜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적은	양의	시료에서	다양한	유전자	부위를	적은	비용

으로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

시퀀싱(Sequencing)

샘플 DNA

타켓 특이적 프라이머 
(Target-specific primer)

어댑터 부착 
(Adaptor ligation) 

그림 16. PCR 앰플리콘 방식의 NGS 전처리 모식도



타겟 선별			21

2. 어댑터 부착 및 인덱스 PCRAdapter ligation and index PCR

NGS	장비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댑터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PCR	증폭	산물을	리게이즈(ligase)를	이용할	

수	있다.	혹은	PCR	프라이머에	어댑터	염기서열	일부를	포함하도록	고안하여	1차	PCR	증폭을	진행한	

후	1차	PCR	프라이머	끝부분을	포함한	어댑터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2차	PCR	증폭을	하면	완전한	어댑

터가	포함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을	fusion	PCR	법이라고도	부른다.	2차	PCR	프라이머에

는	샘플	인덱스를	포함하도록	디자인할	수	있다[3].

그림 17. 리게이즈(Ligase) 방법(상) 혹은 fusion PCR(하) 방식을 이용한 어댑터 부착

Fusion PCR 방식 Forward

Reverse

2차 Reverse

2차 Forward

리게이즈(Ligase) 방식

리게이즈 처리
(Ligase)

어댑터 부착(Adpater ligation)
X P1

어댑터 및 바코드
(Adapter with ba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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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프로브 교합Probe hybridization 방식

프로브	교합(Probe hybridization)	방식은	보통	80~120	bp	정도	길이의	타겟	유전자에	특이적인	올리고뉴클

레오티드	프로브를	고안하여	샘플	DNA	라이브러리에	교합(hybridization)시키는	방식이다.	프로브	끝에

는	바이오틴(biotin)이	붙어	있어	아비딘(avidin)이	붙은	자성	비드(magnetic bead)에	결합	가능하도록	고안되

어	있다.	따라서	프로브와	프로브에	결합된	DNA	라이브러리는	자성	비드에	함께	붙게	되고,	이것을	자

석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걸러내게	된다.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어댑터에	의한	비특이적인	교합을	방지

하기	위해	블로킹	올리고(blocking oligonucleotide)를	첨가하기도	한다.

프로브교합	방식은	PCR	앰플리콘	방식에	비해	더	많은	양의	DNA가	필요하고	검사에	소요되는	시

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으나,	프로브	사이의	간섭이	덜하여	많은	수의	타겟을	비교적	고르게	선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검사해야	할	타겟이	많은	경우나	전체	유전자를	검사하는	엑솜(exome)과	같

은	경우	사용되는	방식이다.	또한	프로브교합	방식은	염기서열	변화뿐	아니라	유전자	복제	변이	수(copy 

number variation)	검출에도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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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Library)

블로킹 올리고
(Blocking oligo)

바이오틴 프로브
(Probe with biotin)

자성비드
(Magnetic bead  

with streptavidin)

자석
(Magnet)

타깃 프로브 교합(hybridization)

비드결합

증폭
(Amplification)

시퀀싱(Sequencing)

그림 18. 프로브 교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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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GS 분석 알고리즘

| 1 |  NGS 데이터 정도관리quality control, QC

1. NGS 데이터 정도관리의 필요성

NGS는	기술적	한계와	실험적	원인에	의한	다양한	오류(error)의	가능성이	있다.	NGS	염기서열분석	결과

의	원데이터(raw data)에서는	추정	오류	확률을	수치로	나타내며	Phred	점수가	각	염기의	품질을	나타내

는	지표로	활용된다(수식 1).	Phred	점수	20점은	해당	염기서열	결과가	오류일	확률이	1%이라는	것을	의

미하며,	30점은	0.1%의	오류	확률을	의미한다(표 5).	일반적으로	Q30	이상의	Phred	점수를	보이는	염기

는	시퀀싱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에	활용된다.	각	시퀀싱	리드(read)의	염기서열과	Phred	점수

를	같이	표시한	것을	FASTQ	파일이라	부른다.

QPhred = -10 log10 P (error)

FASTQ	파일은	시퀀스	고유ID,	각	리드의	시퀀스,	“+”	기호,	시퀀스의	각	베이스	별	Phred	점수로	된	네	

개의	줄로	구성되어	있다.	Phred	점수는	ASCII	심볼로	표시한다.

Phred quality score 시퀀싱 오류 확률

Q10 10%

Q20 1%

Q30 0.1%

Q40 0.01%

표 5. Phred quality score에 따른 시퀀싱 오류 확률

수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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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GS 데이터 정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가. FastQC (http://www.bioinformatics.babraham.ac.uk/projects/fastqc/)

FastQC	프로그램은	NGS	결과	생성된	FASTQ,	SAM	또는	BAM	파일을	입력하여	시퀀싱	품질을	평가하

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여러	품질	지표를	그래프로	보여준다.	주요	활용되는	지표로	per	base	

sequence	quality,	per	tile	sequence	quality,	per	sequence	quality	scores,	per	base	sequence	content	등이	있

다(http://www.bioinformatics.babraham.ac.uk/projects/fastqc/Help/3%20Analysis%20Modules/).	

그림 19. FASTQ 파일의 예시

@M04177:49:000000000-AU2F4:1:1106:9651:25561/1
GCTCAGAGGGCTAGGATTGCTTGGCAGGAGAGGGTGGAGTTGGAAGCCTG
+
?:?@BEDF@@@EDFDCECGEECGCEEECBEBCCD@ECCECDFDDEECCDF
@M04177:49:000000000-AU2F4:1:1111:28818:19518/1
TATATTTCTTTTTGATAACAAGTTATATATCTTTATGGTGTGTAATGTGA
+
AA@?BCDDDDDDCGCEDCEFCFDDDDDDDDDEDDDDFCCFCDCDEDFCFD
@M04177:49:000000000-AU2F4:1:1105:28692:15409/1
AAAGAGTATGTTATTCTCTGAGACTGAAAAAAAGGAAGGAAGCCAGGTCT
+
AA@BCECDDFCDDECEEEEGDFEEEFDDDDDBBECDDFCDDFECFFDCDE

시퀀스 고유 ID
시퀀스

+
품질점수

시퀀스 고유 ID
시퀀스

+
품질점수

시퀀스 고유 ID
시퀀스

+
품질점수

시퀀스 고유 ID
시퀀스

+
품질점수

@MO4177:49:000000000-AU2F4:1:2109:22164:12597
TATAGCTGCCAGATATTAGATTTTTGTCAGACTTACAGTTGGCAAATATT
+
@>??CDEFDDFFDEDECDFCECEDDFCDEFDEDDDEEFCDFDEEBDDCDD

표 6. Phred 점수와 ASCII 심볼

Q-Score Symbol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Q-Score Symbol

11 ,

12 -

13 .

14 /

15 0

16 1

17 2

18 3

19 4

20 5

21 6

Q-Score Symbol

22 7

23 8

24 9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A

Q-Score Symbol

33 B

34 C

35 D

36 E

37 F

38 G

39 H

4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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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base sequence quality

일반적으로	NGS	기술의	한계로	시퀀싱을	계속하다	보면	시퀀싱	리드(read)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시

퀀싱	품질	지표가	떨어진다.	품질이	우수한	NGS	결과는	시퀀싱	리드의	위치에	상관없이	품질지표가	일

정하게	높은	반면,	품질이	좋지	않은	NGS	결과는	시퀀싱	리드의	끝	부분으로	갈수록	품질지표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Per base sequence content

품질이	우수한	NGS	결과는	시퀀싱	리드(read)의	위치에	상관없이	A,	T,	G,	C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

는	반면,	품질이	좋지	않은	NGS	결과는	시퀀싱	리드의	위치에	따라	A,	T,	G,	C의	비율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0. FastQC를 이용한 정도관리 예. 품질이 우수한(좌) 결과 및 좋지 않은 결과(우)

그림 20. FastQC를 이용한 정도관리 예. 품질이 우수한(좌) 결과 및 좋지 않은 결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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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GS QC Toolkit (http://14.139.61.3:8080/ngsqctoolkit/)

NGS	QC	Toolkit	프로그램은	FastQC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NGS	초기	데이터의	품질	정보를	보여	준

다.	이	프로그램은	QC	tools,	formatter-converter	tools,	trimming	tools,	statistics	tools	등을	제공하며,	QC	

tools와	statistics	tools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FastQC와	유사하게	다양한	시퀀싱	품질	지표를	그래프로	보

여준다.	Trimming	tools는	시퀀싱	리드	끝	부위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각	read의	끝	부

분을	일괄적으로	제거를	하여	품질이	우수한	부위만을	분석에	활용하게	된다.

다. Trimmomatic (https://github.com/timflutre/trimmomatic)

FastQC를	통해	시퀀싱	리드의	끝	부위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각	시퀀싱	리드의	끝	부

분을	일괄적으로	제거(trimming)하여	품질이	우수한	부위만을	분석에	활용하게	된다.	이	때	사용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이	Trimmomatic이며,	paired	end	또는	single	end	시퀀싱	결과인	FASTQ	파일을	입력으로	받

는다.

| 2 |  매핑Mapping /정렬alignment

1. 매핑Mapping의 정의

시퀀싱	결과	생성된	FASTQ	파일은	매우	많은	짧은	리드(read)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퀀싱	리드들은	

분석	대상	DNA	조각의	염기서열	정보를	나타내지만	어떤	염색체	어느	위치에	있는	DNA	인지에	대한	

정보는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표준	유전체(reference genome)에서	위치를	찾아주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를	매핑(mapping) 혹은	정렬(alignment)라고	부른다.	

인간의	표준	유전체는	Genome Reference Consortium(GRC)에서	공개한	유전체	염기서열이	널리	쓰

이고	있다.	인간	표준	유전체는	2009년	hg19(GRCh37)	버전이	공개된	후에	이의	약점을	보완하고	개선된	

hg38(GRCh38) 버전이	2013년	공개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많은	유전체	연구들이	hg19	버전을	기반

으로	결과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hg19	버전이	표준으로	더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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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에서	생성된	원데이터(raw data)인	FASTQ	파일에	매핑이	완료되면	각	시퀀싱	리드	별로	표준유전체

에서의	염색체	번호	및	위치가	기록된다.	이를	SAM(sequence alignment map)	파일이라	부르며	이것은	용량

이	크기	때문에	압축된	파일을	보통	사용하며	이것을	BAM(binary alignment map)	파일이라	부른다.	SAM	

혹은	BAM	파일에는	유전체	위치뿐	아니라	매핑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점수(mapping quality, MAPQ),	시퀀

싱	리드에서	표준유전체	서열과	다른	염기를	표시해주는	정보(CIGAR string),	paired-end	시퀀싱에서	같은	

가닥의	반대편	시퀀싱	리드(mate)의	정보	등이	기록된다.	

인간 표준 유전체 버전 발표 일시 URL

NCBI35(hg17) 2004년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음.

NCBI36(hg18) 2006년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음.

GRCh37(hg19) 2009년 1.  ftp://gsapubftp-anonymous@ftp.broadinstitute.org/ 
bundle/hg19/

2.  ftp://ftp-trace.ncbi.nih.gov/1000genomes/ftp/ 
technical/reference/human_g1k_v37.fasta.gz 

GRCh38(hg38) 2013년 1.  ftp://gsapubftp-anonymous@ftp.broadinstitute.org/ 
bundle/hg38/

2.  ftp://ftp.ncbi.nlm.nih.gov/genomes/all/GCA/000/001/405/
GCA_000001405.15_GRCh38/seqs_for_alignment_ 
pipelines.ucsc_ids/GCA_000001405.15_GRCh38_ 
no_alt_analysis_set.fna.gz

3.  http://hgdownload.soe.ucsc.edu/goldenPath/hg38/bigZips/ 

표 7. 인간 표준유전체의 버전

M04177:49:000000000-AU2F4:1:1102:18514:17070 97 1 15583 0148M = 15583 148 ATGGCTCCCAAACCAGGAAG =?????@>>?BB<??@@@A@
M04177:49:000000000-AU2F4:1:1102:18514:17070 145 1 15583 0148M = 15583 -148 ATGGCTCCCAAACCAGGAAG =>>?@@?@?A@<?@@>?A@>
M04177:49:000000000-AU2F4:1:2103:9958:6882 163 1 16337 23151M = 16455 269 TTTGTTATTAGACCCCTTCT <B=??A?>B@?A;???@B?@
M04177:49:000000000-AU2F4:1:2103:9958:6882 83 1 16455 15151M = 16337 -269 CCACTATTTTATGAACCAAG @?>???BA@??>?B>A@A@<
M04177:49:000000000-AU2F4:1:1114:17878:15034 163 1 18095 0149M = 18235 284 AAGAGGCTCAGAGGGCTAGG =?@4?<<?@>?A@@@?@?@?
M04177:49:000000000-AU2F4:1:1106:9651:25561 99 1 18100 0151M = 18205 254 GCTCAGAGGGCTAGGATTGC =;?>=?A@>=>@>?@@?B@>
M04177:49:000000000-AU2F4:1:1106:9651:25561 147 1 18205 0149M = 18100 -254 CAGAGGCACGGGGAAATGGA ?>>?=>@>6>>>?BB?>>?@
M04177:49:000000000-AU2F4:1:1114:17878:15034 83 1 18235 07S144M = 18095 -284 ACTGCCCAGTAGCCTCAGGA 3<<,14:@<?6???@AA>?>

시퀀스 고유 ID CIGAR 시퀀스 Phred 점수위치

그림 22. BAM 파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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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영역 정의

1 QNAME 시퀀스 고유 ID

2 FLAG 플래그(Flag)

3 RNAME 표준염기서열에서 이름(염색체)

4 POS 표준염기서열에서 위치(position)

5 MAPQ 매핑 품질

6 CIGAR CIGAR 문자(string)

7 RNEXT 반대편 리드의 표준염기서열에서 이름(염색체)

8 PNEXT 반대편 리드의 표준염기서열에서 위치(position)

9 TLEN 템플릿의 길이

10 SEQ 시퀀스

11 QUAL Phred 점수

표 8. BAM 파일 각 열의 정의

M :

I :

D :

P :

N :

S :

H :

match / mismatch

insertion

deletion

padding

skip

soft-clip

hard-clip

GTTAGTCAGGTGCTGCAGCGTGGTCGATCAGATAG
GCTCGAGGTGCTG--GCGTGGTCGATAGTCAT

5S8M2D11M6S

5S 8M 2D 11M 6S

M :

I :

D :

P :

N :

S :

H :

match / mismatch

insertion

deletion

padding

skip

soft-clip

hard-clip

GTTAGTCAGGTGCTGCAGCGTGGTCGATCAGATAG
GCTCGAGGTGCTG--GCGTGGTCGATAGTCAT

5S8M2D11M6S

5S 8M 2D 11M 6S
표준 서열

시퀀싱 리드

CIGAR 문자

그림 23. BAM 파일의 CIGAR 문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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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pping 프로그램

가. BWA (http://bio-bwa.sourceforge.net/)

Burrows-Wheeler	Aligner(BWA)	알고리즘은	인간	유전체	매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알고리즘	중	하나이

며,	BWA-ALN,	BWA-SW	및	BWA-MEM	등의	다른	버전이	있다.	BWA-MEM은	70	bp	정도	되는	짧은	길

이에서부터	1	Mb에	이르는	긴	길이의	시퀀싱	리드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매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Novoalign (http://www.novocraft.com/products/novoalign/)

Novoalign	알고리즘은	BWA-MEM과	비교하여	분석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되나	정확도는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IGAR string 정의

D Deletion; the nucleotide is present in the reference but not in the 
read

H Hard Clipping; the clipped nucleotides are not present in the read.

I Insertion; the nucleotide is present in the read but not in the 
reference.

M Match; can be either an alignment match or mismatch.  
The nucleotide is present in the reference.

N Skipped region; a region of nucleotides is not present in the read

P Padding; padded area in the read and not in the reference

S Soft Clipping;  the clipped nucleotides are present in the read

X Read Mismatch; the nucleotide is present in the reference

= Read Match; the nucleotide is present in the reference

표 9. BAM 파일의 GIGAR 문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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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변이 검출Variant calling

SAM/BAM	파일이	생성되면	각	시퀀싱	리드를	분석하여	특정	위치에서	표준	유전체	서열과	다른	변이

(variation)가	있는지	찾아내는	작업을	한다.	이것을	변이	검출(variant calling)이라	부른다.	이것은	한	위치에	

여러	개의	시퀀싱	리드를	종합하여	변이가	있는지	확률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각	시퀀싱	리드에는	NGS	

장비에서	분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에러,	매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

에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진양성(true positive)	변이를	걸러낼	수	있는	통계적	알고리즘들이	사용된다.	

여기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의	종류,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파라미터,	데이터	전처리,	결과	필터링(filtering)	

과정에	따라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위양성(false positive)	또는	위음성(false 

negative)의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검출된	변이는	variant	call	format(VCF)	형식의	파일로	저장이	된다(https://samtools.github.io/hts-specs/

VCFv4.3.pdf ).	VCF에는	변이가	존재하는	염색체(CHROM),	유전체	위치(POS),	해당	위치에서	표준유

전체의	염기서열(REF),	샘플에서	관찰된	변이의	서열(ALT),	품질	지수(QUAL),	필터링	기준	충족	여부

(FILTER),	추가	정보(INFO)	등이	있다.	VCF	파일은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파일	크기를	줄이

기	위하여	바이너리(binary)	형식으로	전환한	BCF2	형식도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fileformat=VCFv4.2
##FILTER=<ID=LowQual,Description="Low quality">
##FORMAT=<ID=AD,Number=R,Type=Integer,Description="Allelic depths for the ref and alt alleles">
##FORMAT=<ID=DP,Number=1,Type=Integer,Description="Approximate read depth">
##FORMAT=<ID=GQ,Number=1,Type=Integer,Description="Genotype Quality">...

#CHROM POS ID REF ALT QUAL FILTER INFO FORMAT S1
1 45796269 SNP1 G C 12636.8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pass

DP=433;MQ=59.54;QD=29.18 GT:AD:DP:GQ:PL 1/1:0,433:433:99:12665,1297,0
1 45796354 SNP2 G T 1854.77 DP=131;MQ=60.00;QD=14.16 GT:AD:DP:GQ:PL 0/1:61,70:131:99:1883,0,1541
1 45796883 SNP3 T G 597.77 DP=426;MQ=58.56;QD=1.42 GT:AD:DP:GQ:PL 0/1:318,102:420:99:626,0,6835
1 45797505 SNP4 C G 2743.77 DP=92;MQ=58.93;QD=29.82 GT:AD:DP:GQ:PL 1/1:0,92:92:99:2772,276,0
1 45798555 SNP5 T C 9375.77 DP=355;MQ=58.62;QD=26.41 GT:AD:DP:GQ:PL 1/1:0,355:355:99:9404,1063,0
1 45804050 SNP6 C T 2367.77 DP=185;MQ=59.88;QD=12.80 GT:AD:DP:GQ:PL 0/1:99,86:185:99:2396,0,2512
1 45804416 SNP7 G GT 165.73 DP=177;MQ=56.06;QD=1.29 GT:AD:DP:GQ:PL 0/1:100,28:128:99:203,0,3724
1 45804422 SNP8 T TTG 3390.73 DP=149;MQ=55.72;QD=24.22 GT:AD:DP:GQ:PL 0/1:52,88:140:99:3428,0,1770

위치
(Position)

기타 정보

표준서열염기 
(Reference base)

변이염기
(Variant base)

그림 24. VCF 파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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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변이는	크게	생식세포(germ-line)	및	체세포(somatic)	변이로	나뉠	수	있다.	생식세포	편이는	보통	부

모로부터	물려받는	변이로서	한	사람의	모든	세포는	같은	변이를	가진다.	인간의	유전체에서는	보통	아

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물려받은	2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대립유전자(allele)이라	부른다.	

생식세포	변이는	2개의	대립유전자	중	하나(이형접합자, heterozygote)	혹은	2개	모두(동형접합자, homozygote)

에서	변이가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퀀싱	리드의	약	50%	혹은	100%로	변이가	관찰된다.

변수 설명

CHROM 염색체 번호

POS 변이의 base pair 위치

ID dbSNP에 등록되어 있다면 rs number가 기재됨

REF Reference base (A, C, G, T, N)

ALT Alternate base (A, C, G, T, N, *)

QUAL Phred-scaled quality score

FILTER PASS: 해당 변이는 모든 filtering을 통과; 그 외에는 filter된 기준을 명시

INFO Annotation과 같은 변이에 관한 추가 정보

FORMAT GT:GQ:DP:PL 등이 포함되며, GT는 0|0(reference homozygote),  
0|1(heterozygote), 1|1(alternate homozygote) 등  
각 샘플의 genotype을 나타냄. GQ는 genotype quality, DP는 depth,  
PL은 phred-scaled genotype likelihood.

표 10. VCF 파일의 주요 변수

CTGATAGATGATTAGCTCTCAGTCAA CTGATAGATGATTAGCTCTCAGTCAA CTGATAGATGATTAGCTCTCAGTCAA

GATGATTAGCTCTCAGTCAA
CTGATAGATGATTAGCTCTCAGT

ATAGATGATTAGCTCTCAGTCAA
GATAGATGATTAGCTCTCAGTC

CTGATAGATGATTAGCTC
ATAGATGATTAGCTC

ATGATTAGCTCTCAGTCAA
TAGATGATTAGCTCTCAG
ATAGATGATTAGCTCTCAGT

GATAGATGATTGGCTCTCA
AGATGATTAGCTCTCAG
AGATGATTGGCTCTCAGT

ATAGATGATTGGCTCTCAGTCAA
TGATTAGCTCTCAGTCAA

CTGATAGATGATTGGCTC
GATAGATGATTAGCTCTC
ATAGATGATTAGCTCTCAG
TAGATGATTGGCTCTCAGTCA

ATAGATGATTGGCTCTCAGTCAA
TGATAGATGATTGGCTC

TAGATGATTGGCTCTCAGT
AGATGATTGGCTCTCAG
TAGATGATTGGCTCTCAGT
AGATGATTGGCTCTCAGTCAA

ATAGATGATTGGCTCTC
CTGATAGATGATTGGCTCT

ATAGATGATTGGCTCTCAGTCAA

그림 25. 생식세포(Germ-line) 변이, 이형접합자 및 동형접합자

자연형(Wild-type) 이형접합자(Heterozygote) 동형접합자(Homozyg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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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	변이는	한	사람의	모든	조직에서	변이가	관찰되지	않고	일부	조직	혹은	일부	세포에서만	변이가	

관찰되는	것으로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암	돌연변이가	대표적이다.	변이를	가진	세포

의	비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NGS	분석을	하면	변이의	비율이	50%/100%로	고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비

율로	관찰될	수	있다.	암	조직에서도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의	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낮은	

비율의	돌연변이를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점 돌연변이single nucleotide variation, SNV 검출

Genome Analysis Toolkit(GATK)

점	돌연변이	검출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미국	Broad	연구소에서	개발한	Genome	Analysis	Toolkit	

(GATK)이	있다.	여기에는	생식세포	변이	검출에	최적화된	GATK-HaplotypeCaller	및	체세포	변이	검출

에	최적화된	GATK-Mutect	모듈이	있으며,	변이	검출	이전에	BAM	파일	데이터에	전처리(pre-processing)

를	하는	다양한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전처리	중	Mark	Duplicates	과정은	Picard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PCR	증폭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된	시퀀싱	리드(duplicate read)를	표시하여	제거하는	과정이다.	Base	Quality	Score	Recalibration(BQSR)	과

정은	NGS	장비에서	계산한	각	염기의	품질	점수를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NGS	장비의	고유

한	특성에	의한	오류(systematic error)에	의해	과다하게	높게	측정되거나(over-estimated)	낮게	측정된(under-

estimated)	품질	점수를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조정함으로써	정확하고	균일한	염기	품질	점수를	제공

한다.

검출된	각	변이는	Variant	Quality	Score	Recalibration(VQSR)	과정을	거쳐	품질	점수를	기계학습	방법

으로	예측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위해	1000	Genomes	Project나	HapMap	Project	등의	공개	데이터베

이스에	포함된	알려진	변이를	진양성(true positive)	데이터로	간주하여	그	변이들의	특징을	기계학습	방법

으로	학습한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	자료에	포함된	모든	변이에	대해	품질	점수를	예측한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하여	계산된	VQSR	점수를	기반으로	품질이	좋지	않은	변이를	제거할	수	있다(https://console.cloud.

google.com/storage/browser/genomics-public-data/resources/broad/hg38/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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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	점	돌연변이	검출에는	GATK-Mutect	모듈이	이용되며,	암	조직의	돌연변이를	검사할	때	같은	환

자의	정상	조직(matched control)의	NGS	데이터가	있으면	이를	함께	비교하는	옵션이	있다.	이를	사용할	

경우	변이	검출의	정확도를	올릴	수	있다.	

