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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GS의 개요

기존의	직접염기서열분석법(direct sequencing)은	분석하고자	하는	부위를	PCR	증폭해야	하기	때문에	여

러	타겟을	분석할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이	소요되어	효율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

점을	극복하고자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법이	개발되었으며	이것은	DNA	

가닥을	각각	하나씩	분석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직접	염기서열분석법에	비해	매우	빠르고	저렴하게	염

기서열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NGS는	DNA를	일정한	조각(fragment)으로	분절화시키고	장

비가	인식할	수	있는	특정	염기서열을	가진	올리고뉴클레오티드(oligonucleotide)를	붙여주는	라이브러리

(library)	제작,	각	라이브러리	DNA	가닥의	염기서열을	장비에서	읽는	단계,	그리고	장비에서	생성된	데이

터를	가공하여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절편화(Fragmentation)

DNA

시퀀싱(NGS)

매핑(Mapping)

변이 검출(Variant c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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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GS의 개념 및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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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GS 장비의 종류

NGS	장비는	현재	일루미나(Illumina),	써모피셔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	퍼시픽바이오사이언스

(Pacific Biosciences),	옥스포드나노포어(Oxford Nanopore Technologies)	등의	회사에서	출시된	제품들이	관련	시

장을	형성하고	있다.	퍼시픽바이오사이언스,	옥스포드나노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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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	단점이	있다.	

1. 일루미나Illumina 장비

일루미나(Illumina)	사의	기술은	DNA	가닥을	복제	혹은	합성하면서	각기	다른	형광이	부착된	염기(dATP, 

dCTP, dTTP, dGTP)와	함께	DNA	중합효소(polymerase)를	넣어	주면	각	DNA의	염기서열에	상보적인	염기

가	삽입되면서	각기	다른	형광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것을	장비에	부착된	CCD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장

비는	형광이	발생된	클러스터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가	각	클러스터의	형광	변화를	감지하여	클러스터

의	염기서열을	기록한다.	출시된	장비로는	iSeq,	MiniSeq,	MiSeq,	NextSeq,	HiSeq,	NovaSeq	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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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 획득
(Smaple collection)

샘플 퀄리티 확인
(Sample QC)

DNA 라이브러리 제작
(DNA library preparation)

시퀀싱
(Sequencing)

결과분석
(Raw data analysis)

그림 2. NGS 진행 과정(workflow)



입문용 해설서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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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한	비드(bead)에	DNA	라이브러리를	붙여	촘촘하게	짜여진	미

세한	구멍(well)에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고	각	구멍	밑에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반도체	칩	회로가	설

계되어	있어	상보적인	염기가	결합하는	합성	과정에서	방출되는	수소이온(H+)으로	인하여	pH가	낮아

지는	것을	반도체칩의	센서가	탐지하고	분석하는	방식이다.	현재	출시된	장비로는	Ion	Personal	Genome	

Machine(PGM) 및	Ion	S5	System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림 3. 일루미나 장비의 원리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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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써모피셔사이언티픽 장비의 원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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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뉴클레오티드(oligonucleotide)를	붙여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물

을	라이브러리(library)라고	부른다.	

1. 라이브러리 제작Library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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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pter ligation),	라이브러리	증폭(library amplification)으로	나누어진다.	샘플에서	추출된	핵산은	NGS	장

비에