그림 26. GATK 알고리즘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 및 변이 검출과정

가공된(Processed)
BAM 파일

암 조직-정상 조직 비교 
(Tumor-normal pair)

타 샘플 정상 조직 결과 
(Panel of normal)

정상인에서의 빈도 
(Frequency in population)

변이 검출
(Variant calling)  

VCF 파일 

변이 필터링
(Filtering) 

주석
(Annotation)

FASTQ 파일 가공된(Processed)
BAM 파일

표준서열에 매핑
(Mapping to reference)  

변이 검출
(Variant calling)  

BAM 파일 VCF 파일

중복 리드 제거
(Remove duplicates) 

변이 필터링
(Filtering) 

질 점수 재계산
(Recalibrate quality score) 

주석
(Annotation)

그림 27. GATK 알고리즘을 이용한 체세포(somatic) 돌연변이 검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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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tools

SAMtools	프로그램은	SAM/BAM	파일을	가공하고	결과를	보여주며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등	다양

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중	mpileup	모듈을	활용하면	BAM/SAM	파일에서	변이를	추출할	수	있다.

| 4 |  유전자 복제수Copy number variation, CNV 및 구조적 변화structural variation 검출

1. 유전자 복제수 및 구조적 변화

인간의	세포는	보통	부모로부터	받은	2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유전자	복제수(gene 

copy)는	2이다.	일부	유전자에서는	이러한	복제	수가	늘어나거나(중복, duplication)	줄어들(결손, deletion)	수	

있으며	이것을	유전자	복제수	변화(copy number variation, CNV)라	부른다.	유전자	복제수	변화는	정상인들

에서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benign)가	대부분이며	이것을	유

전자	복제수	다형성(CNV polymporphism)이라고	한다.	반면	유전자	복제수가	변화하여	세포의	기능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구조적	변화(Structural variation)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유전자의	구조적	위치나	순서	혹은	복제수가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A B C D E F G H

A B C D E F G H

A B C D E F G H A D C B E F G H

B CA B C D E F G H

A B C E F G H

A B C D E F G H

A B C D E F G HW X

Y Z Y ZW X

결실(Deletion)

중복(Duplication)

역위(Inversion)

전위(Translocation)

그림 28. 유전체 재배열의 종류 



36			NGS 분석 알고리즘

2. 유전자 복제수 및 구조적 변화 검출 프로그램

NGS	데이터에서	복제수	또는	구조적	변화를	검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리의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다.	Paired-end	read	mapping(PEM) 알고리즘은	일루미나	장비의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짝지어진(paired)	시퀀싱	리드가	매핑되는	패턴(매핑	간격,	매핑	방향	등)을	이용하여	구조적	변이를	발굴한

다.	예를	들어,	짝지어진	두	개의	시퀀싱	리드가	예상되는	사이즈에	비하여	더	큰	간격으로	맵핑되는	경

우	분석	샘플의	해당	영역에	결손(deletion)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혹은	시퀀싱	리드의	깊이(depth)의	차

이를	비교하여	다른	엑손	혹은	다른	샘플에	비하여	시퀀싱	깊이가	증가	혹은	감소한	것을	분석하여	중복

(duplication)	혹은	결손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을	read	depth	방법이라	하며	유전자복제수	검출에	유리

하며	엑솜이나	타겟	패널	분석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또	다른	방법은	시퀀싱	리

드가	중간에	전혀	다른	부위에	매핑된	절단점(breakpoint)을	찾아	분할하여	분석함으로써	결손	혹은	삽입

( insertion)	등을	찾아내는	것으로서	스플릿	리드(split-read)	분석이라	부른다.	스플릿	리드	분석은	구조적	변

화를	효율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유전자	재조합의	절단점	부위에	시퀀싱	리드가	존재해야	분석

이	가능하며,	보통	유전자	재조합이	인트론( intron)에	존재하기	때문에	엑손(exon)만	분석하는	엑솜,	타겟	

패널	등의	방법에서는	검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전장유전체	시퀀싱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Read-depth 방식

Split-read 방식

결실(Deletion)

시퀀싱 리드 시퀀싱 리드 시퀀싱 리드

표준서열 표준서열
삽입(Insertion)

중복(duplication)

그림 29. NGS를 이용한 유전자 복제수 및 구조 변이 발굴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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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발된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의	수는	40개	이상으로	매우	다양하며	비교적	최근까지	업데이트

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각	프로그램별로	장단점이	있고	검출할수	있는	유전자

복제수의	크기가	각각	다르나	대체적으로	위양성(false-positive)이	많기	때문에	알고리즘에서	검출된	후	다

른	방법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 구조적 변화 검출 원리 URL

DELLY2 가능 read pair, split read https://github.com/dellytools/delly

EXCAVATOR2 - read depth https://sourceforge.net/projects/
excavator2tool/

XHMM - read depth https://atgu.mgh.harvard.edu/
xhmm

LUMPY 가능 read pair, split read https://github.com/arq5x/lumpy-
sv

Pindel 가능 read pair, split read https://github.com/genome/pindel

표 11. 대표적 유전자 복제수 및 구조적 변화 검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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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유전자복제수 검출의 예(엑손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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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유전자복제수	변화가	여러	개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비교적	큰	부위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

한	변화도	적절한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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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유전자복제수 검출의 예(큰 부위의 염색체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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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NGS 분석 서버

1. NGS 데이터의 크기 및 분석 시간

NGS	원데이터(raw data)인	FASTQ	파일이나	매핑이	완료된	SAM	파일은	하나의	커다란	텍스트(text)	파

일이다.	이러한	텍스트(text)	파일은	효율적으로	저장	혹은	분석하기	위하여	압축	과정을	거치며	FASTQ	

파일은	gzip,	SAM	파일은	바이너리	BAM	파일로	보통	압축한다.	압축된	파일은	보통	수십	메가바이트

(megabyte)에서	수십	기가바이트(gigabyte)까지	다양하며	이러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성

능(high performance computing)	서버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분석하는	경우

도	늘고	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분석하기	위하여	병렬	연산(parallel computing)을	할	수	있으

며,	이것은	데이터를	쪼개서	각각	컴퓨터의	CPU	코어에	할당하여	나누어	분석하도록	한	다음	결과를	다

시	모으는	방식이다.	

2. 클라우드Cloud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인터넷을	통해	가상화된	컴퓨터의	시스템리소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클라우드(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성능	연산이	필요한	유전체	분석에	있어	일반	사용자가	고가의	분석용	서버를	구매하고	프로그램을	설

치하고	구동하며	관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고성능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는	것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다양한	IT	기업에서	이와	같은	유전체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PU core)코어 수

작은
클러스터

소
요

 시
간

클러스터

작업(Job) 1
작업(Job) 2

그림 32. NGS 데이터의 분산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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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상용화Commercial 및 맞춤형custom 프로그램

NGS	분석	프로그램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된	오픈소스(open-source)	프로

그램과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된	유료	프로그램이	있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은	보통	명령어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사용자들이	맞춤형으로	최적화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상용화	프로그램은	사용자	편의성이	좋은	그래픽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기반이	

많고	분석이	정형화되어	있으며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도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

러나	프로그램의	유연성이	높지	않고	최신	알고리즘에	대한	업데이트가	느리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회사 URL 및 특징

Google Genomics https://cloud.google.com/genomics/

Platform as a Service(PaaS) 기반 유전자 분석 및  
데이터 저장 가능

Microsoft Genomics https://www.microsoft.com/en-us/genomics/

Software as a Service(SaaS)를 통해 최적화된  
GATK 파이프라인의 이용이 가능

Amazon AWS/EC2 https://aws.amazon.com/health/genomics/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Infrastructure as a Service(IaaS) 기반 클라우드 제공

표 12. NGS 데이터의 클라우드 분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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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유전체 데이터베이스database 및 주석annotation

NGS	변이가	검출되면	이	변이가	어떤	유전자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변

이	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퀀싱을	통하여	발굴하게	되는	변이의	수는	대략	수천	개에서	수백만	개

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으므로	사람이	일일이	분석하기는	어렵고	각	변이마다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주는	

작업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자동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주석(annotation)이라	부른다.	

1. 정상인 데이터베이스Population database

질환과	관련이	없고	정상인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유전자	변이를	다형성(polymorphism)이라	부른다.	

NGS	검사를	하면	표준	염기서열과	다른	많은	수의	변이가	발견이	되고	대부분은	다형성	변이이다.	따

라서	다형성	변이를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정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되는	변이의	빈

도(population frequency)가	중요하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특별한	건강의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는	정

상	성인을	모아	전장	엑솜(whole exome)	검사를	하여	변이의	빈도를	측정한다.	특정	질환의	환자를	대상으

로	변이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상인	변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편의상	정의할	수	있지만,	아

프로그램 입력 파일 주요 기능 특징

CLC workbench VCF, FASTA,  
GFF/GTF/GVF,  
BED 외 다양한 파일

Resequencing, read mapping,  
de novo assembly,  
variant detection, RNA-Seq,  
ChIP-Seq, database search 등

다양한 종류의 NGS 자료의 분석이  
가능하며, 1000 Genomes Project,  
dbSNP, pubmed, Ensembl 등  
외부 데이터와 연계 가능

Partek NGS 데이터 
(FASTQ, BAM, SAM),  
마이크로 어레이 
(Affymetrix, Illumina)

RNA-Seq, miRNA-Seq,  
ChIP-Seq, DNA-Seq, Methylation,  
WGS/WES, Pathway enrichment,  
Fusion detection and Variant calling

Partek Genomics Suite와  
Partek Flow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다르며,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변이 검출 파이프라인의 구성가능

NextGENE NGS data SNP/Indel analysis, CNV prediction  
and disease discovery, whole  
genome alignment 등

비교적 작은 규모의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NGS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며  
Windows에서 구동

Alamut VCF,  
tab-delimted file

high-throughput annotation 임상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이의 시각화(visualization)에 초점이 
 맞추어진 프로그램

Custom 프로그램 NGS 데이터 R, python, perl, JAVA 등으로 작성된  
공개 프로그램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구성으로 분석 파이프라인을  
설계할 수 있음.

Windows 기반에 graphical user  
interface로 쉽게 분석이 가능한  
상용 프로그램과 달리 생물정보학이나  
프로그래밍과 같은 전문적 기술이 요구됨.

표 13. NGS 분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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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발병하지	않은	일부	환자	혹은	돌연변이는	가지고	있지만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일부	보인자(carrier)

의	변이가	포함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변이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

상인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질환	유전체	연구에서	연구자가	발굴한	변이의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

고	비교하는	용도로	널리	활용된다.

2. 질환 돌연변이 데이터베이스Mutation database

질환에	이환된	환자에서	유전검사를	하여	논문에	보고하거나	임상	검사	리포트를	한	것을	모아	놓은	데

이터베이스로서	유전성질환과	관련된	생식세포	돌연변이	위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ClinVar, HGMD, 

LOVD 등)와	암	돌연변이	위주의	데이터베이스(COSMIC, TCGA, ICGC 등)가	있다.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

나	HGMD	처럼	유료	데이터베이스도	있다.

이름 URL 및 특징

dbSNP https://www.ncbi.nlm.nih.gov/snp/

실험적으로 관찰된 인간 변이를 각 연구자가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dbSNP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여, 인간의 변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이다. 각 변이의 ID에 해당하는 rs 번호를 관리하고 제공한다.

1000 Genomes 
Project

http://browser.1000genomes.org/

26개 인구집단에서 선별된 2,504 명에 대한 신빙도 높은 변이 데이터베이스이다. 

ExAC http://exac.broadinstitute.org/

60,760명의 전장엑솜(whole exome sequencing)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다양한 인종(라틴계, 동아시아인, 핀란드인, 유럽인, 동남아시아인, 아프리카인)에서  
각 변이의 빈도 등을 제공한다. 현재는 이 데이터를 포함한 gnomAD가 활발히  
활용된다.

gnomAD https://gnomad.broadinstitute.org/

125,748명의 전장엑솜 자료뿐만 아니라 15,708명의 전장 유전체 분석(whole  
genome sequencing)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다양한 인종에서 각 변이의 빈도 등을  
제공한다. ExAC과는 달리 인트론(intron) 및 유전자 사이지역(intergenic) 영역의  
변이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한다.

dbVar http://www.ncbi.nlm.nih.gov/dbvar/

구조적 변이에 대한 NCBI 데이터베이스

표 14. 대표적인 정상인 변이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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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이 주석annotation 프로그램

변이에	주석을	달아주는	데에는	SNPeff,	annovar,	variant	effect	predictor(VEP)	등의	프로그램이	대표적으

로	활용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데이터베이스의	해당	변이를	찾아	줄	뿐	아니라,	DNA	변화가	생겼

을	때	예측되는	아미노산	변화까지	계산해	준다.	DNA	변화로	인해서	번역(translation)	과정의	조기	종료

(premature termination)가	되는	nonsense	혹은	frameshift	변이의	경우	단백질의	기능	상실(loss-of-function)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단백질	아미노산이	일부만	변하는	missense	변이의	경우	그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단백질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여러	in	silico	알고리즘의	결과를	주석	프로그램에서는	

제공해	준다.	

표 15. 대표적인 질환 돌연변이 데이터베이스

이름 URL 및 특징

ClinVar https://www.ncbi.nlm.nih.gov/clinvar/

의학적으로 중요한 변이와 표현형을 보고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연구 논문에서 발표된 변이와 함께 임상 검사실에서 실제 환자의  
유전검사를 판독하고 판정한 변이도 등재되어 있다.

HGMD http://www.hgmd.cf.ac.uk
인간 유전자 돌연변이 데이터 베이스(Human Gene Mutation Database,  
HGMD)는 인간 유전질환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이와 관련 있는  
생식세포 돌연변이들을 망라하여 정리되어 있다. HGMD 웹사이트는  
문헌에 보고된 생식세포내의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들과 질병관련  
기능성 다형성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한다. 최근 3년 이내의 정보는  
유료 버전에만 제공되며, 그 이전의 정보는 학술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LOVD http://www.lovd.nl/
Leiden Open Variation Database (LOVD)는 네덜란드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로 표현형과 연관된 유전자 변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COSMIC https://cancer.sanger.ac.uk/cosmic
COSMIC(Catalogue Of Somatic Mutations In Cancer)은  
인간 암에서 발견되는 체세포 돌연변이(somatic mutation)와 그 효과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다. 점 돌연변이, indels, gene fusion,  
CNV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primary tissue에서  
돌연변이 비율을 제공한다.

TCGA https://portal.gdc.cancer.gov/
The Cancer Genome Atlas(TCGA)는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와 게놈연구소(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로서 30 여개 암종에 대한 3만 케이스 이상의  
암 조직의 유전체 검사 결과를 모아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고 있다.

ICGC https://dcc.icgc.org/
International Cancer Genome Consortium(ICGC)은 TCGA를 포함한  
다양한 암 유전체 연구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결과를 모아 놓은  
데이터베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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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컴퓨터 시뮬레이션in silico 알고리즘

염기서열의	변화가	단백질의	구조나	기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

션(in silico)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단백	변화(Misssense)	변이의	예측	알고리즘은	주로	진화	과정에서의	보

존성(evolutionary conservation)을	점수화	하여	예측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단백질의	특정	위치의	아미노

산이	진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변하지	않았다면	보존되었다(conserved)	판단하고	해당	위치의	아미노산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아미노산이	바뀔	경우	병원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

측하는	방식이다.	이	이외에	단백질의	성상,	구조	등을	계산식에	포함하는	등	여러	알고리즘에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알고리즘마다	결과가	다르게	도출된다.	RNA	스플라이스	위치(splice site)	변이	

예측은	스프라이싱과	관련된	염기서열	모티프(motif )	및	엔트로피(entropy)	등을	분석하는	방식의	알고리

즘들이	많다.	

현재	수	많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있으며	각각의	정확도와	특이도는	중

등도(대략 60~80%)	정도	된다.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이	병적인	변이로	과하게	치우쳐	예측하는	경향

(overprediction)을	보이기	때문에	이	예측만을	가지고	변이의	분류에	사용하거나	임상적	결정을	내리는	것

은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의학유전학회(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nd Genomics, 

ACMG) 가이드라인에서는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동시에	사용하여	분석한	후	결과가	모두	일치할	경우만	

참고를	하고	이	또한	보조적인(supporting)	근거로만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림 33. 변이의 유전자에서 위치에 따른 기능적 분류

조절 부위(Regulatory) 
변이

프로모터(Promoter)
변이 인트론(Intron) 변이

단백질 코딩(Coding) 
변이

5′-UTR 변이 3′-UTR 변이 
스플라이싱(Splicing)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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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진화 보존성(Evolutionary conservation)에 기반한 단백 변화변이의 병원성 예측

목적 알고리즘/프로그램 주소

Missense SNV PolyPhen2 http://genetics.bwh.harvard.edu/pph2

SIFT38 http://sift.jcvi.org

MutationAssessor http://mutationassessor.org

MutationTaster http://www.mutationtaster.org

PROVEAN http://provean.jcvi.org/index.php

Condel http://bg.upf.edu/blog/2012/12/condel-for-prioritization-of-
variants-involved-inhereditary-diseases-and-transfic-for-cancer

CoVEC https://sourceforge.net/projects/covec/files

CADD http://cadd.gs.washington.edu

GERP++ http://mendel.stanford.edu/sidowlab/downloads/gerp/index.html

PhyloP and 
PhastCons

http://compgen.bscb.cornell.edu/phast

Splice site prediction Human Splicing 
Finder

http://www.umd.be/HSF3

MaxEntScan43 http://genes.mit.edu/burgelab/maxent/Xmaxentscan_scoreseq.
html

NetGene244 http://www.cbs.dtu.dk/services/NetGene2

NNSplice50 http://www.fruitfly.org/seq_tools/splice.html

GeneSplicer51 http://www.cbcb.umd.edu/software/GeneSplicer/gene_spl.shtml

표 16. 컴퓨터 시뮬레이션(in silico) 알고리즘의 종류

Bos

Fukomys

Hipposideros

Homo

Macaca

Mus

Neovison

Oryzias

Rattus

Scleropages

V Y C L E T R E E R Q E R L R F I D K Q

V Y C L E M R E E R Q D R L R F I D K Q

V Y C L E M R E E R Q E R L R F I D K Q

V Y C E E M R E E R Q D R L K F I D K Q

V Y C E E M R E E R Q D R L K F I D K Q

V Y C L E M R E E R Q D R L R F I D K Q

V Y C L E M R E E R Q E R L R F I D K Q

V Y C L E T K E D R Q D R L E F I D K Q

V Y C L E M R E E R Q D R L R F I D K Q

I H C L E A R E E R Q D R L E F I E K Q

Evolutionarily conserved

Bos

Fukomys

Hipposideros

Homo

Macaca

Mus

Neovison

Oryzias

Rattus

Scleropages

Not con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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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데이터 시각화visualization

NGS	데이터의	오류	여부와	데이터	구조,	주변의	염기서열	및	데이터베이스	주석	여부	등을	시각화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미국	Broad	연구소에서	개발한	Integrated	

Genome	Viewer(IGV)	프로그램이	많이	사용된다.

	

샘플 1
(이형접합자 변이

샘플 2

샘플 1
(이형접합자 변이)

샘플 2

그림 35. 변이 주변의 시퀀싱 리드 정보를 시각화 해주는 IGV 프로그램(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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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주석(Annotation)을 시각화 해주는 Alamut 프로그램(예시)



48			NGS 결과 해석 및 보고

6. NGS 결과 해석 및 보고

발견된	수많은	변이	중에서	환자의	질환과	연관이	있는	변이를	찾아내고	이를	최종적으로	해석하여	보

고하는	것은	NGS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지만	여러	의학적	근거와	환자의	임상양상을	토대로	판

단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단계이기도	하다.

| 1 |  생식세포 돌연변이Germ-line mutation

1. 생식세포 변이 해석 가이드라인

NGS의	발전으로	인해	유전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의	새로운	변이의	발견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환자

의	표현형(phenotype)과	유전형(genotype)의	연관성을	해석하는	기준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미국의학유전학회(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nd Genomics, ACMG)와	분자병리학회(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AMP)에서	염기서열검사에서	발견된	변이의	해석을	위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2015년에	발간한	바	있으며[7],	현재	이	가이드라인은	생식세포변이	분석에	표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변이의 분류

ACMG	가이드라인에서는	병원성에	대한	근거의	수준	및	개수에	따라	병원성의(Pathogenic)/병원성이	의

심되는(Likely pathogenic)/임상적	의미가	불명확한(Uncertain significance)/양성이	의심되는(Likely benign)/양

성의(Benign)	5단계로	분류하여	판정한다.	이러한	판정은	해당	변이의	병원성을	시사하는	근거와	양성을	

시사하는	각종	근거들을	종합한	후	충분한	정도의	근거가	확보될	때	판정하게	된다.	

그림 37. ACMG 가이드라인 변이 분류의 5단계

Pathogenic 병적인

병적일 가능성이 의심되는

의의가 불명확한

정상 다형성일 가능성이 높은

정상 다형성

Likely Pathogenic

Uncertain significance

Likely Benign

Ben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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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강한(Very strong)  
수준의 근거

-  질병 발생 기전이 유전자의 기능 소실(loss of function)인 유전자에서  
넌센스(nonsense), 틀이동(frameshift), 엑손/인트론 경계 부위 첫번째  
혹은 두번째 위치의 스플라이스(splice) 자리, 시작 코돈(initiation codon),  
엑손 결손(exon deletion) 등의 정지 변이(null variant)가  
관찰된 경우(PVS1)

강한(Strong)  
수준의 근거

- 과거에 같은 아미노산으로의 변이가 병원성으로 확립된 경우(PS1)

-  가족력이 없는 이환 환자에게서 친부모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으나  
환자에서 새로 발생한(de novo) 변이(PS2)

-  잘 확립된(Well-established) 기능 연구(functional study)에서  
유전자의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입증된 변이(PS3) 

-  정상 대조군에서의 변이 빈도(prevalence)와 비교해서 환자군에서  
변이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변이(PS4)

중간(Moderate)  
수준의 근거

-  돌연변이가 자주 보고되는 부위(hot spot)에 속하며 기능이  
잘 규명된(well-established) 도메인(예. 효소의 활성화 부위)의 변이(PM1)

-  정상 인구집단에서 발견되지 않거나 극도로 낮은 빈도로 발견되는 변이(PM2)

-  열성 유전(Autosomal recessive) 유전자의 경우 다른 확실한  
병원성 변이와 반대편 대립유전자(trans)에 존재하는 변이(PM3)

-  비반복 구역(Non-repeat region)에서 발견된 인프레임(in-frame)  
결손이나 삽입, 정지 소실 변이(stop-loss variant) 등의  
단백질 길이에 변화를 주는 변이(PM4)

-  같은 아미노산 위치에서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 단백 변화변이(missense 
change)가 과거에 병원성으로 보고된 적이 있는 경우(PM5)

- 친부모 확인 없이 새로 발생한 (de novo) 변이로 가정된 변이(PM6)

병원성을 뒷받침(supporting)  
할 수 있는 근거 

-  가족 구성원 중 질환에 이환된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segregation)  
변이(PP1)

-  단백 변화변이가 질병 발생의 흔한 기전인 유전자에서 발견된  
단백 변화변이(PP2)

-  다수의 컴퓨터 기반 알고리즘에서 유전자의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예측된 변이(PP3)

- 믿을 만한(Reputable) 기관에서 병원성 변이로 보고한 변이(PP5)

-  환자의 표현형(phenotype)이나 가족력이 변이가 발견된 유전자에  
매우 특이적인 경우(PP4)

표 17. 병원성(Pathogenic) 변이를 시사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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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정지 변이(Null variant, PVS1)에 해당하는 넌센스(nonsense),  
틀이동(frameshift), 스플라이싱(splicing) 및 엑손 결손(exon deletion) 변이

표 18. 양성(Benign) 변이를 시사하는 근거 

단독으로(Stand-alone)  
양성 판단이 가능한 근거

- 변이의 빈도가 정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5% 이상인 경우(BA1)

강한(Strong) 수준의 근거 - 변이의 빈도가 질환의 빈도보다 높은 경우(BS1)

-  어린 나이에 대부분 발병하는 심각한 질환 유전자의 변이가 건강한 성인에서 관찰된 경우(BS2)

-  잘 확립된 기능 연구에서 유전자의 기능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변이(BS3)

- 가족에서 이환된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변이(BS4)

양성을 뒷받침(supporting)  
할 수 있는 근거 

-  정지 변이(null variant)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유전자에서 발견된  
단백 변화변이(BP1)

-   발현성(penetrant)이 높은 우성 유전질환에서 병원성 변이와 trans 위치로 발견된  
변이인 경우 혹은 유전 양상과 관계없이, 병원성 변이와 cis 위치로 발견된 변이인 경우(BP2)

-  기능이 잘 알려지지 않은 반복되는 구역(repetitive region)에서 발견된  
인프레임(in-frame) 결손/삽입 변이(BP3)

-  다수의 컴퓨터 기반 알고리즘에서 유전자의 기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예측된 변이(BP4)

- 질환의 부가적인(alternative) 원인으로 발견된 변이(BP5)

- 믿을 만한(Reputable) 기관에서 양성 변이로 보고한 변이(BP6)

-  뉴클레오티드의 보존률이 낮은 위치에서 알고리즘에서 스플라이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동의(synonymous) 변이(BP7)  

(Skipping)

(Splicing)

(Splicing)

c.10A>T
p.Lys4*

c.12delA
p.Lys4Asnfs*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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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라이싱
변이

돌연변이

(Nonsense)
넌센스

변이 (Frameshift)
틀이동

변이

(Exon deletion)
엑손 결실

엑손 건너뜀

넌센스(Nonsense) 변이 틀이동(Frameshift) 변이

c.10A>T
p.Lys4*

c.12d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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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n

(Skipping)

(Splicing)

(Splicing)

c.10A>T
p.Lys4*

c.12delA
p.Lys4Asnfs*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AUG ACG GCA AAA UGC GUA GUA

AUG ACG GCA UAA UGC GUA GUA

Met Thr Ala Lys Cys Val Val

Met Thr Ala stop Cys Val Val

m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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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라이싱(Splicing) 변이 엑손 결실(Exon deletion)

표준서열

돌연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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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보고서 

간단하지만	이해가	쉬운	보고서가	효율적인	보고서이며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보고서에는	검사	결과	및	방법에	대한	정확한	기술과	함께	검사	결과가	환자의	진단	및	치

료에	가질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자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검사의	검출	범위	및	제한점에	대해서	

기술함으로써,	검사를	통해서	질환	관련	돌연변이를	검출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임상의사	및	

환자가	충분히	인지하도록	한다.	

검사결과(Results) -  염기(genomic, complementary DNA)와 단백질 수준의 변이 명명. 
Human Genome Variation Society (HGVS) 명명법.

- 유전자 명칭
- 관련 질환
- 유전 양상(Mode of inheritance)
- 엑손(Exon)
- 접합자의 종류(Zygosity)
- 변이의 분류(ACMG 분류)

해석(Interpretation) - 변이의 분류의 근거
- 임상의에게 권유할 추가적인 검사에 대한 설명

참고문헌(Reference) - 변이 해석에 사용한 참고문헌

검사방법 (Methodology) - 사용한 검사 방법
- 발견할 수 있는 유전 변이의 유형
- 검사방법이 가지는 한계

표 19. NGS 결과 보고서의 포함 내용

Patient Information
PATIENT NAME: OOO TYPE OF SPECIMEN: Whole blood
PATIENT ID: OOO DATE COLLECTED: OOOO/OO/OO
DATE OF BIRTH: OOOO/OO/OO SEX: Male DATE REPORTED: OOOO/OO/OO
REFERRING DIAGNOSIS: Leber congenital amaurosis Referring Physician: OOO

Variants of Interest
ACMG
Classification

Gene Accession Nucleotide Amino acid Zygosity dbSNP Disorder
(OMIM, HGMD)

Inheritance Global
(ExAC)

Korean
(KRGDB)

Comments

Likely pathogenic GUCY2D NM_000180.3 c.2649del p.Phe883LeufsT
er13

Homo Cone-rod dystrophy 6, 601777 (3), Autosomal
dominant; Leber congenital amaurosis 1, 204000 (3),
Autosomal recessive

AD, AR

VOUS COL4A1 NM_001845.5 c.1470C>T p.Phe490= Hetero rs749215704 Angiopathy, hereditary, with nephropathy, aneurysms,
and muscle cramps, 611773 (3), Autosomal dominant;
Brain small vessel disease with or without ocular
anomalies, 607595 (3), Autosomal dominant;

AD 0.00005655 0.000803859

VOUS SLC25A46 NM_138773.1 c.558G>A p.Leu186= Hetero rs200143217 Neuropathy, hereditary motor and sensory, type VIB,
616505 (3), Autosomal recessive

0.00001891 0.00160772

COMMENTS

METHODOLOGY

Eye Panel Report

* dbSNP, The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Database; OMIM, Online Mendelian Inheritance in Man; ExAC, population frequency from The Exome Aggregation Consortium; KRGDB, population frequency from the Korean Reference Genome DB;
  VOUS, Variants of unknown significance; AD, autosomal dominant; AR, autosomal recessive; XD, x-linked dominant; XR, x-linked recessive

본 환자에서 retinopathy와 연관된 유전자에 대한 target sequencing 결과 GUCY2D 유전자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이가 관찰되었습니다. GUCY2D 유전자에서 관찰된 변이는 leber congenital amaurosis 환자에서 보고된 바 있
는 변이로(Mol Vis. 2017 Sep 20;23:649-659. eCollection 2017.) frameshift를 유발하여 stop codon을 발생시켜 번역과정이 종료되어 truncated protein을 형성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질환과 관련된 변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상
양상과 연관하여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Genomic DNA extracted from this individual’s sample was used for library preparation and target capture using a custom panel targeting candidate genes. Massivelly parallel sequencing was done on the MiSeq System (Illumina). Quality control and
sequence analysis was done using the BaseSpace (Illumina) and NextGENE (SoftGenetics) softwares and cross-checked with our custom analysis pipeline. Copy number analysis was done using our custom analysis pipeline. GRCh37 (hg19) was used
as the reference sequence for mapping and variant callling. Databases used for analysis and variant annotation include Online Mendelian Inheritance in Man (OMIM), Human Gene Mutation Database (HGMD), ClinVar, dbSNP, 1000 Genome, Exome
Aggregation Consortium (ExAC), Exome Sequencing Project (ESP), and Korean Reference Genome Database (KRGDB). Classification of variants followed the  standards and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CMG).
All pathogenic and likely pathogenic variants were further confirmed by Sanger sequencing.

그림 39. NGS 결과 보고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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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암 체세포 돌연변이 

1. 조직병리 정보의 중요성

체세포	돌연변이는	해당	종양이	발생한	원발	장기	및	조직학적	유형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돌연변

이의	종류가	다르므로,	검사가	진행된	해당	종양의	조직학적	진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당	

종양에서	이전에	시행하였던	단일	유전자	검사가	있을	경우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여러	암종에서	표

준	치료로	정립이	되어	있는	항암제의	경우	항암제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진단과	동시에	단일	유

전자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어	4기	폐암의	경우	신속한	항암제	결정을	위하여	조직학

적	진단과	동시에	EGFR	돌연변이,	ALK	유전자	재배열	등에	대한	검사가	진행이	된다.	유방암의	경우	

estrogen-receptor(ER),	progesterone-receptor(PR)	수용체의	발현	여부	및	HER2	유전자의	증폭	여부	등에	

대한	검사가	진행이	된다.	이러한	선행	유전자	검사	결과는	해당	암종의	분자-유전자	아형을	결정	지으므

로	NGS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에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해당	검체에서	종양세포	비율(tumor purity)을	조직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며	종양세포	비율이	

낮으면	민감도가	높지	않은	검사에서는	돌연변이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NGS	분석	결과에서	

variant	allele	frequency(VAF),	fusion	read	count,	estimated	copy	number	등의	지표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

과	해석에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검출할	수	있는	VAF의	한계(detection limit)가	5%로	정립되어	있을	경우	

이론적으로	종양세포	비율이	10%	이상인	검체가	권장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종양세포	비율이	20%	이상

일	경우,	유전자복제수(copy number variation, CNV)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검출된 유전자 변이 확인

체세포	돌연변이는	종양세포	비율	및	종양내	이질성(heterogeneity)	때문에	돌연변이	비율이	적게는	1%	미

만에서	많게는	90%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온다.	낮은	레벨의	돌연변이를	검출하기	위해서	에러를	제거하

는	단계가	필요하며	VCF	파일의	여러	질	관련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IGV	등	시각화	프로그램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검사법으로	검증해야	할	경우도	있다.	

종양에서	발생한	유전자	변이는	일차적으로	체세포변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므로,	기존	데이터베이스

에서	정상인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보고된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은	제거하

고	분석해야	한다.	암환자에게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NGS	검사는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해당	환자의	

정상	세포(matched control)에	대한	시퀀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환자	내에서	체세포와	생식

세포	변이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각	장기	별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필수유전자(white gene list)	목록을	작성하고	검토하는	것이	도움

이	되고,	필수유전자	리스트는	해당	암종에서	표준치료	또는	현재	강력하게	제안되는	항암제	등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유전자	및	빈도가	높다고	알려진	유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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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폐암의	경우	EGFR, KRAS, ALK, ROS1, BRAF, ERBB2, RET	등이	해당된다.	또한	항암제에	대한	내성

이	의심될	경우	내성	기전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예. EGFR 표적	치료제	내성과	관련된 EGFR T790M 변이)도	

점검해야할	필수유전자	혹은	돌연변이에	포함된다.	항암치료와	연관된	유전자	변이는	대부분	아미노산	

변화를	일으키는	비동일(non-synonymous)	돌연변이이므로	엑손(exon)	부위의	유전자	변이를	집중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3. ASCO/AMP 가이드라인

종양에서	NGS가	임상	검사로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검사실	간의	분자	결과	해석	및	보고	표준화의	중

요성이	대두되었다.	체세포성	염기서열	변이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	주석,	해석	및	보고	규약을	확립하

기	위해	미국	분자병리학회(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AMP),	미국	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미국	병리학회(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AP)을	포함한	여러	그룹이	모여	변

이의	임상적	의미에	따라	분류하는	4단계(tier)의	보고	시스템을	만들었다[8].

나. 변이의 분류 및 보고

체세포	돌연변이는	종양의	진단과	예후	그리고	치료에	관련된	임상적	연관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단계

(tier)로	분류된다.	Tier	1	변이는	가장	임상적	의미가	높은	변이이며	Tier	4	변이는	양성(benign)	혹은	양성	

가능성이	높은	변이이다.

표 20. ASCO/AMP 가이드라인의 단계(tier) 체계

분류 의미 근거

Tier 1 강한(Strong)  
임상적 의미가 있는 변이

Level A 근거: FDA 승인된 치료제의 표적 유전자,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유전자

Level B 근거: 전문가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졌고  
잘 알려진 저널에 발표된 연구들

Tier 2 임상적 의미가 있을  
가능성(potential)이 있는 변이

Level C 근거: 다른 종류의 종양에서 FDA 승인된  
치료제가 있거나 연구 단계의 치료제가 있는 유전자

Level D 근거: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합의되지  
않았으나 적은 수의 연구에서 유의성이 보고된 유전자

Tier 3 임상적 의미를  
알 수 없는(unknown) 변이

인구집단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고되지 않았거나  
종양 관련 데이터 베이스에서 보고되지 않은 유전자

종양과의 확실한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유전자의 변이

Tier 4 양성(Benign) 혹은  
양성 가능성이 높은(likely benign)  
변이

인구집단 데이터베이스에서 높은 빈도로 관찰되는  
유전자 변이

종양과의 연관성이 전혀 보고된 바 없는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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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세포 돌연변이 데이터베이스 

암	체세포	돌연변이	데이터베이스는	COSMIC,	TCGA,	ICGC	등이	있으며	돌연변이	판독과	해석에	필

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때에는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에	대해	알고	각각

의	한계점을	파악해서	과하게	변이의	의미를	해석(overinterpretation)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찾

은	자료의	퀄리티를	평가하고	출처,	관련	논문,	다른	데이터베이스,	등록	수,	적절한	대조군을	사용했는

지,	체세포	변이임을	확인	했는지,	기능에	대한	연구나	치료	반응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는지	등을	살

펴본다.

4. 결과 보고 

체세포	돌연변이에	대한	NGS	검사	대한	결과	보고에는	여러가지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환자

의	기본	정보와	함께	검체	채취	장기명,	원발	장기명,	조직학적	진단,	검체	유형,	의뢰	의사,	의뢰의	소속,	

검체의	적절성	여부,	종양세포	비율,	검체	접수일,	검체	보고일,	검사	결과,	결과	해석,	패널	자료	등이	포

함된다.	NGS	결과는	발견된	변이	대한	명확한	기술과	함께	HGVS	표준	명명법을	따라야	한다.	변이	유

형과	상관없이	표준	치료	또는	약물	치료와	직결되거나	연결	가능한	유전자	변이를	가장	먼저	기술하고	

분류 치료 진단 예후

Level A 특정 종양에 대해 FDA 승인된 치료법과  
관련하여 반응이나 내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특정 종양에 대해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바이오마커

특정 종양에 대해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예후 인자로 포함된  
바이오마커

가이드라인에서 특정 종양 치료제에 대한  
반응이나 내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Level B 전문가들에게 합의되었으며 잘 알려진  
학술지에 특정 종양에 대한 치료에 대해  
반응이나 내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이오마커

전문가들에게 합의되었으며  
잘 알려진 학술지에 진단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발표된 바이오마커

전문가들에게 합의되었으며  
잘 알려진 학술지에 예후와  
관련된 것으로 발표된 바이오마커

Level C 다른 종류의 종양에 대해 FDA 등에서  
승인되었거나 치료제에 대한 반응이나  
내성 예측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오마커

여러 개의 작은 연구들에서  
진단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발표된  
바이오마커

여러 개의 작은 연구들에 의해  
예후와 관련된 것으로 발표된  
바이오마커

임상실험의 포함기준에 포함된 바이오마커

Level D 임상실험 이전 단계에서 치료적 유의성이  
확인된 바이오마커

작은 연구들 혹은 몇 개의 증례  
보고들에서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이오마커

작은 연구들 혹은 몇 개의  
증례 보고들에서 예후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 바이오마커

표 21. ASCO/AMP 가이드라인의 근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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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전자	변이의	역할,	해당	종양에서	보고된	빈도,	임상적	의의(예후,	치료	및	권장사항)에	대하여	기술

한다.	예를	들어	폐암에서	EGFR	돌연변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이	가능하다	-	EGFR	돌연변이는	

폐	선암의	발생과	관계된	변이로써,	동양인	폐	선암	환자의	약	30~50%	에서	발견되는	돌연변이이며,	현

재	EGFR	tyrosine	kinase	inhibitor인	gefitinib,	erlotinib,	osimertinib	등이	표적	치료제로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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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GS 검사의 질 관리quality control, QC

| 1 |  NGS 검사의 질 관리 지침

임상	검사실에서는	검사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질	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이를	문

서화	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NGS	검사에도	해당된다.	검사	실험	과정(Wet bench process)에	및	생

물정보학(bioinformatics)	분석	과정(dry bench process)에	대한	지침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아래

의	내용이	해당된다.	

| 2 |  검사 전 영향인자 및 오류, 간섭

NGS	검사에서	검사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검사	전(pre-analytical),	검사	중(analytical)	및	검사후(post-

analytical)	에러의	원인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검체를	처리할	때	첨가	물질의	문제(예.	샘플에	염분,	

페놀,	에탄올,	철분	등의	불순물이	섞인	경우,	DNA	추출	단계에서	헤파린, EDTA, NaCl, KCl 등이	섞인	경우	등)	또는	

검체	혼합(pooling)	과정에서	검체	간의	오염이	있는	경우,	바코드가	잘못	인덱싱	될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3 |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s

NGS	검사는	수많은	유전자의	유전형(genotype)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부위의	유전형(genotype)

이	확실하게	알려진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이	필요하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를	중심으로	결성한	Genome	 in	a	Bottle	컨소시엄(https://www.nist.gov/

programs-projects/genome-bottle)은	표준물질과	유전체분석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유전

-			지침서의	내용은	질	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	관리	프로그램과		

이를	벗어났을	경우	담당자가	취하여야	할	지침이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			질	관리	프로그램에는	검사	수행능	모니터에	사용되는	질	평가	지표(metrics)	및		

정도관리	변수(QC parameters)가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		질	관리	결과가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수정조치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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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분석	파이프라인을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9, 10].	대표적인	물질로	NA12878	물질이	있으

며	이것은	HapMap	프로젝트에	사용된	정상인의	세포주로서	여러	기관에서	엑솜	시퀀싱,	전장유전체	시

퀀싱,	타겟	시퀀싱	등으로	검증하여	많은	유전자에	대해	유전형이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다.	

이외에	상용화된	표준물질이	있으며	이것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돌연변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mutagenesis)	정상	DNA에	혼입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상용화된	표준물질을	만드는	회사로	

Horizon	Discovery,	SeraCare	등의	회사가	있다.

그림 40. 미국 NCBI Get-RM 프로젝트

표준물질 예시

생물학적 DNA - Get-RM 환자 세포주
- NA12878 세포주
- GIAB 표준 물질
- NIST 미생물 표준 물질

유전자 조작 세포주 - Horizon Discovery 

생물학적 RNA - BCR/ABL1 mRNA 표준 물질

인위적 혼합(spike-in) - 변이 DNA 혼합
- 재조합 RNA 혼합
- ERCC 표준 물질

가상 데이터(In silico) - 시뮬레이션 데이터

표 22. NGS 표준물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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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NGS 검사 전 검증validation

NGS	검사를	실시하기	전	검증(validation)	혹은	확인(verification)이	필요하며	검사	도입	후에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11].

1. 성능평가

미국	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s(CLIA)	권고사항에	따르면,	NGS	분석적	성능	평가는	

정확도(accuracy),	정밀도(precision),	분석적	민감도(analytical sensitivity),	분석적	특이도(analytical specificity),	보

고가능	범위(reportable range),	참고	범위(reference interval, normal value),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등을	포함

한다[12].

가. 정확도Accuracy

표준방법으로	측정된	값과	비교	평가를	수행하거나,	국내외의	공인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숙련도평가)에	참여한다.

나. 정밀도Precision

NGS	검사는	정성검사로	검사의	재현성	평가를	통해	정밀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참값을	알고	

있는	표준물질(예. NA12878)	또는	환자	검체(예. 직접염기서열분석법으로	확인된	돌연변이를	포함한	임상	검체)가	

포함될	수	있다.	이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분석적 민감도Analytical sensitivity 및 분석적 특이도analytical specificity

분석능	평가	검체로	역시	표준물질이나	환자	검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체	수를	이용

하여	평가하는	것이	좋으나	충분한	수의	검체수가	없을	경우	추후	지속적	검증(ongoing validation)을	할	수	

있다.	민감도는	타겟	부위의	표준물질의	총	변이	중	몇	개의	변이를	검출하는지로	측정이	되며	특이도는	

변이가	없는	부위에서	변이를	발견하지	않는	비율로	구할	수	있다.

민감도 Sensitivity(%) = 100* A/ (A+C)
특이도 Specificity(%) = 100* D/ (B+D)

표준 결과 양성 표준 결과음성

검사 양성 A B

검사 음성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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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고가능 범위Reportable range

NGS	검사의	성능을	검증하였으면	정확도가	확보된	부위와	관련된	유전자	정보,	해당	유전자의	표적	엑손

(exon)	및	보고	가능한	인트론(intron)	범위,	보고	가능한	변이의	종류(예. single nucleotide variant, heterozygous 

or homozygous variant 등)를	규정하고,	타당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정상인에서	측정된	결과값을	근거로	참

고범위(reference interval, normal limit)를	설정할	수	있다.

마. 검출 한계Limit of detection

NGS	검사는	정성검사로서	낮은	농도의	변이가	필요한	검사,	예를	들어	암에서의	체세포	돌연변이

(somatic mutation),	미토콘드리아	이종성체(mitochondrial heteroplasmy)	혹은	모자이시즘(mosaicism)의	경우에	

검출	한계의	검증이	필요하다.	

2. 생물정보학 파이프라인Bioinformatics pipeline 평가

생물정보학	파이프라인은	검사	목적,	검체의	종류	및	NGS	검사로	검출하고자	하는	변이의	종류에	적합한	

검증이	되어야	한다[13].	검사	전	검증은	실제	사용하는	검사법과	동일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험과정	변경	사항	및	플랫폼,	시약에	업그레이드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

는	이를	재검증해야	한다.	검증	사항에는	질	평가	지표(metrics)	및	정도관리	변수(QC parameters)에	대한	기

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검체	혼합(pooling)	후	NGS	검사	시행	시	검사	대상자	검체	간의	오염	없이	결과가	

산출되는지	여부,	표적부위와	상동성이	높은	부위(예. pseudogene)에	의한	간섭반응	여부	등이	포함된다.	

| 5 |  NGS 검사의 질 관리 지표

NGS	검사의	모든	단계,	즉	라이브러리	제작,	시퀀싱	단계,	데이터	분석	단계에	대한	정도관리	지표를	확

인하고	설정	범위에	벗어났을	경우	적절한	정도	관리가	필요하다[14].

1. 실험 단계의 정도관리

1 ) 샘플 정도관리

실험단계에서는	검체의	질	관리가	먼저	필요하며	검체로부터	추출한	DNA(genomic DNA)는	DNA	농도,	

순도(purity),	조각의	길이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RNA를	추출했을	경우	RNA	농도,	순도	및	완전성	여부

(RNA integrity number, RIN)	등을	측정해서	검사실이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원인을	분석하고	적

절한	수정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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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라이브러리 정도관리

NGS를	진행하기	전에는	제작된	라이브러리가	적합한지	확인하는	정도관리(quality control)	단계가	필

요하며	여기에는	형광을	이용한	DNA	라이브러리	농도	측정(예. Qubit 장비),	전기영동을	이용한	DNA	

농도와	크기	측정(예. TapeStation 장비)	혹은	어댑터에	특이적인	프라이머를	이용한	실시간	정량(real-time 

quantitative)	PCR	법을	이용한	어댑터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이용된다.	

그림 41. RNA integrity number(RIN) 예시. 질이 좋은 샘플(좌) 및 손상이 많이된 샘플(우)

그림 42. 라이브러리 정도관리를 위한 전기영동법(상)과 정량 PCR(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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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퀀싱 정도관리

시퀀싱	단계	중에는	전체적인	질	점수	등을	모니터링하고	장비에서	요구되는	파라미터를	확인하여야	한

다.	Q30	지수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장비에서	측정한	각	염기서열의	Phred	품질점수가	30점	이

상이	되는	염기가	몇	%가	되는지	보여주는	점수이다.	일루미나	장미에서는	클러스터	밀도(cluster density)	

가	중요한데,	이것은	칩	위에	찍힌	각	DNA	라이브러리	클러스터의	조밀한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밀도

가	너무	높으면(over-clustered)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가	너무	짧아	CCD	카메라에서	각	클러스터를	올바르

게	인식하지	못하여	품질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클러스터	밀도가	너무	낮으면(under-clustered)	품

질	점수에는	영향이	크게	없으나	원하는	만큼	충분한	시퀀싱	리드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림 43

저밀도
(Under-clustered) 적당한 밀도 과밀도

(Over-clustered)

그림 43. Q30(Phred score>30) 수치

그림 44. 일루미나 장비의 클러스터 밀도(cluster density)

저밀도
(Under-clustered) 

적당한 밀도 과밀도
(Over-clu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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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의 질 관리 지표QC parameters

데이터의	질	관리	지표는	매	검사마다	확인해야	하며	각	염기의	품질점수,	시퀀싱	양(output),	시퀀싱	깊

이(depth of coverage),	Ti/Tv	비율	등	다양한	파라미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5. NGS 질 관리지표 리포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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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of coverage 

시퀀싱	깊이(Depth of coverage)는	특정한	위치에	시퀀싱	리드가	몇	개가	분석되었는지에	대한	지표로서	

흔히	“×”	기호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특정	위치를	포함하는	시퀀싱	리드가	10개이면	시퀀싱	깊이는	“10

×”로	표현한다.	확률적으로	시퀀싱	오류(error)를	배제하고	정확한	유전형을	알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시퀀싱	리드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생식세포(germ-line)	변이를	이형접합자(heterozygote)까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20×	혹은	30×	이상의	시퀀싱	깊이가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낮은	비율의	체세포

(somatic) 변이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퀀싱	리드가	필요하며	수백~수천×	이상의	시퀀싱	깊이가	

요구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평균	시퀀스	깊이를	NGS	데이터	통계로	사용하지만	타겟	부위	모두에서	

고르게	충분한	시퀀싱	깊이가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고	특정	기준(예. 30× 이상)을	만족하는	부위가	전체	

타겟	부위에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를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지표를	수평적	깊이(horizontal 

coverage)라고도	부른다.

	

그림 46. 시퀀싱 깊이(Depth of coverage)의 개념 및 변이 검출의 정확도와의 연관성

그림 47. 수평적 깊이: 특정 한계치(예. 20×) 이상의 깊이를 가진 부위의 비율

ATGCCTGAGATGATGACCATTGAGCCGGACAGGACGAGGATAATATAGGACGATCAGTAGC

1346799999999999998652210000012355678889999999999997776544221

CCTGAGATGATGACCA GACGAGGATAATATAGGACGAT
GCCTGAGATGATGACCA GACGAGGATAATATAGGACGATCA

ATGCCTGAGATGATGACC GAGGATAATATAGGACGATCAGT
CTGAGATGATGACCATT CGAGGATAATATAGGACGATC

TGCCTGAGATGATGACCATTGA AGGACGAGGATAATATAGGAC
TGAGATGATGACCATTGAG GGACGAGGATAATATAGGACGATCAGT
TGAGATGATGACCATT CAGGACGAGGATAATATAGGAC

TGCCTGAGATGATGACCAT ATAATATAGGACGATCAGTAG
CCTGAGATGATGACCATTG AGGATAATATAGGACGATCAGTAGC

표준 서열

시퀀싱 리드

시퀀싱 깊이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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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유전자 별 수평적 깊이의 확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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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시퀀싱 깊이가 균일하지 않은(상) 결과와 균일한(하) 결과의 비교

Uniformity of coverage

시퀀싱	깊이는	모든	타겟	부위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고르게	나오는	것이	효율의	측면에서	좋다.	이것을	깊

이의	균일성(uniformity)이라	부르고,	변동	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	등	여러	지표를	활용하기도	한다.	

GC bias

구아닌(Guanine, G)과	사이토신(cytosine, C)의	비율이	높은	부위(GC-rich)는	PCR	증폭	혹은	프로브	교합

(probe hybridization)을	할	때	효율이	낮기	때문에	GC	비율이	적절한	다른	부위에	비해	시퀀싱이	상대적으

로	덜	되며	이것을	GC	편향(bias)이라	부른다.	GC	편향은	NGS	검사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나	이러한	

편향이	과하지	않은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	

Transition/transversion(Ti/Tv) ratio

네	가지	염기	중	아데닌(adenine, A)과	구아닌(guanine, G)은	퓨린(purine)	계통에	속하며,	사이토신(cytosine, 

C)	및	티민(thymine, T)은	피리미딘(pyrimidine)	계통에	속한다.	염기전이(Transition)는	같은	계열끼리	변하

는	것(예. A → G)이며	염기교차(transversion)는	계열이	다른	염기로	바뀌는	것(예. A → C)을	뜻한다.	이것이	

무작위적으로	일어난다면	확률적으로	염기전이와	염기교차의	비율(Ti/Tv 혹은 Ts/Tv ratio)은	0.5에	가까

워	진다.	그러나	인간의	변이는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염기전이가	더	흔하게	일어나	그	비율은	평균적

으로	2	이상으로	높다.	시퀀싱	품질	지표가	낮을	경우	무작위로	에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Ti/Tv	

비율도	낮아지게	된다.	NGS	검사에서는	발견된	변이들의	Ti/Tv	비율을	산출함으로써	정도관리에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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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quality 

시퀀싱	리드가	표준	유전체의	특정	부위에	정확하게	매핑되면	매핑	품질(mapping quality)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매핑은	되나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mismatch)	부위가	많을	때	매핑	품질	지수는	떨어진다.	

또한	어떤	시퀀싱	리드는	이와	동일한	서열이	표준	유전체의	여러	부위에	존재하여	알고리즘에서	어느	

부위에	매핑을	할지	우선순위를	매기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비슷한(homologous)	유전자가	여러	개	있

는	유전자나	위유전자(pseudogene)이	있는	유전자	혹은	유전체에	반복	서열이	많은	부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역시	매핑	품질이	낮게	되며	이러한	부위에서는	검출된	변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해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비특이적	증폭,	목표부위	밖(off-target)의	DNA의	캡쳐,	오염(contamination)	등에	

의해서도	매핑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림 50. 염기전이(Transition) 및 염기교차(trans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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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매핑 과정의 에러

TTATTAGCAGTAGTCTCTCTGAGTGCAGTCGATTAGCAGTAGTCTGTGCTAGATATTAGCAGTAGTCTT

ATTAGCAGTAGTCT

? ? ?

표준 서열

시퀀싱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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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NGS 결과의 검증

NGS	결과는	품질지표,	변이비율(variant allele frequency, VAF),	방향	편향(strand bias)	등	다양한	지표를	확인

하고	IGV	등	시각화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여	진양성(true positive)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임상적으로	환

자의	질환	또는	증상과	관찰된	결과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의학적	지

식을	가진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점	돌연변이	결과는	직접염기서열분석(direct sequencing)	검사로	추

가로	확인할	수	있으나,	각	검사실의	경험이	축적되고	NGS	검사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면서	직접염기

서열분석으로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변이가	문제	없이	보고될	수	있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유

전자복제수	변화는	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fication(MLPA)	혹은	염색체마이크로어레이

(chromosomal microarray)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 6 |  NGS 임상 검사의 인증 

NGS	검사를	임상	검사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임상	검사와	마찬가지로	질	관리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의료행위에	대한	여러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대한임상정도

관리협회	등에서	NGS	검사에	대한	정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	항목에는	유전자검사결과의	정확

도,	유전자검사기관의	업무수행과정의	적정성,	유전자검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	유전자검사	

인력의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유전자검사	평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원(진단검사

의학과,	병리과	전문의	등)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모든	유전자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며,	정

도관리물질을	주기적으로	보내	NGS	검사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있다.	

검사실운영 (Laboratory general) 분자유전학(Molecular genetics) 외부정도관리

NGS 관련 인력 

- 검사실 책임자 

-  검사실 중간관리자 
(혹은 기술책임자) 

- 생물정보학 전문인력 

- 검사 담당자

- 검사 수행 전 고려 사항
-  검사과정 및 분석과정에서 사용된 검사방법 및 버전 관리에 대한 지침
- NGS 검사 성능에 대한 검증, 재검증, 모니터링 및 문서화된 지침 
- 생물정보학적 분석 과정 검증, 재검증, 모니터링 및 문서화된 지침
- NGS 질관리 프로그램 및 이에 대한 지침
- 확인 검사
-의뢰서/최종 보고서 관련 지침

Germline 

1) Wet+Dry bench 평가
2) Dry bench 평가

Somatic

1) Wet+Dry bench 평가
2) Dry bench 평가

NIPT

1) Wet+Dry bench 평가

평가 범주 1 - 보험등재 검사 

평가 범주 2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검사  
NGS Germline, NGS Somatic, NIPT

평가 범주 3 - 세포유전검사/염색체마이크로어레이검사

평가 범주 4 - 친자확인 및 개인식별 검사

그림 52.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NGS 검사 인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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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NGS-1.  NGS 검사실에는 문서화된 질 관리(quality management) 프로그램이 있는가?

2.2.8-A.  정도관리 기록을 검사실 책임자가 매월 점검하는가?

* NGS의 경우 검사과정 및 생물정보학적 분석 과정에 대한 정도관리 기록을 검사실 책임자가 검토해야 한다.

2.2.33-A.  시약의 제조 번호(lot)가 변경되거나 다른 회사제품으로 변경 시에 병렬 테스트(parallel test)를 시행하는가?

*NGS 검사에 있어서는 주요 시약(ex. nucleic acid extraction, target enrichment, library preparation, flow cell,  
sequencing chip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병렬 테스트를 시행한다.

2.3.NGS(NIPT)-2.  NIPT 검사의뢰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2.3.NGS(NIPT)-3.  NIPT 보고서에는 검사결과 판독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2.3.NGS(NIPT)-5.  NIPT 결과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2.3.NGS(s)-4.  NGS-체세포 변이(somatic variant) 분석 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2.3.NGS(NIPT)-5.  NIPT 최종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2.4.NGS-6-I.  NGS 검사를 외부 위탁으로 진행할 경우 위탁 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내부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의료기관만 해당)

2.4.NGS-7-I.  NGS 검사를 위부 위탁으로 진행할 경우 검사 대상자 검체 및 분석 데이터의 이송에 관한 지침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의료기관만 해당)

2.4.NGS-8.  NGS 데이터의 유전자 검사기관 저장 또는 전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를 위한 지침이 있는가?

2.4.NGS-9.  NGS 최종 결과 생성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 분석 중간 단계 및 마지막 분석 결과물을 적절히 저장하여  
관리하는 지침이 있는가?

2.4.NGS-10.  NGS에서 검출된 유전자변이를 다른 분석 방법에 의해 확인하는 경우에 대한 문서화된 지침이 있는가?

2.4.NGS-11.  검사실에서 문서화한 NGS 지침서에 기술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변경된 절차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  
이에 대해 기록하고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2.4.NGS-12-I.  검사 목적과 상관없이 우연히 발견된 검사 결과(incidental findings)를 보고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는가?

2.4.NGS-13. 검사과정 및 분석과정에서 사용된 검사방법(시약, 기기 및 생물정보학적 파이프라인(bioinformatics 
pipeline)) 및 버전을 각각의 검사 대상자 검체 및 batch별로 식별할 수 있고 이를 기록하였는가?

2.4.NGS-14. NGS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사용된 장비, 시약 및 생물정보학적 파이프라인(bioinformatics pipeline)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변경 시 이를 재검증(revalidation)한 과정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2.4.NGS-15. NGS의 검사 수행 과정에 대한 문서화된 지침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표적부위 범위, 검사 가능한 검체 종류, 분석을 시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체 조건, 핵산 추출에 사용된 방법 및 시약,  
DNA 포획 및 라이브러리(library) 제작에 사용된 방법 및 시약, 다중검체 검사 시 indexing/barcoding에 사용된 방법 및  
시약, 필요시 내부대조물질 사용 여부, 염기서열검사 플랫폼 및 시약의 제조 버전, 검사실에서 NGS 검사 최적화 및  
검증시 확립한 질 평가 지표(metrics) 및 정도관리 변수(quality control(QC) parameters)가 문서화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NGS 검사를 더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허용 혹은 거부 기준이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2.4.NGS-16. NGS 검사 성능에 대한 검증 과정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 분석적 민감도 및 특이도(analytical sensitivity/specificity), 최소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정확도(accuracy), 
반복성 및 재현성(repeatability/reproducibility), 보고가능범위(reportable range), 임상적 민감도 및 특이도(clinical 
sensitivity/specificity)

2.4.NGS-17.  NGS의 생물정보학적 분석 과정에 대한 문서화된 지침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2.4.NGS-18. NGS의 생물정보학적 분석 과정에 대한 검증(validation) 및 과정 일부가 바뀌었을 경우의 재검증
(Revalidation) 결과가 문서화 되어 있는가?

2.4.NGS(s)-19.  NGS 검사의 시행 전에 종양 세포의 존재 및 분율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 문서화가 되어 있는가?

2.4.NGS(s)-20.  체세포 변이(somatic variant)와 생식세포 변이(germline variant)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 수행 과정  
또는 생물정보학적 과정에 대해 문서화가 되어 있는가?

2.4.NGS(s)-21. 필수검토 유전자변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표 23.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NGS 관련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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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미국	병리학협회(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AP)	등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검사실	인증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문의로	구성된	심사팀이	직접현장	방문하여	심사하는	동료평가(peer review)와	정도관

리물질	혹은	데이터를	이용한	NGS	외부정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90.611.901.  염기순서를 생성하는데 사용된 장비, 시약 및 bioinformatics pipeline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platform 변경 시 성능을 재검증하는 과정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90.911.902.  NGS에서 검출된 유전자변이를 다른 분석 방법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문서화된  
지침이 있는가?

90.611.903. 유전자 변이에 대한 해석, 분류 및 결과 보고 형식에 대한 지침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90.611.904.  NGS 데이터의 저장 또는 결과 보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를 위한  
지침이 있는가?

90.611.905.  NGS 결과 생성에 필요한 input 데이터, 분석 중간 단계 결과물 및 최종 결과물을  
적절히 저장하여 관리하는 지침이 있는가?

90.611.906.  검사 목적과 관련 없이 우연히 발견된 유전자 변이(incidental findings)에 대한  
처리 지침이 있는가?

90.611.907.  NGS의 염기순서 생성 과정(wet process)에 대한 질 관리(quality management)  
지침이 문서화 되어 있고, 그 지침대로 수행하는가?

90.611.908.  NGS의 생물정보학 분석 과정(bioinformatics process)에 대한 질 관리(quality 
management) 지침이 문서화 되어 있고, 그 지침대로 수행하는가? 

표 24.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신빙도 조사사업의 NGS 관련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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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NGS 검사의 법적/윤리적 문제 

| 1 |  유전자검사에 관한 현행법

현행법의	체계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안전법)이	유전자검사에	대해	명시적

으로	규율하고	있다.	생명윤리안전법은	제2조	제1항	제15호에서	유전자검사에	대해	정의하며,	유전자검

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위하

여	하는	검사”이다.	생명윤리안전법에서는	NGS	검사에	대해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

만	NGS	검사에	대해서도	유전자검사	일반에	대한	규율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겠다.	

| 2 |  NGS 검사의 고려할 점

1. 유전자검사의 주체

생명윤리안전법은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49조	제1항은	유전자검사

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NGS	검사를	하는	주체는	법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

하고	신고한	유전자검사기관에	한정되며	신고한	유전자검사기관은	동법	제4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면	생

명윤리안전법상의	유전자검사기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의료기

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는	검사를	할	수	없으며(생명윤리안전법	제50조	제3

항	제1호),	질병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도	검사를	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제3항	제2호).	후자의	경우에	대한	생명윤리안전법

의	규율은	실질적으로는	이른바	DTC(Direct-to-Consumer :	소비자	직접	판매)	유전자검사에	허용된	항목만	

가능하다.

2. 설명과 동의  

가. 일반 원칙

생명윤리안전법상	유전자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대상물

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	검사대상자로부터	“1.	유전자검사의	목적,	2.	검사대상물의	관리

에	관한	사항,	3.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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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제51조	제1항).	그리고	이러한	서면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검사대상자	또

는	법정대리인에게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

히	설명”해야	한다(생명윤리안전법	제51조	제6항).	

이와	같은	설명과	동의는	특히	의료	영역에서는	‘정보를	고지받은	동의(informed consent)’라고	일컬어

진다.	이는	특히	의료행위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되는데,	이러한	자기

결정권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제12조에서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으로터	(…)	충분한	설명을	들

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	조항은	갖고	있지	않은	선언적인	규정이다.		

우리	법원은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

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대법원 1986.10.14. 선고 86도1678 판결).	따라서	검사	역시	의료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에서의	설명과	동의에	관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우연적 발견Incidental finding의 문제

NGS	검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보다	수많은	변이를	한번에	검출하는	검사	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우연히	발견된(incidental)	또는	2차적으로(secondary)	발견된	변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검사	대상자에게	이처럼	새롭게	알게된	유전	질환의	가능성	등의	유전정보를	알려

주어도	되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떤	범위까지	알려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설명과 동의’ 규정의 적용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현행법	조항은	바로	유전자검사에서의	‘설명과	동의’	에	대

해	규율하는	생명윤리안전법의	규정이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생명윤리안전법	제51조	제3항은	검

사대상자에게	검사	전에	“유전자검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51조	제

6항은	이를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NGS	검사에서	등장하는	‘우연적’	또는	‘2

차적’	발견에	해당하는	유전정보란,	NGS	검사를	실시하기	전	검사대상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검사의	목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던	범주의	유전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NGS	검사

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대상자와	NGS	검사를	통해	알고자	하는	유전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검

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연적	또

는	2차적	발견의	가능성	및	NGS	검사	방법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안전법	제51조	제6항에서

는	‘유전자검사의	방법’	역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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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의 고지 범위

NGS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검사대상자와	NGS	검사의	특징,	특히	검사의	특징으로	인한	우연적	또는		

2차적	발견의	가능성	그리고	검사대상자가	알고자	하는	유전정보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야	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대상자에게	NGS	검사	결과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는,	즉	고지해

야	하는	유전정보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전정보의	범위를	검사	전

에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NGS	검사를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모든	유전정보가	검사	전에	설정한	검

사	목적의	범위에서	명확하게	벗어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늘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법정책적으로는	이러한	검사	목적의	범위를	검사	전에	설정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검사	후에	판단

하는	세부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은	특히	의학유전학	

분야의	임상	현실을	고려해서,	이	분야	전문가들의	자율적인	지침의	형태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

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	나아가	검사	전에	설정한	검사	목적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검사대상자에게	고

지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윤리적인	물음을	불러일으키는	유전	정보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학유전학회(ACMG: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nd Genomics)에서는	의료인이	검사전에	검

사대상자와	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던,	즉	고지	범위에	포섭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

았던	2차적인	발견으로	유전적	변이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환자와	환자	가족의	가족력을	다시	점검하고	

그	유전적	변이가	말해주는	유전질환의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61개의	유전자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15].	이것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임상에

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리고	더	나아가	정책적인	개선을	해나가는	데에	충분히	참조

할	필요가	있다.

3. 유전 상담

NGS	검사가	시행되면	검사	결과에	대해	검사대상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돕는	유전상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16].	하지만	현행	생명윤리안전법

은	유전상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NGS	검사에서	등장하는	‘우연적’	또는	‘2차적’	발

견의	문제와	관련해서	검사대상자가	검사	전에	검사	목적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유전정보의	범위를	설

정했다고	할지라도,	실제	검사를	시행한	후	그러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또는	검사대상자의	삶의	상

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고지할	유전	정보의	범위를	다시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유전	상담의	역

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책적으로는	유전상담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더	나아가	개별적인	임상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담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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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NGS 검사의 데이터 관리

| 1 |  NGS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

유전체	시퀀싱에	필요한	비용	절감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NGS	장비의	유전체	데이터	증가	추세는	

디스크	용량	증가	추세를	추월하였다.	보통	전장엑솜	시퀀싱을	하면	수십~수백	기가바이트의	FASTQ	

데이터가	생성되며	이를	분석한	BAM	파일	등의	크기도	이에	못지	않다.	이러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저

장	공간,	접근	및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기	때문에	유전체	데이

터	압축	기술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제	표준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개개인의	다형성(polymorphism)으로	인해	변이	정보	중	극히	일부만	공개되어도	개인을	추정할	수	있

다.	이	때문에	정보	보호도	중요한	부분이며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담고	있는	NGS	결과는	보안된	서버

에	보관되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	검사	기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고사양의	컴퓨팅에	

대한	수요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클라우드에	파일을	올리고	내

려받는	데	있어서	환자	개인정보	혹은	유전체	정보의	유출이	없도록	보안	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림 53. NGS 데이터의 분석 및 데이터 저장 관리

마스터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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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블록체인Blockchain을 이용한 데이터 관리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데이터	분산	처리기술로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	내

역	등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을	지칭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에서	블록(block)은	개인과	개인의	거

래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장부가	되고	이런	블록	들은	형성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결된	

사슬(체인)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모든	사용자가	거래	내역을	보유하고	있어	거래	내역을	확인할	

때는	모든	사용자가	보유한	장부를	대조하고	확인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	거래장부’	혹

은	‘분산	거래장부’로도	부른다.	

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은	탈중심화(decentralization),	변조불가(immutability),	보안(security)이	포함된

다.	기존의	거래에서는	중앙의	한	기관에서	모든	거래를	관리하고	기록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었다

면	블록체인은	여러	개인이	모두	주체가	되어	거래를	공증하는	방식이라	하겠다.	여기에는	비대칭암호

(asymmetric encryption),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	등	다양한	방식의	암호화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유전체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활용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여러	모델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

으로	환자	혹은	정상인이	본인의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병원이나	연구자	혹은	제약업체	등

에	사용권에	대한	허가를	주고	리워드(예.	코인)를	받는	방식이다.	환자는	보통	NGS	결과의	VCF	파일을	

가지고	있고	계약(contract)에	따라	정보의	일부	혹은	전부를	공개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이것은	유전

체	연구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기존의	연구는	미리	고안된	연구에	따라	환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구해야	하며	이것을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등	관리	기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	과정이	형식적이고	관료주의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연구의	유연

성을	떨어뜨리는	면이	있다.	블록체인은	본인이	매번	데이터를	공개할	때마다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연구	동의	과정이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피험자	중심이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전체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면서	한	곳의	센터에서	유전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	지고	있어	데이터	분산

그림 54. 기존 거래방식과 블록체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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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이더리움(Etherium)	기반의	블록체인이	유전체	공유	모델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으며	인텔의	암호화	

솔루션인	SGX(Software Guard Extension)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Nebula	Genomics에서는	자원자들

에게	전장유전체	시퀀싱(whole genome sequencing)을	무료로	해주고	그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시장

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피험자들과	데이터를	얻으려는	기관	사이에는	토큰(token)	기반의	거래가	

된다.	Genomes.io	라는	회사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유전체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도록	제공해	주고	데

이터를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선택적으로	데이터	접근	권한을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임상	진료	측면에서도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는데,	환자가	고가의	NGS	검사를	한	후에	결과를	다

른	병원에서	다시	확인한다든지	몇	년후에	재분석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최근	NGS	영역에서	재분석

(re-analysis)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NGS	검사를	한	후에	음성	혹은	잘	알수없는	결과(variants of 

unknown significance, VOUS)가	나왔더라도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재분석을	하면	새롭게	양성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유전자가	발견되고	돌연변이	데이터베

이스(mutation database)	등에서	자료가	축적됨으로	인해	기존에	알수	없던	결과가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기	

그림 55. 유전체 공유와 관련된 블록체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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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환자는	CT나	MRI	결과를	CD에	담아서	다른	병원에	제출하는	것처럼	본인의	유전체	데이터

를	블록체인화	하여	병원을	옮기거나	다른	의견(second opinion)을	듣고	싶을	때	그	데이터를	다른	병원에	

제출할	수	있고	블록체인으로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수	있다.

유전체의	블록체인	이용의	다른	형태로는	각	사용자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비트코인

(Bitcoin)의	네트워크는	슈퍼컴퓨터의	몇	천배	정도	되는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리소

스를	많이	차지하는	유전체	분석에	있어	용량이	큰	원	데이터(raw data)를	분할하여	블록체인화	하여	각	

유저의	컴퓨터에	임무(job)를	할당하고	각	유저는	임무를	수행하고	코인	형태의	리워드를	받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회사로	Coinami	가	있고	이	회사에서는	완전히	탈중심화(decentralization)을	하지	않고	회사에서	

몇	개의	시퀀싱	센터를	중간	레벨(mid-level)의	관리자로	할당하고	인증(certificate)을	주어	관리하는	방식이

다.	이것은	고가의	시퀀싱	장비가	필요하고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산해야	하며	데이터의	포맷이나	분석	

알고리즘이	표준화되어야	하는	NGS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이외에	자율적	유전체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인	GA4GH,	ELIXIR,	TCGA,	ICGC	등도	블록체인의	또다

른	형태라고	볼수	있겠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투표(voting)	형태로	통일된	의견(consensus)을	도출

하는	것도	일종의	블록체인이라	볼	수	있겠다.	

그림 56. Coinami 사의 블록체인 NGS 분산컴퓨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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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블록체인이	유전체	데이터	분석,	관리	및	공유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아

직은	초기	단계이고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데이터의	보안성에	대한	검증이	아직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몇몇	가상화폐	시스템은	해킹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려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

이다.	또한	블록체인은	여러	거래(contract)	기록을	시간대	별로	기록해	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파일	용량

이	커지는	문제가	있으며	유전체	데이터는	VCF	파일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꽤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블

록체인에	담아내기	무척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CryptDist	등에서는	파일에	대한	링크(link)	만을	블

록체인에	담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링크를	이용한	방식은	결국	보안에	취약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부	블록체인에서는	암	조직의	체세포돌연변이

(somatic mutation)만	공개하기도	한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가능성과	한계점을	동시에	가진	플랫폼으로서	유전체	데이터	관리와	공유에	있

어서	여러	시도가	되고	있다.	아직은	블록체인의	가상화폐	성격	때문에	공공적,	사적인	성격의	유전체	데

이터와의	접점을	찾는데	고민이	계속되고	있지만	유전체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관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표 25. 유전체 관련 블록체인의 다양한 형태 및 모델

블록체인의 모델 예시

분산컴퓨팅 
(Distributed computation)

Coinami, Gridcoin, Curecoin, FoldingCoin,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parallelization(smart  
contracts working on different data instances)

데이터 보관과 공유 
(Data storage and distribution)

Filecoin, CGT, CrypDist, Gene-chain,  
Nebula Genomics

투표 방식 
(Voting)

Standardization teams(vote on proposals), 
Crowdsourced solutions(manual curation,  
gene-drug interactions)

신원 및 소유권 
(Identity and ownership)

Decentralized researcher identification databases,  
personal data adoption, crediting data ownership

자율적 데이터 공유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Predefined rules governing large organizations  
and projects such as GA4GH, ELIXIR, TCGA, IC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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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NGS 검사의 임상적 응용 

| 1 |  다중유전자Multi-gene 패널

여러	임상	검사실에서는	대부분	검사실	환경이나	임상의	요구도에	따라	맞춤형(custom)	패널을	직접	디

자인하여	사용하며,	이	정보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의	Genetic	Testing	Registry(GTR, https://www.

ncbi.nlm.nih.gov/gt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중유전자	패널	검사는	여러	유전자가	원인이	되는	다양한	질

환에서	진단이	가능하여	비용효율이	높은	검사이다.

1. 유전성 질환/생식세포 패널Hereditary disorder/germ-line panel

가. 유전성 암 증후군Hereditary cancer syndrome

전체	암의	약	5-10%는	유전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성	암	증후군(Hereditary cancer syndrome)은	주로	

세포	주기를	조절하거나	DNA	손상을	복구하는	기전에	관련된	종양	억제	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 및	

종양	유전자(oncogene)의	생식세포(germ-line) 돌연변이가	원인이	된다.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는	암	발생	확률이	크게	증가하고	가족들에게	돌연변이가	유전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성	암	증후군의	원

인	돌연변이를	확인하는	것은	환자의	진단	및	치료뿐	아니라	환자	가족의	암	위험도를	평가하고	암을	예

방하는	데	중요하다.	

이전에는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유전자만을	직접염기서열검사법(direct sequencing)으로	분석하였으

나	암	관련	유전자가	많이	밝혀지면서	NGS	검사로	여러	유전자를	한번에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

그림 57. Genetic Testing Registry에 등록된 임상 패널 정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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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GS	검사를	통해	한	환자에서	여러	유전자에	변이가	존재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고	중간/저	침투율

(moderate/low penetrance)	유전자의	변이	등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연관성	등	암	위험도에	관한	지식이	

크게	확장되고	있으며,	많은	환자들이	더	많은	임상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신경발달질환Neurodevelopmental disorders

신경발달질환은	어려서부터	뇌전증(epilepsy),	자폐(autism),	발달	지연(developmental delay),	지능	장애

(intellectual disability)	등을	보이는	희귀질환으로	유전적인	원인이	30~40%	이상이	된다.	질환과	관련된	변

이는	일반	인구집단에서	아주	드물거나	표현형이	심각한	경우	인구집단에서	발견되지	않는다[17].	대뇌

원인 유전자 유방암 난소암 대장암 자궁내막암 췌장암 위암 전립선암 기타

BRCA1, BRCA2 o o o o

MLH1, MSH2, MSH6, PMS2, EPCAM,  
MLH3, PMS1

o o o o o o

STK11 o o o o o o o

APC, BMPR1A, SMAD4 o o o o

MUTYH o o

CDKN2A, CDK4 o

TP53 o o o o o o o o

PTEN o o o o

CDH1 o o o

PALB2, ATM o

CHEK2 o o o o

NBN o o

BARD1, FANCM o

BRIP1, RAD51C, RAD51D, 
RAD50, SLX4

o o

BLM o

MEN1, RET, SDHA,  
SDHAF2, SDHB

o

MRE11A, PPM1D, RAD51 o

POLE, POLD1, AXIN1, AXIN2, GALTN12, 
EXO1, GREM1 

o

PRSS1 o

VHL, WT1, KRAS, NRAS,  
LMO1, RB1

o

표 26. 유전성 암 관련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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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질의	기형(malformations of cortical development),	유전성	대사	질환(metabolic disorder),	미토콘드리아	질환

(mitochondrial disorder)	또한	원인이	될	수	있고,	다른	장기의	기형	및	기능	장애를	동반한	증후군(syndrome) 

형태의	여러	유전질환이	뇌신경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유전자	돌연변이에	따라	약제	선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NGS	검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처럼	원인	유전자가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NGS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	및	예후	

판단,	적절한	치료,	가족	상담	등이	가능하다.	특히	한번에	수백~수천	개의	유전자를	검사하면	임상의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른	여러	검사를	진행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일부	줄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분자	유전학적	유전	데이터(유전형)와	임상적	특징(표현형)을	연관	지어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17].	또한	발달	장애	환자들의	부모들은	보통	정상인	경우가	많으며	환자가	태어나면서	부

모에서	없던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기는(de novo)	경우가	특히	많으므로	환자와	함께	부모를	함께	NGS	검

사를	하는	것(trio 검사)이	진단율을	올릴	수	있다.	

일부	유전자에서는	다양한	발현성(penetrance)과	표현성(expressivity)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유

전자와	환경적	요소(기형유발물질	포함)에	의한	복합적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여러가지	인자들을	

고려해야	한다[17].	

다. 안질환Eye disorders 

시각	장애와	관련된	유전성	안질환은	임상적으로나	유전적으로	상당히	다양(heterogeneous)하며	녹내장

(glaucoma),	황반	변성(macular degeneration),	선천백내장(congenital cataract),	망막	색소병증(retinitis pigmentosa),	

망막모세포종(retinoblastoma),	각막	이상(corneal abnormalities)	등이	포함된다.	유전적	복잡성이	높은	대표적

인	질환으로는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	등을	포함한	망막이형성증(retinal dystrophy)이	있다.	망

막이형성증과	관련하여	수십~수백	개의	원인	유전자가	밝혀져	있으며	원인	유전자에	따른	임상양상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도	있어	NGS	검사를	통한	확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최근	RPE65	유

그림 58. 유전자 돌연변이에 따른 뇌전증 약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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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이상	망막이형성증에	대한	유전자	치료(gene-therapy)가	효과를	입증받아	미국	식약처(FDA)	승인을	

받았다.	앞으로	더	많은	유전자에서	유전자	치료가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되는	바	NGS	검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라. 청각 소실Hearing loss 및 난청 

청각	소실	및	난청과	관련하여	100개	이상의	유전자가	현재	보고되어	있으며[18],	이	중	30%	정도는	다

른	신체적	이상을	동반한	증후군(syndrome)	형태를	보이며	Alport,	CHARGE,	Norrie,	Perrault,	Usher,	

Pendred,	Jervell,	Lange-Nielsen,	Waardenburg ,	Branchio-oto-renal,	Stickler	및	Teacher	Collins	증후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나머지	70%는	다른	신체적	이상이	동반되지	않는	비증후군(non-syndromic)	형태이

다.	원인	유전자가	다양하므로	다수의	유전자를	한번에	검사할	수	있는	NGS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되고	

있다.	

마.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orders 

유전성	심혈관	질환	관련	유전자는	100여	개	이상	보고되고	있으며,	심근병증(cardiomyopathies),	부정맥

(primary arrhythmias),	대동맥	질환(thoracic aortic aneurysms and dissections, TAAD),	가족성	고지혈증(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선천성	심장기형(congenital heart defects) 등의	질환의	원인	유전자들이	있다[19].	각	질환

군에서	돌연변이	발견	비율은	20%에서	75%까지	다양하며	유전검사에서	음성이라도	진단을	배제할	수

는	없으며,	가족들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같은	유전적	변이에	의해서도	개인마다	다양한	

표현형을	가질	수	있고(variable expression)	여러	유전자들에서	표현형이	겹치는	경우(phenotype overlap)도	많

아서	해석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유전성	심장	질환에서	NGS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돌연변이가	검출

된	환자의	가족	중에서도	같은	돌연변이를	가졌지만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무증상	보인자(asymptomatic 

carrier)를	찾아냄으로써	예방적	치료와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질병의	발생을	늦추거나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59. 유전성 심근병증 환자에서 돌연변이를 가진 무증상 보인자에서 예방적 치료의 중요성 

증상(Symptomatic) 단계

증상(Symptomatic 단계 

무증상(Asymptomatic) 단계

무증상(Asymptomatic) 단계

돌연변이에 의한 위험(risk)

자연적 경과

예방

조기 예방적 조치

비가역적(Irreversible)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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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경근육병증Neuromuscular disorders

근육과	신경	및	신경근이음부(neuromuscular junction)와	관련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유전성	신경

근육병증(neuromuscular disorders)이	생길	수	있으며	많은	질환들이	임상적,	유전적,	조직학적	특징들을	공

유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많은	근육	질환은	근육	퇴행과	그에	따른	근긴장저하(hypotonia)를	나타내

며,	혈청의	크레아티닌	키나제(creatine kinase)도	증가할	수	있다.	근육	이형성증(muscular dystrophy)에는	200

가지	이상의	단일	유전	질환을	포함하며	듀시엔형	근이영양증(Duchenne muscular dystrophy, DMD),	지대근

이영양증(limb girdle muscular dystrophy, LGMD),	샤르코	마리	투스	병(Charcot-Marie-Tooth disease, CMT),	운동	

실조(ataxia)	등이	포함된다.	NGS	패널	검사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	유전자를	한번에	검사가	가능하게	하

여	질환의	확진	및	치료	계획,	예후	판정	등에	도움이	될수	있다.	

사. 기형 증후군Dysmorphic syndrome

육체적인	특징,	특히	얼굴	및	몸	전체(키,	목,	팔다리,	손발,	몸,	생식기	등)에서	동일	연령대	및	동일	인종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기형증후군이라고	한다.	이는	빈도가	드문	희귀질환이

며	수천	개	이상의	증후군이	OMIM과	Orphanet에	기술되어	있다.	가계도,	과거력(임신	및	출산력,	주산기	과

거력,	발달	및	지적	능력의	지연),	육체	및	행동	검사,	영상	및	생화학,	대사	관련	검사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진

단을	하여야	하며	유전성	원인이	많기	때문에	염색체마이크로어레이(chromosomal microarray),	NGS	패널	

검사	혹은	전장	엑솜	검사(whole-exome sequencing, WES)	등을	이용하여	원인	유전	변이를	검출할	수	있다.	

아. 근골격계 이상Skeletal disorder

근골격계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원인	중	유전자	이상이	일부를	차지한다.	유전자	이상과	관련하

여	저신장(short stature),	체형의	이상(abnormal patterning),	뼈의	크기나	구조의	변화,	뼈의	취약성	증가,	칼슘	

및	인산염	대사의	이상,	뼈	이외의	조직에의	영향	등을	보일	수	있으며	관련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NGS	검사로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암 체세포 돌연변이 패널Cancer somatic mutation panel 

가. 혈액 종양

급성	백혈병(Acute leukemia),	림프종(lymphoma)을	비롯하여	많은	혈액	종양성	질환에서	진단	및	치료에	유

의한	연관성이	있는	유전적	변이가	알려져	있으며	NGS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혈액종양으로는	대표적

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들	수	있다.	이들	질환의	경우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체

세포(somatic)	돌연변이	중	특정	유전자	변이와	치료	반응의	연관성이	알려져	있으며,	WHO	classification

과	NCCN	가이드라인에도	일부	반영되어	있어	진단과	치료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혈액종양	검사를	위한	유전자	패널을	구성할	때는	임상적	의의가	확실한	유전자만을	포함할	것인지,	

그	밖에	잠재적	영향을	가진	유전자들을	모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임상	검사로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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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FLT3 유전자의 internal tandem duplication(ITD) 변이

ECD TM JM TKI KI TK2

Ig5Ig5Ig5Ig5Ig5

Exon 21
Asp835 point mutation

D835T
D835V
D835A

ITD
Exon 14/15

Wildtype sequence

Duplicated
sequences

QFRYESQLQMVQVTGSSDNEYPYVDFREYEYDLKWEFPRENLEF

YESQLQMVQVTGSSDNETFTVDFREY
QLQMVQVTGSSDNEYFYVDFREYEYD

EYFYVDFREY
SSDNEYFYVDFREYEYD

LTGSSDNEYFYVDFREY
VTGSSDNEYFYVDFRE

GSSDNEYFYVDFREYEYDLKWEF
REYEYDLKWEFPRENLEF

DFREYEYDLKWEFPRENLEF
VTGSSDNEYFYVDFREYEYDLKWEFPRENLRFG

QLQMVQVTGSSDNEYFYVDF
QLQMVQVTGSSDNEYFYVDFRE

한된	자원을	활용한다면	질환의	진단	및	치료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Tier	1	및	Tier	2에	해당

하는	유전자만을	포함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나,	향후	늘어나는	데이터베이스와	임상시험	등을	고려하면	

선천성	변이	유전자와	아직	확실한	의미가	정립되지	않는	유전자를	일부	포함하는	것도	유용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과	관련하여	여러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보고되고	있

다.	2016	WHO	분류에서는	NPM1, CEBPA, RUNX1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진단,	치료	및	예후와의	중요

한	연관성이	확립되어	있는	바	독립적인	진단그룹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FLT3	유전

자의	일부	부위의	중복(internal tandem duplication, ITD)	돌연변이와	타이로신	인산화	도메인(tyrosine kinase 

domain)의	점돌연변이	또한	예후와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타이로신	키나제(tyrosine kinase)	억제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FLT3	ITD	돌연변이는	큰	영역의	중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상	

사용되는	분석	알고리즘으로는	위음성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분석해야	한다[20].	

최근	백혈병	환자에서	DDX41, RUNX1, ANKRD26, ETV6, GATA2	등	다양한	유전자의	선천성	변이의	

영향이	밝혀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발표한	결과에서도	상당수의	환자들이	선천성	변이를	가지고	있

다[21].	백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를	검사하기	위해서

는	NGS	검사가	필수적이다.	백혈병	위험도와	연관된	선천성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	경우,	가족	검사를	

통해	가족들의	백혈병	위험도	예측	및	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고	가족으로부터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

는	경우	공여자	선정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유전자는	다른	암의	위험도	역시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예. PALB2 유전자와	유방암)	예방적	검사,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다[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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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는	유전자	재조합이	흔하게	발견되며	이러한	재조합은	인트론(intron)	부위에서	

돌연변이의	절단	부위(breakpoint)가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DNA를	이용한	NGS	검사에서는	발견이	쉽지	

않고	RNA를	이용한	NGS	검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은	B-세포	타입과	T-세포	타입으로	나뉘며	B-림

프모구성	백혈병(B-lymphoblastic leukemia, BLL)에서는	점	돌연변이	이외에	유전자	복제수	이상이	흔하게	

일어나므로	NGS	검사를	할	경우	유전자복제수	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점	돌연변이나	복제수	변화

가	자주	관찰되는	유전자로	IKZF1, PAX5, EBF1, CDKN2A, CDKN2B, RB1, ETV6, ERG, CREBBP	유전

자	등이	있으며	TP53	유전자	등은	좋지	않은	예후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림프모구성	백혈병(T 

lymphoblastic leukemia, TLL)에서도	NOTCH1, FBXW7, MYB, IL7R, JAK1, JAK3, STAT5B, NRAS, KRAS, 

PTEN, CNOT3, RPL5, RPL10	등	다양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보고되고	있다[24].

다양한	유전자	재조합이	B-	및	T-림프모구성	백혈병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들	역시	DNA	NGS	검

사로는	검출이	어렵고	RNA를	이용한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B-림프모구성	백혈병에서는	Philadelphia-

like	ALL	이라는	질환군이	새롭게	규정되었으며	여기에는	키나제(kinase)와	관련된	여러	유전자의	재조합

표 27. 급성 골수성 밸혈병 연관 선천성 변이유전자

질환 유전자

Myeloid neoplasms with germ line predisposition  
and other organ dysfunction

GATA2

Myeloid neoplasms with germ line predisposition  
and preexisting platelet disorders

RUNX1, ETV6, ANKRD26

Myeloid neoplasms with germ line predisposition  
without a preexisting disorder or organ dysfunction

CEBPA, DDX41

Fanconi anemia FANCA, FANCB, FANCC, BRCA2 (FANCD1), FANCD2, FANCE,  
FANCF, FANCG (XRCC9), FANCI,

BRIP1 (FANCJ or BACH1), FANCL, FANCM, PALB2 (FANCN),  
RAD51C (FANCO), SLX4 (FANCP), FANCQ (ERCC4)

Dyskeratosis congenita 
(and telomere biology disorders)

CTC1, DKC1, TERC, TERT, TINF2, NHP2, NOP10,

WRAP53, RTEL1 

Severe congenital neutropenia ELANE, GFI1, HAX1, G6PC3, WAS, VPS45, USB1,

CSF3R32

Shwachman-Diamond syndrome SBDS

Diamond-Blackfan anemia RPS19, RPS17, RPS24, RPL35A, RPL5, RPL11, RPS7, 
RPS26, RPS10, GAT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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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유전자	재조합은	원인	유전자의	수가	많아	통상적인	reverse	trancrtiption(RT)-

PCR	검사법으로는	검출이	어렵기	때문에	RNA를	이용한	NGS	검사가	필요하다.		

골수 이형성 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 및 골수 증식 증후군Myeloproliferative neoplasm

골수	이형성	증후군에서는	80~90%의	환자에서	체세포	돌연변이가	발견되며 SF3B1, SRSF2, U2AF1, 

ZRSR2, TET2, DNMT3A, IDH1, IDH2, ASXL1, EZH2, RUNX1, NRAS, BCOR, CBL, TP53, STAG2 등	

다양한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관찰되며	일부	유전자는	진단	분류에	이용된다.	예를	들어	SF3B1	돌연변

이는	링	모양의	철	축적	적혈구모세포(ring sideroblasts)와	관련이	있고	돌연변이가	발견될	경우	질환	분류

에	참고하여야	한다[23].	골수	증식	증후군에서도	JAK2, MPL	등의	유전자	돌연변이와	함께	골수	이형성	

증후군과	비슷한	돌연변이가	관찰되기도	한다.	두	질환	모두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마찬가지로	선천성	

돌연변이와	관련하여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NGS	패널	검사로	돌연변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림프종Lymphoma

림프종의	종류에	따라서	호발하는	유전적	변이가	매우	다양하며	이들	변이와	연관하여	치료반응	및	예

후	예측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부	질환군(예. diffuse large B-cell lymphoma)에서

는	유전적	아형(subtype)의	분류를	비롯하여	종양의	특성,	치료반응	및	예후와	관련된	유전적	변이들이	밝

혀지고	있으며,	표적치료제(targeted drug)의	감수성	및	저항성을	예측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각각	림프

종의	유전적	양상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보고가	누적되면서	중요성을	가지는	유전자	변이	역시	증가

하고	있으며	NGS	검사의	유용성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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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형암Solid cancers

고형암에서	NGS	검사는	암의	일반적인	진단	이외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		표적	치료제	반응(예. EGFR, BRAF, ERBB2, ALK, ROS1, RET, NTRK 등)과	내성(예. KRAS 돌연변이)을	예측

-		면역	항암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microsatellite	instability(MSI),	총	돌연변이	수(tumor mutation burden)	

등의	검출

-	TP53	등	예후와	관련된	유전자	변이	검출

-	미분화(undifferentiated)	및	원발불명(unknown origin)	암종의	진단	및	기원	추정

폐암Lung cancer

폐암의	조직학적	분류는	크게	소세포성(small cell)과	비소세포성(non-small cell)	폐암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돌연변이	프로파일을	가진다.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따라	암의	공격성이	달라진다는	것이	증명되면

서	폐암의	항암치료에서	해당	암의	유전적	특성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비소세포성	폐암에

서	사용되는	gefitinib,	erlotinib	등은	EGFR	억제제로	EGFR	유전자에	돌여변이가	있는	환자군에서	효과

적이다[25, 26].	Crizotinib은	ALK	억제제로	EML4-ALK와	같은	융합유전자를	가진	환자군에서	유용하다
[27].	이외에	ROS1, BRAF, KRAS	등도	치료	방향	결정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유전자라도	돌연변이	위치

나	돌연변이	개수에	따라	암의	공격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NGS의	대용량분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폐암은	특히	조직검사를	하기	힘든	위치에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종양으로부터	혈액으로	

흘러나온	나온	순환	종양	DNA(circulating tumor DNA)을	대상으로	돌연변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돌

연변이가	자주	발견되는	유전자인 EGFR, BRAF, ERBB2, KRAS, PIK3CA	등을	포함하는	타겟	NGS	패

널로	분석할	수	있으며	실제	폐암	조직에	있는	돌연변이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또한	

EGFR	억제제를	사용하는	동안에	EGFR	유전자의	T790M	단백질	치환	돌여변이가	검출되면	약제	내성

의	출현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약물로	교체를	하는	등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29].

표적치료제 약물 유전학 표지자 및 질환

Crizotinib ALK 양성 유방암, 폐암, 흑색종

Nilotinib, bosutinib, dasatinib, imatinib, ponatinib ABL 양성 종양

Vemurafenib BRAF 양성 종양

Cetuximab, erlotinib, afatinib, panitumumab, vandetinib EGFR 변이 양성 위장관 종양

Trastuzumab, lapatinib, pertuzumab HER2 과발현 종양

Cetuximab, panitumumab KRAS 양성 암

Imatinib KIT 양성 종양

표 28. 표적 치료제와 각각의 약물 유전 표지자(체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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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Gastric cancer

위암은	조직학적으로	장(intestinal)형과	미만(diffuse)형으로	나누었으나,[30]	최근	NGS	기법이	발달하

면서	유전자	변이에	따른	분류가	도입되고	있고	그	예	중	하나는	현미부수체	불안정형(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	Epstein-Barr	바이러스(EBV),	염색체	불안정형(chromosome instability, CIN) 및	유전적	안정형

(genomically stable, GS)	타입으로	나누는	것이다[31, 32].	MSI는	DNA	복제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인한	불일

치를	수선(mismatch repair, MMR)해주는	유전자의	이상으로	오류의	복구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서	특히	특

정	염기가	반복되는	microsatellite	부위에	이상이	많이	발생한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PCR	검사를	하여	

증폭	산물의	길이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최근	NGS	검사가	개발됨으로서	유전자	돌연

변이와	함께	MSI를	한번에	함께	검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33, 34].		

위암에서	돌연변이가	점	돌연변이가	자주	발생하는	유전자는	TP53, PIK3CA, KRAS, SMAD4, APC, 

TET2, ERBB2	등이	있으며	유전자	복제수	변화(copy number variation)는	ERBB2, CCNE1, KRAS, FGFR2, 

ZNF217, MYC, CCND1, CDK6	등이	있다[35].	타겟	NGS	패널을	이용하면	비용효과적으로	많은	돌연

변이를	검출할	수	있는데,	진행성	위암에서	TP53, SYNE1, CSMD3, LRP1B, CDH1, PIK3CA, ARID1A, 

PKHD	유전자에	대한	유전자량변이(copy number variation)이	유의미하게	검출되었다는	연구도	있다[36].	

특히	ERBB2	유전자의	증폭은	ERBB2(HER2)	수용체에	대한	표적약물인	trastuzumab에	대한	반응과	연관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도	VEGFR2, VEGFA, FKBP12, PARP, CTLA4	등을	표적으로	하는	

다양한	약제들이	임상시험	중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유전자들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32].

대장직장암Colorectal cancer

대장암은	용종(polyp)에서부터	선종(adenoma)	등을	거치면서	다단계	유전적	변화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크게	두	가지	다른	유전적	경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	번째	유형은	염색체	불

안정형(chromosome instability, CIN)으로	염색체의	변이가	심하고	APC	유전자의	변화로	시작되는	KRAS와	

그림 61. 폐암의 EGFR 돌연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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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53	유전자의	순차적	돌연변이가	특징이다.	현미부수체	불안정형(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MSI-H)은	

부적합	DNA	교정(mismatch repair, MMR)에	관련된	유전자(MLH1, MSH2, PMS2 등)의	기능	소실로	현미부

수체의	길이변이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며	여기에는	선천성으로	돌연변이를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증후군(hereditary nonpolyposis colorectal cancer, HNPCC)	환자들도	해당된다.	CIN형의	대장

암과	달리	MSI-H형의	대장암은	APC, KRAS	및	TP53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드물게	관찰되고	단백질	지

령부위	내에	현미부수체가	포함된	TGFβIIR,	ACVR2, BAX	등의	다양한	유전자들에서	체세포	돌연변이

가	빈번하다[37].

	

EGFR	표적치료제는	현재	전이성	대장직장암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KRAS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

으면	cetuximab이나	panitumumab	같은	EGFR	항체에	대한	저항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약제

는	KRAS	돌연변이가	없는	종양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추가로	NRAS, BRAF, PTEN	등의	유전자	이상도	

항-EGFR	치료에	대한	저항성과	관련이	있다[38-40].	

그림 62. 대장암 발생의 두 가지 유전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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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Liver cancer

간암에서	돌연변이가	많이	발견되는	유전자로는	TERT, TP53, CTNNB1, ARID1A	등이	있다[41-44].	B형	

간염과	관련된	간암	환자에서	AXIN1	돌연변이의	연관성이	밝혀져	있으며[45],	간염	바이러스	DNA가	침

투하여	TERT, MLL4, CCNE1	등의	유전자에	삽입되면	이들	유전자의	발현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

다[46, 47].	간암에서는	아직까지	효과적인	항암제나	표적	약물이	없는	상황이며	대사효소,	염색질	조절자

(chromatin remodeler),	mTOR	경로에	관련된	유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표적	약물	연구가	활발하다.	최근	

PD-L1	등	면역	치료약물이	간암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암돌

연변이의	총량(tumor mutation burden)을	NGS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담도암Billiary cancer

간내담도암(Intrahepatic bile duct cancer)에서는	IDH1	및	NRAS,	간외담도암(extrahepatic bile duct cancer)에

서는	TP53, KRAS, BRAF	등에서	돌연변이가	흔하게	관찰된다[48].	간내담도암에서	FGFR	돌연변이가	

FGFR	저해제(pazopanib, dovitinib 등)의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49].	또한	간내

담도암의	상당수에서	FGFR2-PPHLN1	유전자	재조합이	관찰되고	있다[50].	담도암은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항암치료가	쉽지	않은	암	중	하나이며	따라서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이용한	타겟	항암	치

료약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NGS를	이용한	돌연변이	확인과	타겟	유전자	확인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혈장유리	종양	DNA(circulating tumor DNA)를	NGS로	검사하여	조기발견과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췌장암Pancreatic cancer

췌장암은	질환이	말기로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고	치료가	쉽지	않은	매우	치명적인	질환이다.	췌장선

암(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에서는	KRAS, CDKN2A, TP53	및	SMAD4	등	주요	유전자의	돌연변이

가	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전체	환자에서	높은	빈도로	관찰된다.	KRAS의	체세포	돌연변이는	종

양의	90%에서	발생하고	대부분	12번째	코돈(codon)에서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DKN2A, 

유전자 약물 반응 예측

KRAS 돌연변이 anti-EGFR agents (cetuximab or panitumumab) 저항성

NRAS 돌연변이 anti-EGFR agents (cetuximab or panitumumab) 저항성

BRAF V600 돌연변이 anti-EGFR agents (cetuximab or panitumumab) 저항성

HER2 증폭 BRAF V600 inhibitor (Vemurafenib, dabrafenib, 
encorafenib) 반응

NTRK 재배열 Anti-HER2 agents (trastuzumab)

표 29. 대장직장암의 유전자 변이와 약물 반응 예측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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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53, SMAD4	유전자	역시	많은	수의	환자에서	불활성화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종양의	크기가	커지

게	되면	낮은	빈도를	보이는	소수의	유전자가	관찰되는데	KDM6A, BCORL1, RBM10, MLL3	(KMT2C),	

ARID1A	그리고	TGFBR2가	이에	해당하며	대부분	5%	미만으로	관찰된다.	발견된	유전자들을	그룹화하

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임상적인	의의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다른	암종에서	치료	반응의	예측	바이오마커로	사용되는	ERBB2	amplification,	BRAF	mutation	그리

고	BRCA1/2	mutation도	낮은	비율로	나타나게	되나	아직	적용에	있어서의	근거가	불명확하다.	췌장에서

의	발암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잠재적인	드라이버	유전자	이외에도	“불안정한”	유전자의	특

징(“unstable” mutation signature)를	보이는	종양에서의	플래티넘(platinum)	계열의	화학요법의	반응과	같이	

임상적	관련성을	보이는	유전자의	특징에	따라	하위타입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해졌다[51, 52].

유방암Breast cancer

유방암은	암	조직에	에스트로겐	수용체(estrogen receptor, ER),	프로게스테론	수용체(progesterone receptor, 

PR)	및	인체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HER2/neu)의	발현	정도에	따라	유전적	아형(subtype)으로	분류된

다.	에스트로겐	혹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	예후가	좋고	호르몬	억제	치료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HER2	과발현	암의	경우	조금	더	공격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이	있지만	

trastuzumab(Herceptin)이라는	표적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NGS	검사법을	포함한	다양한	유전학적	검사법이	소개되면서	유방암의	유전적	변이와	의

미에	대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면역조직화학법(immunohistochemistry)으로	HER2	음성	유방암으로	

그림 63. 췌장암에서 낮은 빈도로 존재하며 다른 암종에서 타깃 치료가 존재하는 돌연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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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다	하더라도	HER2	유전자에	체세포	돌연변이(somatic mutation)가	있으면	유방암의	나쁜	예후와	

연관이	있고	이들은	trastuzumab과	같은	표적	약물의	치료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53].	

TP53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환자에서	나쁜	예후와	관련이	있고,	PIK3CA	유전

자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음성	환자에서	좋지	않은	예후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지기도	하였다[54].	위의	예

시에서	보듯이	NGS	검사를	통한	유전자	변이의	포괄적	이해를	통해	유방암	환자의	예후	예측이	가능하

며	치료법의	접근에	있어서도	단순히	면역조직화학법을	넘어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	유방암에	대한	돌

연변이에	대해	대규모로	연구한	보고에	따르면	유방암에서는	PIK3CA와	TP53	돌연변이가	가장	많이(각

각 35~40%)	발견되며	그	밖에	MUC16, AHNAK2, SYNE1, KMT2C, GATA3	등	돌연변이가	관찰될	수	있

다[54].	또한	BRCA1/2, PALB2, ATM	등	유방암과	관련된	선천성	돌연변이	관련	유전자들이	많이	보고됨

으로써	이러한	유전자들을	통합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NGS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난소암Ovarian cancer

난소암은	흔한	부인과	암으로	사망률이	높은	암이다.	상피성	난소암(epithelial ovarian cancer)에	대한	유전적	

변이는	주로	BRCA1과	BRCA2의	생식세포성(germline)	돌연변이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유전적	난소암중	

약	20%에서	관찰되며,	세포	순환의	조절,	전사,	세포의	조절	등	여러	가지	세포의	분열과정에	관련되어	있

다.	또한	체세포	돌연변이는	BRCA1, BRCA2, TP53, PTEN, ATM	등	유전자에서	흔하게	관찰되고	TP53

의	변이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55].	BRCA1/2, ATM	과	같은	DNA	복구	유전자의	상동	재조합	유전

자	돌연변이(homologous recombination gene mutation)를	가진	난소암	환자에는	백금	화학요법(platinum-based 

antineoplastic)과	olaparib과	rucaparib과	같은	PARP(poly ADP ribose polymerase)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56].

식도암Esophageal cancer

식도암은	크게	식도편평세포암종(esophageal squamous cell carcinoma)와	식도샘암종(esophageal adenocarcinoma)

으로	나뉘며	각각	지리적	분포나	위험인자,	종양의	위치가	다르다.	식도편평세포암종은	북중국이나	중

앙아시아에	흔하며[57],	이형성(dysplasia)에서	침습적인	식도편평세포암종으로	진행하는	과정	중	TP53	돌

연변이와	세포주기	유전자(예. CDKN2A) 이상,	RB1	유전자	조절	이상	등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점돌연변이는	TP53, KMT2D, NFE2L2	등의	유전자에서	흔하며,	SOX2, TP63, FGFR1	등	유전자에서는	

증폭이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8].	

식도샘암종은	돌연변이	수가	많은	편이며	TP53, CDK2NA, ARID1A	등의	종양	억제	유전자의	점돌

연변이가	다수	관찰된다.	유전자	복제수	변화도	흔하며	특히	ERBB2, EGFR, KRAS, FGFR2	등	치료와	관

련된	유전자들의	변이들이	관찰된다[58].	ERBB2의	발현	이	증가한	경우	전이가	증명된	식도샘암종의	치

료에	transtuzumab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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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암Head and neck cancer

두경부	편평세포암종(Head and neck squamous cell carcinoma)에서	자주	발견되는	유전자	변이와	연관된	암

발생	기전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TP53, RB1, CCND1, CDKN2A, CDK4/6	등	유전자	이상에	의한	세

포주기	조절의	소실이며,	두번째는	EGFR, PIK3CA, PTEN	등	유전자의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세포	성

장	및	증식의	활성	증가와	연관된다[59].	이외에	NOTCH1	유전자의	변이가	흔히	발견되고[60],	C17orf104, 

ITPR3, DDR2, TERT 유전자의	변이가	전이되거나	재발하는	종양에서만	발견된다[61, 62].

두경부암에서	FDA의	승인을	받은	표적치료제는	3가지이며,	EGFR에	대한	항체인	cetuximab,	PD-1	

억제제인	pembrolizumab과	nivolumab이	그것이다.	EGFR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	이지만,	EGFR 변이	

양상이나	발현	정도와	cetuximab	치료와의	연관성은	없었으며[63]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신장암Kidney cancer

신장암은	조직학적으로	투명세포	신세포암(clear cell renal cell carcinoma),	유두상	신세포암(papillary renal cell 

carcinoma),	혐색소	신세포암(chromophobe)	등으로	나뉘고	각	조직학적	아형에	따라	다른	유전자	돌연변이	

프로파일을	보인다.	투명세포	신세포암은	VHL	종양억제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는	돌연변이가	가장	

높은	비율로	관찰되며	이에	대하여	혈관내피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억제제가	효

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생존율을	올려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VHL	손실	단독으로는	암	발

생이	어렵고	PBRM1, SETD2, BAP1, MTOR, KDM5C	등	다른	유전자의	돌연변이의	축적으로	암으로	진

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MTOR	돌연변이는	일반적으로	단백	변화(missense)	변이이고	everolimus,	

temsirolimus와	같은	mTOR	경로	억제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64].	

유두상	신세포암은	타입	I	암은	MET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관련	있으며	타입	II	암은	CDKN2A	불

활성화,	SETD2, BAP1	및	PBRM1	돌연변이,	TEF3	유전자	재조합	등과	연관되어	있다[65].	이외에	FH	및	

MET	등의	유전자의	선천성	돌연변이가	가족성	신장암	증후군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6].	혐색

소	신세포암은	여러	염색체	이상과	함께	PTEN, TP53 등의	돌연변이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성	혐색소	신세포암은	Birt-Hogg-Dube	증후군으로도	불리며	FLCN	유전자의	선천성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한다[66].	이러한	유전성	암을	감별하고	임상적으로	중요한	돌연변이를	확인하기	위해	NGS	검

사가	필요하다.	

방광암Bladder cancer

방광암은	일반적으로	상피(urothelium)로부터	기원하며	배뇨	근육	침범	여부에	따라	근육	침범(muscle-

invasive)	및	근육비침범(non-muscle-invasive)	방광암으로	나뉜다.	근육비침범	암에서는	FGFR3, TERT, 

PIK3CA, TSC1/2	등	유전자의	점돌연변이	자주	관찰되며	근육침범형에서는	TP53, RB1, PTEN	등	보다	

많은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관찰된다.	FGFR3	유전자는	TACC3	유전자	등과	재조합이	일어나면서	활

성화가	되기도	한다.	이외에	E2F3, MDM2	및	ERBB2(HER2)	등	여러	유전자의	증폭도	보고되고	있다.	

ERBB2(HER2)	돌연변이는	신보강화학요법(neoadjuvant chemotherapy)에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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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C2	유전자	변이가	존재하는	암종에서는	시스플라틴(cisplatin)을	사용한	항함화학요법에	반응이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67].

전립선암Prostate cancer

전립선암에서는	ERG	유전자	융합이	흔하게	일어나며,	ETV1/ETV4/FLI1	유전자	재조합	또는	과발현,	

SPOP, FOXA1, IDH1	유전자	돌연변이	등이	관찰될	수	있고	각각	다른	임상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68].	전

립선암에서도	유전적	정보가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BRCA1/2, ATM, PALB2, FANCA, 

RAD51A, CHEK2와	같은	DNA	복구	유전자의	상동	재조합	유전자	돌연변이(homologous recombination 

gene mutation)를	가진	전립선암	환자에는	초기	플라티늄	화학요법과	olaparib과	rucaparib과	같은	아직

은	임상	시험단계	약제인	PARP(poly ADP ribose polymerase)	억제제의	초기	사용이	적절할	수	있다[69].	또한	

현미부수체	불안정형(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MSI-H)	또는	부적합	DNA	교정(mismatch repair deficient, 

dMMR)에	관련된	유전자(MLH1, MSH2, MSH6, PMS2 등)의	기능	소실은	NGS	방법에	의해	확인될	수	있

는데	이것은	진행성	전립선암에서	면역치료	중의	하나인	pembrolizumab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마커

로	사용될	수	있다[70].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에	의해	암이	진행되는데	이	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이	전립

선	암의	치료에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약제인	abiraterone,	enzalutamide를	사용하면	처음에는	전립선암

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점점	그	효과가	약해지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androgen	receptor	

splice	variant	7(AR-V7)	때문이다.	이것은	RNA의	스플라이싱(splicing)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비정상적인	안

드로겐	수용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안드로겐의	존재와	관계없이	신호가	전달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돌

연변이가	발견되면	빠른	taxane	계열의	항암화학암요법을	진행해야	한다[71].	이	밖에도	체세포	돌연변이

(somatic mutation)에	대한	NGS	분석은	아직은	연구	중에	있지만	향후	임상	치료	타겟의	대상이	될	수	있

는	변이들이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는	androgen	receptor	amplification,	PTEN	deletion,	PI3/Akt/mTOR	

pathway	변화,	TMPRSS2-ERG 융합	유전자	등이	있다[72].

3. 약물유전 패널Pharmacogenetics panel

약물유전학(Pharmacogenetics)은	개인의	유전	정보와	약물	투여에	따른	개인의	반응사이의	연관성을	분석

하는	것으로	치료	결과를	최적화하고,	개인형	맞춤	치료(personalized therapy)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중	약동학(pharmacokinetics)은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제거	등과	관련된	것이며	약력학(pharmacodynamics)

은	약물의	효과와	관련되어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전달체,	수용체,	이온	통로,	효소,	신호	전달	체계	

등을	다룬다[73].	

정상인들에서도	다양한	유전적	다형성(polymorphism)이	존재하며	일부는	약물을	대사하거나	약물이	

작용하는	단백질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Cytochrome	P450	효소는	비슷한	그룹의	다양한	유전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CYP450	유전자의	다형성은	여러	약물의	혈장	농도,	해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CYP2D6	유전자의	경우	항우울제,	베타차단제,	항부정맥제,	tamoxifen	등	많은	약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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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를	담당하며	개인의	유전적	다형성에	따라	CYP2D6	단백질의	기능이	감소	혹은	증가할	수	있기	때

문에,	유전자형(genotype)에	따라	poor,	intermediate,	extensive,	ultrarapid	metabolizer로	분류하기도	한다
[74].	이러한	다양한	유전자에	대하여	NGS	패널로	검사하는	것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것은	환자의	약제	선

택	이전에	시행될	수	있다.	암	치료와	관련하여서도	약물유전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다.	암	

체세포(somatic)	변이의	경우	항암치료나	표적	치료제의	치료	효과와	연관이	있고,	이러한	유전자	돌연변

이에	따른	표적치료	선택은	몇몇	암에서	이미	표준치료로	사용되고	있다[74].	유전성(germ-line)	변이의	경

우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과	관련이	있고	CYP2B6, TPMP	등의	유전자가	항암제의	대사와	관련되어	유의

성이	보고되고	있다[75].	

그림 64. 약물 대사 관련 유전형과 약물농도의 관계

변이형
동형접합자

(Homo)

약물 농도

변이형
이형접합자
(Hetero)

정상형 
(Wild- type)

표 30. 약물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 예시 

약물 적응증 관련 유전자 기능

Opioids 진통제 CYP2D6 대사 효소

Phenytoin 항간질제 CYP2C9 대사 효소

Simvastatin 고지혈증 SLCO1B1 대사 효소

SSRIs 항우울제 CYP2D6,  
CYP2C19

대사 효소

Tacrolimus 면역억제제 CYP3A5 대사 효소

Thiopurines 항암제 TPMT 대사 효소

Tricyclics 항우울제 CYP2D6,  
CYP2C19

대사 효소

Warfarin 항응고제 CYP2C9,  
CYP4F2,  
VKORC1

대사 효소,  
약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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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엑솜Exome 및 전장유전체whole genome 시퀀싱

엑솜은	전체	유전체	중	2만여	개에	달하는	유전자의	단백질을	코딩하는	부위인	엑손(exon)을	모두	분석

하는	것으로서	분석	부위의	총	크기는	약	30	mega	base	pair(Mb)	정도	되며	이것은	전체	유전체의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질환과	연관성이	알려진	변이의	대부분은	엑손	부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엑솜	분

석은	전체	유전체를	분석하는	전장유전체	시퀀싱(whole-genome sequencing)과	비교했을	때	소요	시간	및	분

석	비용이	줄어들어	효율적이다.	NGS	다중유전자(multi-gene)	패널,	즉	타겟유전자(target-gene)	패널의	경

우	타겟에	포함된	유전자의	변이만	검출이	가능한데	비하여	엑솜	시퀀싱을	시행할	경우	타겟유전자패널

에	비해	진단율이	높고	질환과의	연관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유전자의	발굴이	가능하다.	

엑솜은	엑손과	매우	인접한	부위의	인트론(intron)에	존재하는	변이는	검출이	가능하지만,	엑손과	멀리	

떨어진	부위의	인트론(intron)	및	조절	부위(regulatory region)에	존재하는	변이의	경우	검출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변이까지	검출하기	위해서는	전장유전체	시퀀싱이	필요하다.	타겟유전자	패널에	비교해서는	시

퀀싱	깊이(depth of coverage)가	낮아져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분석	유전자	수가	많아	의

미가	불명확한	변이(variant of unknown significance, VOUS)가	많이	검출되어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전

체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자	했던	유전자	이외에	다른	유전자에서	예기치	않게	돌연변이

(incidental finding)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신경근육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를	보고자	엑솜	시퀀

싱을	하였는데	우연히	유전성	암	관련	유전자인	BRCA1	등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추가로	발견될	수	있다.	

일부	유전자는	추가로	발견된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알려	주는	것이	환자나	가족의	예방적	조치	등으로	인

한	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학유전학회(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CMG)	가이드라인

에서는	우연히	발견된	돌연변이	중	환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유전자들을	제시하고	있다[15].

엑솜	혹은	전장유전체	시퀀싱은	환자의	임상	증상	혹은	표현형(phenotype)	만으로	특정	유전질환으로	

진단	내리기	어려운	경우나	원인	유전자가	워낙	다양하여	일반적인	타겟	패널	시퀀싱으로	검사가	충분

하지	못할	때	특히	유용하다.	예를	들어,	뇌신경계발달(neurodevelopment)과	관련되어	뇌전증,	자폐증,	지

적장애	등과	관련된	유전자는	수천	개	가까이	되며	매년	새로운	유전자가	발견되고	있다.	상당수의	질환

들은	전	세계적으로	몇	례	정도밖에	보고되지	않은	희귀	질환들이	많고	이러한	질환들을	한번에	검사하

기	위해서는	엑솜	시퀀싱이	적절하다.	엑솜	시퀀싱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

더라도	결과	데이터를	보존한	후	일정	기간	지난	후	재분석(re-evaluation)을	하여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	돌

연변이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유전자가	밝혀지거나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되면서	기존에	의미를	알	수	없던	변이가	다시	재분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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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상 질환 유전성암 유전자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

대장암, 위암, 갑상선암, 뇌종양, 간암 APC

결절성 경화증 
(Tuberous sclerosis complex)

뇌종양, 신장암 TSC1

TSC2

나이메간 파손 증후군 
(Nijmegen breakage syndrome)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혈액암 NBN

리-프라우메니 증후군 
(Li-Fraumeni syndrome)

유방암, 난소암, 뇌종양, 자궁암, 췌장암,  
폐암, 대장암, 위암, 골육종, 혈액암

TP53

린치 증후 
(Lynch syndrome)

대장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위암,  
전립선암

MLH1

MSH2

PMS2

망막모세포종(Retinoblasoma) 소아혈액종양 RB1

연소성용종증 증후군  
(Juvenile polyposis syndrome)

대장암, 위암 BMPR1A

SMAD4

유전성 부신 경절종-갈색세포종  
(Hereditary paraganglioma  
pheochromocytoma syndrome)

내분비암 SDHAF2

SDHB

SDHC

SDHD

유전성 유방암-난소암 증후군  
(Hereditary breast and  
ovarian cancer syndrome, HBOC)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전립선암 BRCA1

BRCA2

제1형 다발성 내분비선종증  
(Multiple endocrine neoplasia type 1)

내분비암 MEN1

제2형 다발성 내분비선종증  
(Multiple endocrine neoplasia type 2)

내분비암 RET

제2형 신경섬유종증 
(Neurofibromatosis type 2)

뇌종양 NF2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Peutz Jeghers syndrome)

유방암, 대장암, 위암, 난소암, 폐암 STK11

폰히펠-린다우 증후군 
(Von hippel-lindau syndrome)

신장암 VHL

MUTYH 연관 용종증  
(MUTYH-associated polyposis)

대장암 MUTYH

PTEN 과오종 증후군 
(PTEN hamartoma tumor syndrome)

유방암, 대장암, 갑상선암, 자궁내막암 PTEN

WT1 연관 윌름스 종양 
(WT1-related wilms tumor)

혈액암, 신장암 WT1

표 31. ACMG 가이드라인의 우연히 발견된 결과 보고 기준 중 유전성암 관련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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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단일염기다형성SNP 검출

1. 배경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이란	정상인에서	관찰될	수	있는,	대개는	단백질의	기

능이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염기	한두	개	정도의	변화로서	유전체	전	범위에	분포하며	평균적

으로	1,000개	염기(base-pair)마다	하나씩	존재한다.	현재까지	1억	개	이상의	SNP가	밝혀져	있으며	사람마

다	4백만~5백만	개의	SNP를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이는	유전자의	코딩	엑손	영역에서	발

견될	수	있으나	유전자	사이(intergenic)	혹은	인트론(intron)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몇몇	SNP	들은	

특정	약물의	대사와	연관이	있기도	하고	특정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는데	연관분석(association study)을	

통해	질환의	발생과	통계적	연관성이	확인되어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과	같은	복잡한	질환의	기전을	연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SNP를	연구하는	데에는	기존에는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와	실시간

증폭법(real-time PCR)이	많이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NGS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2. 적용 영역

가. 질환 위험도 추정

질환의	위험도를	추정하는	것은	환자와	정상인의	SNP	비율을	비교하여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

르면	교차비(odds ratio)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유전체	전체(genome-wide)를	검사하여	분석하여	새로운	유

전자나	유전	변이를	발굴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고	여기에는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가	많이	이용되었

G C A A C G T T A G A

G C A G C G T T A G A

G C A T C G
T T A G A

SNP

그림 65. 단일 염기 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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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최근에는	전장	엑솜	및	전장유전체	시퀀싱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도	많아지고	있다.	다만	SNP를	이

용한	질환위험도	측정은	연구마다	재현이	안되기도	하고	기능적	연구(functional study)	등	후속연구가	되

어	있지	않아	그	신빙도가	낮은	경우가	많고	질환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에	주의가	필요하다.	

	

	

나. 개인식별

사람마다	유전적	변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개개인을	구분할	수	있으며	법의학,	친자감별	

등	여러	영역에서	이용	가능하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을	기존에는	개개인마다	특정	위치의	

반복서열(예. short tandem repeat)이	다른	것을	이용하여	PCR	증폭한	후	길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SNP도	개인식별에	이용될	수	있으며	50개	정도	이상의	SNP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며	NGS	법은	이러한	SNP	검사에	활용될	수	있다.	

다. 장기 이식Organ transplantation

이식	환자의	관리	기술과	면역억제제	등	약제의	발전으로	신장,	간,	췌장	등	고형장기(solid organ)와	조혈

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	이식을	시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조혈모세포나	고형	장기를	이식한	

후에는	이식을	받은	수혜자(recipient)의	조직에서	공여자(donor)의	조직	비율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두	명의	다른	사람에서	유래된	조직이	섞여	있는	것을	키메리즘(chimerism)이라	부르고	공여자와	

수혜자의	키메리즘은	두	사람의	다른	유전적	다형성을	검사할	수	있다.	

그림 66. SNP를 이용한 질환 위험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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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short	tandem	repeat	부위를	PCR	증폭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NGS	법을	이용

하여	SNP를	검사하여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시도되고	있다.	키메리즘	검사는	조혈모세포이식에서는	환

자의	골수(bone marrow)에서	이식된	공여자의	세포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검사로	간주되고	있다.	고형장기	이식	후에도	공여자의	장기에서	유래된	세포유리핵산(cell-free DNA)의	

비율을	수여자의	혈액에서	측정하여	거부반응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76-79],	이식	후	공여자의	세포유리

핵산	비율이	증가하였다가	이식된	장기가	잘	기능을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율이	낮아져	안정화	되

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식	받은	장기의	손상	혹은	거부반응(rejection)이	생길	경우	공여자의	세포유리핵산	

비율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76-79].	이러한	키메리즘	검사는	혈액을	통하여	검사하기	때문

에	거부반응에	대한	정보를	비침습적(noninvasive)으로	빠르고	민감하게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영상검사나	

조직검사에	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림 67. 장기 이식과 체액을 이용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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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S	방법으로	SNP	부분을	타겟하여	높은	시퀀싱	뎁스(depth)로	검사를	시행하면	공여자와	수여자의	

SNP가	다른	부위의	시퀀싱	리드를	계산하여	키메리즘	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short	

tandem	repeat	PCR	법보다	경우보다	높은	민감도로	낮은	분율로	존재하는	타인의	염기서열을	검출할	수	

있어	보다	일찍	거부반응에	대처할	수	있다.			

그림 68. 신장이식 후 안정적인 이식(좌)과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우)의 공여자 세포 유리 핵산의 변화양상

안정적 유지 거부반응

공여자 유래  
DNA 농도  

이식 후 경과 시간 이식 후 경과 시간

임상적 
거부반응

A
A
A

A

A

A
A

A
A

A

A

A

공여자

수혜자

장기이식 공여자 유래  
DNA 농도  

그림 69. NGS를 이용한 공여자 유래 SNP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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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혈액기반 종양 검사Blood-based tumor diagnostics

1. 액체생검Liquid biopsy의 개요

액체생검(Liquid biopsy)란	혈액,	소변,	뇌척수액,	타액,	흉강액	등을	이용하여	종양을	진단하는	것으로	주

로	혈액	기반의	검사가	많다.	암	조직에서	유래된	세포,	DNA	및	RNA	등은	혈액으로	흘러나오게	되고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출하게	된다.	혈액에	존재하는	암	세포(circulating tumor cell, CTC)를	검사하는	

것은	암	세포의	물리적	특성(예.	크기)이나	표면	항원(예. EPCAM)을	이용하여	선별하는	방식인데	혈액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백혈구에	비해	암	세포는	매우	낮은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높은	민감도로	분

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혈액에	존재하는	핵산(circulating nucleic acid)의	검출은	최근	여러	분자	기법의	발

전으로	검사에	적용이	늘고	있으며	혈중	DNA,	RNA	검사를	포함한다.	엑소좀(exosome)은	정상	혹은	종양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낭포(vesicle)로서	DNA,	메신저	RNA(messenger RNA),	마이크로	RNA(microRNA),	세

포	내	단백질	등	다양한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이를	분리하여	분석하면	암의	발병기전을	규명

하고	진단,	치료제	선택	및	모니터링에	이용될	수	있다.	

그림 70. 액체생검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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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생검(Tissue biopsy)은	수술이나	가는	침(fine needle)을	이용하여	조직을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종양의	

위치,	크기,	형태,	침범	부위에	따라	시행이	쉽지	않고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액체생검은	

혈액,	소변,	타액	등	채취가	비교적	쉽고	비침습적이며	합병증의	위험성이	적은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혈액에서	순환	세포유리	DNA를	검사하는	기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순환 세포유리 DNACirculating cell-free DNA, cfDNA

순환	세포유리	DNA(Circulating cell-free DNA, cfDNA)는	혈액에서	세포	밖	혈장(plasma)에	존재하는	DNA

로서	보통	세포가	손상을	받아	깨지면서	혈액으로	방출된	것들이다.	이것을	검사하여	산전	진단,	암	

진단,	이식	후	모니터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암세포는	성장이	빠른	만큼	세포사멸(apoptosis)과	괴사

(necrosis)가	활발히	일어나므로	세포유리	DNA를	방출하며	이것을	순환	종양	DNA(circulating tumor DNA, 

ctDNA)라	부른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의	정상	세포도	세포사멸과	괴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상	세포유리	DNA가	방출되며	이것은	순환	종양	DNA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정상	세포유리	DNA와	

비교하여	순환	종양	DNA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아	민감도	높은	검사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순환	암세포	DNA의	검사는	암의	진단,	치료제	선택,	예후	예측,	치료	모니터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흑색종의	BRAF	V600E	돌연변이,	폐암의	EGFR	L858R	돌연변이,	유방암	ERBB2(HER2)	증

폭	등을	혈액에서	검출하면	종양	진단	뿐	아니라	표적	항암치료제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술이

나	항암치료	후	순환암세포	DNA의	양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면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세하게	

존재하는	잔존암(minimal residual disease)을	검출하여	재발을	일찍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항암치료	혹은	표

그림 71. 조직 검사와 액체생검의 비교

조직 검사 액체생검

국소적 정보 암 조직 전체의 정보

침습적 비침습적

조직학적 정보를 직접 얻음 돌연변이에 의존하여 추정

잘 선별된 조직에서 높은 검출율 초기 암의 검출율 낮음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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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약물치료	도중에	유발되는	약제	내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폐암의	EGFR	억제제	치료	도중	

EGFR	유전자의	T790M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약제에	내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순환	세포유리	DNA	

검사를	통해	검출해야	한다.	최근에는	종양	조직의	후성유전학적(epigenetic)	변화가	세포유리	DNA에서

도	발견된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특정	유전자의	DNA	메틸화(methylation)를	검출하여	진단에	이용하

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2017 – Whole Genome sequencing을 이용하여 
   cfDNA의 유전자 복제변이 검출 및 분석(Li 
   et al)

1948 – Mendel과 Metais가 cfDNA발견함(Mendel, Metais et al)

1977 – 연구결과에 따르면 cfDNA의 농도가 암환자에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보임(Leon et al) 

1989 – cfDNA 매커니즘과 “액체생검”의 개념이 성립됨(Stroun et al)

1994 – 연구결과에 따르면 혈액암 및 췌장암환자의 cfDNA에서 RAS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검출됨(Anker et al) 

1996 – Microsatellite 변이가 암환자의 cfDNA에서 발견됨(Nawrros, Chen et al)

1997 – 임산부에서 태아의 cfDNA가 검출됨(Lo et al)

2005 – cfDNA 분석에 의한 점 돌연변이의 검출에 관한 첫 번째 임상 연구

2009 – 표적치료에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폐암환자의 cfDNA에서 EGFR
    T790M 돌연변이가 검출됨(Dielh et al)

2011 – 태아의 cfDNA를 이용한 첫번째 산전 진단 테스트 키트 상용
   화(Lo et al)

2012 – ctDNA 분석을 통한 항암치료 저항변이 선별(Barcell 
   et all, Diaz et al) 

2013 – ctDNA를 통한 암의 경과 추적(Dawnson et al) 

2014 – ctDNA 분석을 통한 첫번째 임상 검증(Thierry
   et al)

2018 – 비소세포폐암 EGFR Mutation 검사 키트
     IVD 인증

그림 72. 순환 세포유리 DNA의 발견 및 임상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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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환 세포유리 DNA의 특성

세포의	DNA는	히스톤(histone)	단백질을	감싼	형태로	있으며	이것이	체인(chain)	형태로	이어져	있으며	

세포	괴사가	일어나면	이러한	체인이	히스톤	단위로	끊어진다.	한	개의	히스톤	단백질에	보통	160~170	

염기가	감겨	있기	때문에	순환	세포유리	DNA는	평균	160~170	bp	정도의	길이를	가진다.	순환	세포유

리	DNA의	반감기는	2시간	이내로	무척	짧기	때문에	채혈	후에	바로	DNA를	분리하거나	혈장을	분리한	

후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보존제가	함유된	전용	채

혈	튜브를	사용하기도	하며,	다양한	회사에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림 73. 순환 암세포 DNA의 임상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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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S 검사의 임상적 응용			105

대부분의 cfDNA 길이 : ~166bp

core DNA

linker DNA

H2A
H2A

H2B

H1 히스톤(H1, Histone1)

~170 bp

대부분의 cfDNA 길이 : ~166bp

core DNA

linker DNA

H2A
H2A

H2B

H1 히스톤(H1, Histone1)

~170 bp

그림 74. 히스톤 단백과 순환 세포 유리 DNA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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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GS를 이용한 순환 암세포 DNA 검사

순환	암세포	DNA의	돌연변이	검사는	낮은	비율로	존재하는	돌연변이까지	검출할	수	있는	민감도	높

은	테크닉을	필요로	한다.	돌연변이	호발	부위(hot focus)는	실시간증폭(real-time PCR),	digital	droplet	

PCR(ddPCR),	BEAMing	등	민감도와	정확도가	높은	다양한	검사법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유전자는	호발	부위가	없어	유전자의	모든	엑손을	검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NGS	법이	유

일한	옵션이	된다.	

NGS	법은	시퀀싱	리드를	많이	얻으면	이론적으로	민감도가	올라갈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시퀀싱	과정에

서	생기는	에러(sequencing error)	때문에	낮은	비율로	존재하는	진양성(true positive)	돌연변이와	에러를	구

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에러를	생물정보학적	알고리즘으로	제거하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Safe-SeqS,	Capp-Seq,	TAm-Seq	등이	있다.

그림 75. 돌연변이 호발 부위가 있는 유전자(예. KRAS)와 호발 부위가 없는 유전자(예. TP53) 

그림 76. NGS의 시퀀싱 에러

돌연변이 호발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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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에러를	제거하기	위해	분자바코드(molecular barcode)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것은	

DNA	가닥	별로	서로	다른	시퀀스(예. 8자리)를	붙여	각각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서	DNA	가닥마

다	고유한	표지자를	붙인다는	의미에서	unique	molecular	index(UMI)	등으로도	불린다.	UMI	시퀀스를	

사용하여	에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같은	바코드의	시퀀싱	리드가	5개가	생성되었

다면	이것은	한	개의	DNA	가닥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변이가	존재한다면	5개	시퀀싱	리드	모두에서	

변이가	관찰되어야	하며	이보다	낮은	비율로	관찰되는	것은	시퀀싱	에러로	간주할	수	있다.	

| 5 |  비침습적 산전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ing, NIPT

다운증후군(Down syndrome)은	21번	염색체가	1개	더	존재하는(삼염색체)	질환으로	전세계적으로	약	1,000

명	출생당	한	명	정도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가장	흔한	염색체	이상이다.	이외에도	에드워드	증후군

(Edwards syndrome, 18번	삼염색체),	파타우	증후군(Patau syndrome, 13번	삼염색체)	등	다양한	염색체	이상을	

가진	태아가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출생	전에	선별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어왔다.	전통적으로	산모의	나

이,	초음파	소견(nuchal translucency),	모체	혈액의	단백질(pregnancy associated plasma protein-A,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등)을	이용한	선별검사가	많이	사용되어왔으나	검출율이	90%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약	5%	

정도	위양성(false-positive)이	있기	때문에	양성	결과를	보인	많은	산모에서	양수검사(amniocentesis)와	같은	

같은	침습적	검사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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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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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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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성 변이(True variant)

그림 77. 분자바코드를 이용한 에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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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산모의	혈액에	태아의	DNA가	세포	유리	DNA(cell-free fetal DNA)	형태로	존재함이	밝혀지면서	

태아의	유전	이상을	산모의	혈액을	통해	검사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비침습적	산전검사

(noninvasive prenatal testing, NIPT)라	부른다.	태아	세포유리	DNA를	NGS	법으로	검사하는	것이	태아의	염

색체	이상을	검출하는	데	있어	민감도와	특이도가	99%	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최근	그	적용이	계

속	늘고	있다.	NGS를	이용한	NIPT	검사는	보통	전장유전체	시퀀싱(whole genome sequencing)을	아주	낮은	

정도로	하여	염색체	별로	시퀀싱	리드	수를	합산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다.	각	염색체의	총	시퀀싱	리

드	수는	다른	염색체의	시퀀싱	리드와	정상	태아를	임신한	대조군(control)	산모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값

을	표준화하여	보정(normalization)한	후	정규분포를	가정하여	Z-점수를	산출하며,	Z-점수가	특정	임계치

를	넘으면(예. 3SD 이상)	양성으로	간주한다.

그림 78. 비침습적 산전검사의 개요

그림 79. NGS를 이용한 비침습적 산전검사의 원리

0

5

10

15

20

정상 태아

태아 DNA 

산모 DNA 

다운 증후군

시퀀싱 리드(21번 염색체)

0

5

10

15

20

정상
태아

다운 
증후군 

Z-Score

산모 혈류
(Maternal bloodstream)

태반 DNA(Placental DNA)
산모 DNA(Maternal DNA)



NGS 검사의 임상적 응용			109

| 6 |  인간백혈구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

1. 배경

인간백혈구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은	백혈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으로서	사람마다	다양

한	타입의	유전자	서열을	가지고	있어	단백질	서열이	다르며	이에	따라	개인마다	다른	항원성(antigen)을	

가진다.	장기이식,	특히	조혈모세포이식(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을	할	경우	공여자(donor)와	

수혜자(recipient)의	항원의	타입이	다르면	수혜자의	면역	시스템에서	이를	인지하고	거부반응을	일으킨

다.	따라서	이식	전에	수혜자의	HLA	타입과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직접염기서열분석

(direct sequencing)으로	유전형	검사를	하여	HLA	타입을	구분한다.	두	가지	HLA	클래스(class)가	흔히	검사

의	대상이	되며,	클래스	I에는	HLA-A,	B,	C가	속하고,	클래스	II에는	HLA-DRB1,	DRB3,	DRB4,	DRB5,	

DQA1,	DQB1,	DPA1,	DPB1이	있다.	

2. NGS 적용

직접염기서열분석을	통한	HLA	검사는	2개의	대립유전자(allele)가	같이	PCR	증폭되고	전기영동이	되기	

때문에	검사	자체로	각각의	대립유전자를	분리해내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존의	HLA	유전형	데이터베이

스를	이용하여	유추하는	방법으로	유전형을	추정한다.	NGS	방법은	DNA	가닥을	일일이	분석하기	때문

에	각각의	대립유전자를	분리할	수	있고	더욱	정확한	유전형을	알	수	있다.	

HLA	유전자	군에는	염기서열이	비슷한	영역이	여러	곳에	존재하는	부위(homologous region)가	있으

며,	이러한	부위가	있는	유전자들을	각각	특이적으로	증폭하기	위해	염기서열이	유사한	곳을	피해	길게	

증폭하는	long-range	PCR	방법이	이용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AllType	NGS(One Lambda 사),	MIA	FORA	

NGS(Immucor 사),	NGSgo(GeneDx 사)	등	여러	상업적	키트가	출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프로브	교합을	

이용한	키트도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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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IR 유전자

KIR	유전자는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에	존재하여	HLA	와	상호작용하여	선천(innate)	면역에	역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에서는	공여자와	수혜자	사이	KIR	조합이	더	성공적인	이식

과	사망률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신장이식에서도	이식거부반응의	감소에	영향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이식대기	환자와	공여자에	대해서	KIR	유전자형	분석을	일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

견이	있으나	현재	임상	검사로	시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KIR	유전자는	다양한	개수와	종류의	유전자

들이	존재하며,	이들	유전자	서열은	상동성이	높아	공통의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증폭하여	검사	후	생물

정보학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그림 80. HLA 유전자와 제품화된 키트의 커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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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면역글로불린 유전자 재조합Immunoglobulin rearrangement

1. 배경

B	세포의	발생과	성숙	과정에서	면역글로불린(immunoglobulin)	유전자	중쇄(heavy chain, IGH)	및	경쇄(light 

chain, IGK)의	재조합(rearrangement)이	일어나게	되며,	개개의	세포마다	다른	종류와	길이의	재조합이	일

어난다.	정상	혈액을	PCR	증폭을	하여	크기를	분석하는	PCR	증폭절편분석(fragment analysis)을	하면	다

양한	크기의	PCR	증폭산물이	확인된다.	그러나	B-림프구성	백혈병(B-lymphoblastic leukemia)이나	B-림프

종(B-cell lymphoma)	등의	암종은	하나의	암	세포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재조합을	거의	모든	

세포가	가지게	된다.	따라서	IGH	혹은	IGK	유전자를	증폭하면	모든	세포에서	동일한	크기의	PCR	증폭

산물이	생성되고	이를	단클론성(monoclonal)이라	하며	종양	세포의	존재를	시사하는	결과이다.	비슷한	방

식으로	T-림프구성	백혈병(T-lymphoblastic leukemia)	및	T-림프종(T-cell lymphoma)와	같이	T-세포	유래	종

양은	T-세포	수용체(T-cell receptor, TCR)	재조합	검사를	하여	단클론성	및	종양세포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2. 면역글로불린 유전자의 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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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GS 방법

면역글로불린	혹은	T-세포수용체	재조합은	PCR	증폭	후에	NGS로	검사가	가능하며	이는	유전자	재조

합이	일어난	부분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특정	염기서열이	과도하게	높은	비율로	관찰되면	단클론성으

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단순	PCR	방식은	증폭	크기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연히	크기가	동일한	재조합이	

있는	경우	구분이	어려운	반면	NGS	방식은	크기가	동일하여도	염기서열의	차이를	구분하기	때문에	해

상도와	특이도가	높고	민감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초기	진단	검체에서	단클론성으로	관찰된	재조합은	항암치료	후에	남아	있는	암세포에서도	동일하게	관

찰될	수	있다.	따라서	항암	치료	후	추적관찰(follow-up)	목적으로	면역글로불린	혹은	T-세포수용체	재조

합	검사가	이용될	수	있으며,	NGS	검사에서	시퀀싱	깊이(depth)를	충분히	높게	검사하면	104-106	개	중에	

1개	정도	존재하는	악성세포까지	검출할	수	있는	높은	민감도를	얻을	수	있다.	B-림프구성	백혈병의	치

료에서	미세잔존암(minimal residual tumor)의	존재	여부가	질환의	재발,	생존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80],	NGS	면역글로불린	재조합	검사로	높은	민감도로	검사할	경우	환자의	예후를	비

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추적관찰	중	조기	발견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0, 81].	다만	

항암치료	후에	B	세포의	수가	감소하고	다양성이	떨어진	경우	단일클론의	형태와	유사한	위양성	결과가	

그림 83. NGS를 이용한 면역글로불린 재조합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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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pseudoclonality)	것에	유의해야	한다.	

	

| 8 |  RNA 시퀀싱RNA-sequencing, RNA-Seq

1. 개념

RNA	가닥을	NGS에	적합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시퀀싱을	하는	것을	RNA	시퀀싱(RNA sequencing, 

RNA-Seq)이라	부르며,	DNA에서	전사(transcription)된	RNA를	모두	시퀀싱하는	것을	전사유전체

(transcriptome) 시퀀싱이라	부른다.	RNA	시퀀싱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메신저	RNA(messenger RNA, 

mRNA)의	발현(expression)과	일부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단백질을	합성하지	않는	논코딩

(non-coding)	RNA도	검사가	가능하다.	논코딩	RNA	중	마이크로	RNA(micro RNA, miRNA)와	같이	20	bp	

내외의	작은	크기의	RNA도	NGS로	효과적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이것을	small	RNA-Seq이라	부른다.	

그림 84. PCR 증폭 절편 검사(좌)와 NGS 검사(우)의 민감도 비교:  
추적관찰 검체(하)에서 낮은 빈도로 있을 경우 NGS에서만 양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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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이브러리 제작

RNA는	변성되기	쉽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때에는	RNA에	상보적인	DNA(complementary DNA, 

cDNA)로	합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cDNA가	만들어진	후에	진행되는	라이브러리	제작과	시퀀싱	단계

는	DNA	시퀀싱과	동일	하다.	cDNA	제작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mRNA	3'-말단에	특

이적으로	존재하는	poly-A	서열에	대한	상보적인	dT	올리고를	이용해	역전사(reverse transcription)하는	방

식이며	이것은	단백질	합성과	관계된	mRNA만을	선택적으로	검사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방법이다.	dT	올

리고	대신	random	hexamer	올리고를	사용하면	비특이적인	역전사를	가능하게	하여	모든	종류의	RNA

가	증폭되며	이것을	total	RNA-Seq이라	부르며	poly-A	서열이	없는	논코딩	RNA도	검사가	가능하다.	다

만	전체	RNA의	95%이상이	리보솜	RNA(ribosomal RNA, rRNA)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

다.	보통	유전자의	발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PolyA	RNA-sequencing을	사용하거나,	이전에	리보솜	

전사체를	제거하고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기도	한다.

	

그림 85. 전사 유전체 시퀀싱 라이브러리 제작 및 전처리 과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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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사체 분석 

전사체	시퀀싱	데이터의	분석은	맵핑(mapping),	발현의	정량(quantification),	차등	발현	유전자(differential 

expression gene, DEG)	분석	및	해석으로	진행된다.

맵핑Mapping

인간과	같이	전장유전체	표준	서열	정보가	있는	경우	시퀀싱	리드의	표준	서열에서	위치를	찾아주는	매

핑(mapping)	과정을	거치며	TopHat,	STAR	등의	프로그램이	사용된다.	mRNA는	인트론(intron)으로	나

뉜	여러	엑손(exon)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은	엑손	사이에	떨어진	부분(gap)을	고려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표준	서열이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서열을	가진	시퀀싱	리드를	묶어	컨티그

(contig)를	만드는	드노보	어셈블리(de novo assembly)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유전자 발현 정량Quantification of gene expression

RNA	시퀀싱의	흔한	목적	중	하나는	유전자의	발현양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에	발현	마이크로

어레이(expression microarray)로	하였던	것을	대체할	수	있으며,	NGS는	유전자	마다	맵핑된	시퀀싱	리드	수

를	세어	측정한다.	유전자	별	총	시퀀싱	리드는	유전자	길이와	시퀀싱	아웃풋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normalization)하는	것이	필요하고	RPKM(reads per kilobase per million reads)	혹은	FPKM(fragments per 

kilobase of exon per million mapped fragments)	등의	지표가	많이	쓰인다.	이와	같은	정량을	위해서	‘HTcount’,	

‘Cufflinks’	등의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다.

차등 발현 유전자Differential expression gene, DEG

두개	이상의	샘플	혹은	그룹을	비교하여	발현량이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유전자를	찾는	것을	차등	발현	

유전자	분석이라	한다.	예를	들어	간암	환자와	정상인의	간	조직	전사	유전체를	비교하면	간암환자들에

게서	특이적으로	높게	발현	되는	유전자들을	바이오	마커로	찾을	수	있다.	Hierarchical	clustering	법은	

유전자의	발현	패턴이	유사한	그룹을	묶는	것으로서	한	그룹	안에서	새로운	유전적	아형(subgroup)을	찾

고	분류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유전자	발현	차이를	기반으로	유전자	세트	분석(gene set enrichment analysis, 

GESA)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것은	특정	온톨로지(ontology)	혹은	생물학적	경로(pathway)에	속한	유전자가	

차등발현	유전자에	유의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질환의	발병기전을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된다.	이외에도	DNA	시퀀싱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면	RNA	발현을	조절하는	DNA	변이(expression 

quantitative trait loci, eQTL)를	찾아내는	분석을	할	수	있고,	후성	유전체	시퀀싱(epigenetic sequencing)을	함께	

하면	RNA	발현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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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전사 유전체 시퀀싱 차등 발현 유전자 분석(DEG) 및 유전자 세트 분석(GSEA)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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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라이싱(Splicing)이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엑손만	연결된	mRNA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

트론(intron)	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한	개의	유전자에서	생성되는	mRNA는	여러	종류가	될	수	있으며	이

것은	차등적	스플라이싱(alternative splicing)이라는	기전에	의해	다른	조합의	엑손으로	이루어진	mRNA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것을	isoform이라	부르기도	하며	각	isoform	별	유전자	발현	차이를	NGS로	분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DNA	변화에	의해	스플라이싱에	문제를	일으켜	비정상적	스플라이싱(aberrant 

splicing)이	일어나면	온전한	mRNA가	만들어지	못하여	단백질	합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RNA	시퀀

싱으로	이러한	비정상적	스플라이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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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융합유전자RNA fusion

급성	백혈병,	폐암	등	일부	암종에서는	유전자	재조합(rearrangement)이	종양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검출하는	것이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유전자	재조합은	두	개의	유전자의	일부

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합쳐진	융합(fusion)	RNA를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융합	RNA는	통상적으

로	염색체	검사	혹은	reverse	transcription(RT)-PCR	검사로	검출하였다.	

NGS를	이용한	전사체	RNA	분석을	하면	유전자	재조합을	이론적으로	모두	검출할	수	있고	예상하

지	않았던	재조합	유전자나	절단점(breakpoint)을	가진	재조합도	검출할	수	있다.	그러나	전사체	분석으로	

임상에서	요구되는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퀀싱	데이터량이	많이	필요하고	생물정보학적	분석

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임상	검사에서는	의미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유전자를	포함하는	

유전자	패널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PCR	증폭	방식	혹은	프로브	교합	방식의	상업화된	키

트가	소개되고	있다.	타겟	패널	기반의	RNA	시퀀싱(Targeted RNA sequencing)은	원하는	부위에	높은	시퀀

싱	깊이(depth)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87. NGS 를 이용한 융합 유전자 검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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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DNA 메틸화methylation 

가. DNA 메틸화의 개요

후성유전학적(Epigenetic)	변화는	염기서열의	변화	없이	DNA,	RNA	혹은	DNA/RNA와	작용하는	단

백질의	변화로	인해	유전자의	발현이나	단백질	합성이	조절되고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DNA	메틸화

(methylation)은	후성유전학적	변화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주로	사이토신(cytosine)의	5번	탄소에	메틸기

(-CH3)가	붙어	5-methylcytosine	형태로	변형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이토신과	구아닌(guanine)이	연속된	

부위,	즉	5′-Cytosine-phosphate-Guanine-3′	구조의	염기	서열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위를	CpG	

부위라	부른다[82].	인간의	유전체에는	CpG	부위가	특히	많이	모여있는	부위가	있으며	이를	CpG	island

라고	부르며	유전자	프로모터(promotor)	근처에	흔하게	존재한다 [83].

정상적으로	DNA	메틸화가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예로	X	염색체	불활성화(X-chromosome inactivation)와	

상염색체에서	발생하는	유전자	각인(genomic imprinting)이	있다[84, 85].	이러한	생리적인	메틸화에	이상이	

일어나면	프레더윌리(Prader-Willi)	증후군,	엔젤만(Angelman)	증후군,	벡위스비데만(Beckwith-Wiedemann)	증

후군,	러셀실버(Silver-Russell)	증후군	등	선천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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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DNA 메틸화(methylation)와 유전자 발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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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에서는	암억제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의	프로모터	부위의	CpG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과

메틸화(hypermethylation)되어	유전자의	발현(expression)을	억제시켜	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87].	반

대로	암	활성화	유전자(proto-oncogene)의	프로모터	부위의	CpG	부위의	메틸화가	없어지면	저메틸화

(hypomethylation)가	일어나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여	또한	암	발생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DNA	메틸화는	DNA	돌연변이,	RNA	발현,	단백질	발현	등	다른	생체표지자에	비하여	다양한	장점을	

가질	수	있다[88].	DNA	메틸화를	기반의	암	관련	생체표지자	유전자에는	대장암에서	VIM, SEPT9	및	

SDC2,	전립선암에서	GSTP1,	폐암에서	CDKN2A	및	SHOX2,	신경교종에서	MGMT	유전자	등이	후보로	

제시되고	있다[86, 89-91].

나. DNA 메틸화의 검사

DNA	메틸화를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메틸화가	되지	않은	사이토신만을	제거하는	메틸화	특이적인	제

한효소(methylation-sensitive restriction enzyme, MSRE)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92, 93].	혹은	메틸화된	DNA

를	여기에	특이적인	항체를	이용하여	선별하여	염기서열	분석	등을	하는	방법이	있다(methylated DNA 

immunoprecipitation, MeDIP).	보다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sodium	bisulfite(NaHSO3)	이라는	화학물질

을	이용하여	DNA	염기서열	중	사이토신(cytosine)을	우라실(uracil)로	변환(conversion)시키는	방법이다.	

Bisulfite는	특이적으로	메틸화	된	사이토신은	우라실로	변환시키지	않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PCR	혹

은	염기서열분석으로	타겟	부위의	염기서열이	변환된	정도를	확인하여	메틸화	여부와	정도를	알	수	있

다[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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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종양억제 유전자의 불활성화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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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S를	이용한	DNA	메틸화	검사는	위에	열거한	MSRE,	MeDIP,	bisulfite	등	방법	모두	이용할	수	있으

며	전처리	후	라이브러리	제작	및	NGS	검사	단계는	일반적인	DNA	시퀀싱과	유사하다.	Bisulfie	법은	전

처리	과정의	편의성과	분석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bisulfite	처리된	모든	DNA

를	시퀀싱하면	whole	genome	bisulfite	sequencing(WGBS)이라	하고	원하는	타겟	부위만	선별하여	시퀀

싱하면	reduced-representation	bisulfite	sequencing(RRBS)이	된다.	DNA	메틸화는	각	CpG	부위의	메틸화	

정도를	비율(%)로	표시하며	정확한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시퀀싱	리드가	필요하다.	또

한	bisulfite	처리를	하면	메틸화되지	않은	사이토신은	모두	우라실로	변환되며	DNA의	상보적인	반대편

(antisense)	염기서열의	사이토신도	우라실로	변환된다.	이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염기	변화의	경우의	수

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DNA	염기서열	분석에	비해	복잡한	분석	알고리즘이	사용되며,	BSMAP,	

Bismark	등	DNA	메틸화	분석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림 91. Bisulfite 시퀀싱의 분석 알고리즘

그림 90. Bisulfite로 변환한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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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Chromatin immunoprecipitation ChIP 시퀀싱

1. 개요 

Chromatin	immunoprecipitation(ChIP)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특정	단백질이	결합하는	DNA	부분을	해당	

단백질의	항체를	이용해	선택적으로	농축하는	실험	방법으로	단백질과	DNA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ChIP	sequencing(ChIP-Seq)은	농축된	단백질에	결합된	DNA를	추출하여	NGS를	통해	분

석하는	방식으로	시퀀싱	깊이(depth)가	높게	나오는	부위가	해당	단백질의	결합부위(binding site)라	추측해

볼	수	있다.	ChIP-Seq	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단백질에는	전사	조절	인자(transcript factor),	활성자(activator),	

억제자(repressor),	구조	단백질	등이	있으며,	결합부위	분석을	통해	전체	유전체에서	그들의	새로운	타겟	

위치를	찾거나	결합부위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해당	단백질이	인식하는	염기서열	모티프(motif )를	찾

을	수도	있다.

실험	단계는	단백질을	상호작용하는	DNA와	비가역적으로	결합(crosslink)시킨	후	분석하고자	하는	단백

질에	특이적인	항체를	이용하여	단백질-DNA결합체를	선택적으로	농축시키고,	이것을	다시	DNA만	분

리하여	NGS	라이브러리를	제작한다.	전사	조절인자들의	결합	부위가	길지	않기	때문에	보통	시퀀싱	리

드	길이는	50~75	bp	정도로	다른	NGS에	비해	비해	짧은	편이다.	

그림 92. ChIP-Seq의 타겟 지역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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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및 적용

ChIP-Seq	데이터는	먼저	인간	유전체	표준서열에	맵핑(mapping)	과정이	진행되며	이는	기존의	다른	

NGS	분석과	동일하다.	시퀀싱	리드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유전체	위치를	찾아내는	것을	신호지역	추출

(peak calling)이라	부르고	MACS,	Zinba	등	알고리즘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신호지역들은	노이

즈가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항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IgG	단백질	특이적	항체를	사용해	만든	라이브러리

를	대조	샘플로	사용하여	비특이적인	신호지역을	걸러낸다.	이렇게	선별한	신호지역들의	유전자	정보에	

대해	주석을	달아	유전자	온톨로지(ontology)	분석	혹은	유전자	세트	분석(gene set enrichment analysis, GSEA) 

등을	할	수	있다.

최근	후성유전학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DNA	메틸화(methylation)	혹은	히스톤	메틸화/아세틸화

(histone methylation/acetylation)와	같은	염색질	변형(chromatin modification)들의	패턴	변화를	분석하는데	

ChIP-Seq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염색질	변형	특정	단백질	대신	메틸기와	아세틸기를	인식하는	특이적	

항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93. ChIP-Seq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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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단일세포 시퀀싱Single cell sequencing

1. 개요

단일세포	시퀀싱(Single cell sequencing)은	세포	하나	하나의	유전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세포마다	다른	고

유한	유전적	변이를	규명할	수	있다.	특히	순환종양세포(circulating tumor cell),	종양	생검	조직(tissue biopsy),	

줄기세포(stem cell)	등과	같이	샘플의	양이	적은	경우나	다양한	클론(clone)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할	때	사

용될	수	있으며,	전장	유전체	시퀀싱뿐만	아니라	전사	유전체와	후성유전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할	수	있다.	현재	이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분야는	단일세포	전사	유전체	시퀀싱(scRNA-seq: 

single cell RNA-seq)이므로	다음의	실험과	분석	과정은	전사	유전체	시퀀싱에	초점을	맞춰	설명한다.	

2. 실험 단계

단일세포	채취는	세포의	군집으로부터	세포를	하나씩	분리해	내는	과정으로	필요한	세포의	수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소량의	세포를	얻고자	한다면	laser	capture	microdissection(LCM)	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조직에서	원하는	세포	부위에	저출력의	레이저를	쏘아	세포를	분리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

법은	수동이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대량의	세포를	얻기	위해서는	유세포분석기(fluorescence-

activated cell sorting, FACS)나	microdroplets을	사용	할	수	있다.	Microdroplets은	세포들이	미세한	방울에	

하나씩	들어가도록	자동	조정되고	이후의	모든	라이브러리	제작	반응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방식이며,	

각각의	방울에	있는	세포를	구분하기	위해	방울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는	서로	다른	분자바코드(unique 

molecular identifier, UMI)로	구분된다.	

세포	하나에서	얻는	DNA의	양은	시퀀싱을	하기에는	매우	소량이기	때문에	증폭	과정(pre-

amplification)이	라이브러리	제작을	하기	전에	추가로	필요하다.	초기의	단일세포	전사체	시퀀싱에서는	

poly-A	기반의	역전사(reverse transcription)	프로토콜이	사용되었으나	이	방법은	역전사	과정에서	역전사	

효소가	끝까지	반응하지	못하여	생기는	짧은	cDNA로	인하여	3′-말단으로	시퀀싱	리드가	치우치는	단

점이	있었다.	이후	single-cell	tagged	reverse	transcription(STRT)	와	SMART-Seq	등	완벽하게	역전사	된	

cDNA만	증폭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기존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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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파이프라인

일반적인	시퀀싱과	달리	단일세포	시퀀싱의	경우	수백~수천	개의	세포에서	개별	유전체	값을	얻게	되므

로	다변량	분석을	통해	값의	분포가	유사한	세포들을	군집(cluster)	단위로	묶어	분석함으로서	세포군의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전처리(pre-processing),	차원축소(dimensionality reduction),	군집화	및	연

결	구조	분석(clustering and pseudo-time)	순으로	이루어진다.	

단일세포	시퀀싱은	민감도의	한계로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검출된	유전자의	수나	미토콘드리아	

유래	전사	유전체의	비율과	같은	다양한	지표를	사용해	안정적으로	시퀀싱	된	세포만을	선별하는	전

처리(pre-processing)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	세포에서	나오는	리드	수가	각기	다르므로	평균	

세포	리드	수로	표준화(normalization)	작업을	해주어야	한다.	전처리	작업이	끝나면	여러	세포의	데이

터를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tSNE),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CCA)	등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큰	차원의	데이터를	축소(dementionality reduction)하여	

군집화와	시각적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94. 단일세포 시퀀싱 라이브러리 제작 모식도 및 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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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화	및	연결	구조	분석(Clustering and pseudo-time)은	차원	축소가	된	데이터를	가지고	군집을	찾아

내며	세포들을	타입	별로	동정하거나	군집을	대표하는	마커	유전자를	찾아낼	수도	있다.	세포	군집간의	

네트워크를	찾아	낼	수도	있으며	이것을	단순화하여	시간	순서로	배분하면	세포의	생물학적	성질	변화	

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pseudo-time이라	부르며	발생이나	분화과정에	있는	연속적으로	변화하

는	세포들을	연구할	때	용이하다.	

| 12 |  미생물 분야에서 NGS 활용

1. 개요

병원성	세균의	검출은	전통적으로	미생물	배양	후	생화학적	성상을	측정하여	동정(identification)하는	방

식이	이용되었다.	분자유전학적	방법으로는	실시간	증폭(real-time PCR)	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것

은	병원균을	특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PCR	프라이머	및	프로브를	이용하여	증폭	여부를	검사하는	방

법이다.	이외에	직접염기서열분석(direct sequencing)을	통해	항균제	내성과	관련이	있는	특정	유전자의	돌

연변이를	검사하여	항균제	선택에	활용하기도	한다.	

NGS	검사는	병원균의	완전한	유전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균의	내성	및	독성	관련	돌

연변이	혹은	유전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유전체	정보로	병원균의	발병(outbreak)에	대한	역학

(epidemiology)	조사를	할	수	있다.	메타지놈(Metagenome)	분석을	통해	배양을	하지않고	원래의	검체	안의	

세균들의	조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세균은	16S	유전자가	공통적으로	존재하지만	균종	별로	다양성

이	크기	때문에	이를	증폭하여	NGS	분석을	함으로써	손쉽게	균종	분포	정보를	얻을	수	있다[95-99].	바이

러스의	경우	유전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가	많으므로	전장유전체	시퀀싱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역학적	분석이나	바이러스	치료	약제	및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되고	있다.	

가. 전장유전체 분석Whole genome sequencing

미생물의	전장유전체	시퀀싱은	개체의	모든	유전정보를	포괄적으로	얻을	수	있고	유전적	변이를	구체적

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유전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미생물의	유전체를	밝히거나	연관된	종	간

의	유전체	비교를	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으다.	다만	개체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한	종류의	균이	다

른	종류의	균이	섞여있지	않은	상태로	순수하게	배양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균을	배양하여	DNA를	추

출한	뒤에는	일반적인	분절화,	라이브러리	제작,	NGS	분석	단계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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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세균 전장유전체 분석의 모식도

6. 생물정보학을 이용한 분석

플라스미드 1

플라스미드 2

1. 세균배양 2. DNA 추출 3. DNA 분절화

4. DNA 라이브러리 제작 5. DNA 염기서열 분석 6-1. 새로운 조립(De novo assembly)

6-2. 콘티그 원형화 
(Circulation of contig)

6-3. 콘티그 분류
(Classification of contig)

6-4. 주석달기
(Ann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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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은	표준	염기서열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퀀싱	리드를	조합하여	균의	염기서열을	추정하는	

새로운	조립(de novo assembly)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짧은	DNA	조각의	염기서열	정보를	묶어	

이어	붙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무리	조합해도	더	이상	이어	붙일	수	없는	묶음의	단위를	컨티그(contig)

라	한다.	일루미나(Illumina)	장비와	같이	짧은	시퀀싱	리드를	가진	장비에서	얻은	데이터는	각	염기의	정

확도는	높으나	새로운	조립	과정에서	컨티그끼리	이어지지	않는	부위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틈

(gap)이라	부른다.	옥스포드	나노포어(Oxford Nanopore)	혹은	퍼시픽바이오사이언스(Pacific Biosciences)	등	3

세대	장비는	개별	염기의	정확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	검출에는	좋지	않지만	긴	시퀀싱	리드

를	생산하기	때문에	틈이	없이	컨티그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이처럼	시퀀싱	리드의	길이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샘플을	각각의	방법으로	실험을	독립

적으로	한	다음	결과를	합쳐	각각의	단점을	보완한	융합형	방법(hybrid method)이	사용되기도	한다.	

X X X X X X

짧은 리드 긴 리드

새로운 조립 
(De novo assembly)

새로운 조립 
(De novo assembly)

틈(Gap)

더 정확한 염기서열분석 / 많은 맵핑 오류 부정확한 염기서열분석 / 좋은 맵핑

염기서열 오류

그림 96. 새로운 조립(de novo assembly)에서 짧은 리드와 긴 리드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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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의	염색체	혹은	플라스미드(plasmid)는	원형	DNA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긴	컨티그(contig)가	만들어	지

면	이의	양쪽	끝에	중복된	부분을	확인하여	끝을	붙여	원형	유전체를	구성하는	작업(circularization)을	한

다.	유전체가	구성되면	염기서열	정보를	바탕으로	유전자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주석

달기(annotation)라	한다.	

NGS를	기반의	세균	전장	유전체	분석이	가장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역학	조사	및	

공중	보건	관리이다.	특별히	병원체	발병(outbreak)	감시나	다제내성	병원체의	전파를	감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100, 101].	예를	들어	β-lactam	계통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는	CTX-M-15	유전자의	특이한	타입을	

생성하는	Klebsiella pneumoniae	균의	전파가	NGS의	전장	유전체	분석을	통한	게놈	계통	분석을	통해	밝

혀진	예가	있다[102].

전장유전체	분석으로	이전에는	표현형이나	생화학적	특성으로	균들을	재분류하는	것이	가능해졌으

며	기존에	분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종을	규정하고	구별하는	것도	가능해	졌다[95].	또한	세균의	성장과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에	중요한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새로운	항생제	타겟을	개발하는	데	도움

을	주고	있다[103].

나. 메타지놈Metagenome 분석

미생물들은	다양환	환경	조건에서	군집을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단일	균주가	아닌	여러	균주의	분포	

상태를	보는	거시적	관점의	분석이	필요하다.	메타지놈(Metagenome)은	미생물을	배양하지	않고	샘플에서	

직접	DNA를	추출하고	샘플	안에	있는	전체	균주의	유전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배양이	불가능한	균

도	확인할	수	있고	군집의	미생물	구성적	특성을	알게	됨에	따라	질병	또는	환경과의	연관성을	연구할	수	

있다.

메타지놈	분석에는	16S	리보좀	RNA(rRNA)	분석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유전자는	리보솜의	구

성	성분으로서	단백질	번역(transla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균에서	존재하며	균종마다	염기

서열이	다르다.	16S	rRNA	유전자는	약	1500	bp	정도의	크기이며,	여기에는	균종마다	다르고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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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짧은 리드와 긴 리드 시퀀싱을 함께 분석하는 융합(hybrid) 시퀀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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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ility)이	큰	부위(variable	region)가	9개	존재한다(V1~V9).	이러한	변동성	부위	사이에는	균종에	상관없

이	염기서열이	동일한	부위(constant region)가	존재하는데	이	부위에	맞추어	모든	균이	공통적으로	증폭될	

수	있는	프라이머(universal primer)를	고안하여	PCR	증폭을	하여	NGS	분석을	할	수	있다.		

NGS로	얻어진	시퀀싱	리드	데이터는	유사한	시퀀스를	분류학적으로	범주화하여	같은	그룹으로	묶는	

과정을	거치며	이것을	operational	taxonomic	unit(OTU)	군집화	분석이라	한다.	OTU	군집을	생성한	후	

샘플	및	그룹	간	어떤한	균들이	있는지	분류학적	프로파일링(taxonomic profiling)을	해볼	수	있고,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세균이	있는지	알파	다양성(α-diversity)을	볼	수	있고	샘플	간의	유사성	혹은	이질성을	확

인하는	베타	다양성(β-diversity)	분석을	해볼	수	있다.

	

그림 98. 16S rRNA의 변동성 부위(V1-V9)와 변함없는 부위(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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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 메타지놈 분석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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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이러스 검출Virus identification

바이러스는	빠르게	넓은	지역으로	퍼지거나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검출의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호흡기	질환을	예로	들면	25~50%	가량이	진단이	되지	않는데,	통상적인	

검사에서	이용하는	PCR	프라이머가	미지의	바이러스	염기서열을	검출할	수	없거나	알고	있는	바이러스

라도	변이가	생긴	바이러스	염기서열에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NGS는	한번에	많은	타겟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다양한	종류	혹은	미지의	바이러스를	검

출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다만	임상	검체에서는	풍부한	사람의	핵산과	바이러스의	핵산이	섞여	상대

적인	농도가	낮아	검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바이러스	핵산의	비율을	높이는	타겟	선별(target enrichment)	

방법으로는	핵산	추출	전	원심분리	농축이나,	바이러스	배양,	핵산절단효소	처리	등의	방법이	소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바이러스	염기서열에	특이적인	프로브를	사용하여	바이러스	핵산	비율을	높이는	방법

이	적용되기도	하였다[104, 105].	보다	보편적으로는	특정	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한	PCR	프라이머를	고안

하여	다중	증폭(multiplex PCR)을	하여	시퀀싱	리드를	분석할	수도	있다.		

NGS	데이터를	얻으면	사람의	염기서열을	제거하고	바이러스의	염기서열만	추출하여	기존에	알려

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는	과정을	거치며	여기에는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BLAST)	등의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다.

라. 항균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검출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치료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은	보통	병원균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생기

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로	B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의	YMDD	돌연변이와	인간면

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돌연변이	등이	있다.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

는	도중에는	주기적으로	약제	내성과	연관이	있는	돌연변이를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장기	이식,	항암치료	등이	늘어나면서	면역	억제	상태의	환자가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	감염에	의한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항바이러스제	내성과	관련되어	UL97,	UL54,	UL27	등의	유전

자의	돌연변이가	보고되고	있어	이를	검출하는	검사에	대한	임상의	수요가	늘고	있다	[106,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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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S	법은	약제내성과	관련된	여러	위치에	대한	돌연변이	정보를	한번에	얻을	수	있고	대량의	검체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직접염기서열분석에	비해	민감도가	높아	낮은	비율로	존재하는	내성

돌연변이도	검출해	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더해서	분석과	판독을	알고리즘으로	자동화하고	용이

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생물정보학적	분석	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기반	프로그램도	소개

되고	있다.	

그림 100. 거대세포바이러스 UL97 유전자의 약제내성 변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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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향후 전망

NGS	기술이	도입되면서	염기서열	분석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며	새로운	3세대	장비	등도	도입되면

서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검사가	가능해졌고	다양한	유전정보를	정확하게	얻음으로써	질환의	원인	

규명과	환자의	진단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NGS	결과	발견된	수많은	유전	변이의	임상적	의미

에	대한	해석이	큰	숙제가	되고	있으며	해석이	불명확한	변이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의	축적,	분석에	대한	

노력	및	결과의	공유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환자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설명과	유전상담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대량의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지고	있어	데이터	분석,	저장,	해석	등의	중

요성이	훨씬	커지고	있으며,	딥러닝(deep learining),	블록체인(blockchain)	등	새로운	데이터	분석	및	교환	기

법이	시도되고	있어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의	접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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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TP deoxynucleotide triphosphates 디옥시리보스를 포함한 뉴클레오사이드와  
3개의 인산기가 결합된 분자

ddNTP dideoxynucleotide 생거(Sanger) 염기서열분석방법에 사용되는  
DNA 중합효소의 사슬 연장 억제제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전통적인 생거(Sanger) 염기서열분석방법과 달리,  
대량의 병렬 데이터 생산으로 유전체 염기서열을  
빠르게 분석하는 고처리량 방법 

DNA deoxyribonucleic acid 생명체의 유전정보를 저장하는 고분자 화합물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DNA의 원하는 부위를 선택적으로 복제하고  
증폭시키는 분자생물학 기술 

RNA ribonucleic acid 핵산의 일종으로, DNA에 저장된 유전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할 때 유전정보를 매개하는 고분자 화합물 

WGS whole genome sequencing 한 종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염기들의  
서열 전체(전장유전체)를 분석하는 방법 

WES whole exome sequencing 전체 유전체 중, 단백질을 부호화하는 엑손 부위만  
염기서열 분석하는 방법 

FASTQ FASTQ 차세대염기서열 분석 결과로 각 시퀀싱 리드(read)의  
염기서열과 염기의 품질 점 (Phred 점수)를 같이 표시한  
원데이터(raw data)

SAM sequence alignment map 차세대염기서열 분석 결과로 생성된 데이터에 매핑이  
완료되어 각 시퀀싱 리드별로 표준유전체에서의  
염색체 번호 및 위치가 기록된 파일

BAM binary alignment map SAM파일을 압축한 파일 

VCF variant call format 유전자형 및 위치 정보, 기타 메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텍스트 파일 형식

CNV copy number variation 유전자 복제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변이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명령을 실행하는  
컴퓨터 내의 전자 회로

VAF variant allele frequency 특정 위치에서 대립 유전자가 나타나는 빈도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염기서열에서 하나의 염기서열의 차이를 보이는 변이

RIN RNA integrity number RNA 측정 시 무결성을 나타내기 위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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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PA 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fication

한 쌍의 시발체를 이용하여 다수의 표적을 증폭시킬 수 있는  
변형된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서 유전자 복제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변이의 검출에 이용하는 기법 

DTC direct to consumer 의료인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윤리위원회

VOUS variants of unknown significance 현재의 의학적 지식으로 임상적 의미를 알 수 없는 변이 

CIN chromosome instability 염색체 불안정형

MSI microsatellite instability 현미부수체 불안정형

MMR mismatch repair 부적합 DNA 교정

PARP poly ADP ribose polymerase DNA 및 히스톤, 기타 DNA 복구 효소에 ADP-리보스  
단위의 첨가를 촉매 함으로써 DNA 손상의 존재를 알려  
DNA 가닥 파괴의 복구를 촉진하는 핵 효소

CTC circulating tumor cell 원발 종양으로부터 유래하여 혈관이나 림프계를 통해  
신체에서 혈류를 순환하는 세포 

cfDNA cell-free DNA 세포 내에 존재하지 않고 혈장 내에 방출되어  
혈류를 순환하는 유리 DNA

ctDNA circulating tumor DNA 원발 종양 세포부터 유래하여 신체에서 혈류를 순환하는  
유리 DNA 

UMI unique molecular index 일부 차세대염기서열분석 라이브러리 준비 과정에서  
들어가는 DNA분자를 식별하기 위해 DNA 조각에  
붙이는 짧은 서열이나 분자 태그 

NIPT noninvasive prenatal testing 산모의 혈액 내에 존재하는 태아 유래의 세포 유리 DNA를  
이용하여, 몇 가지 삼염색체 증후군을 선별하는 검사기법

HLA human leukocyte antigen 면역반응의 항원인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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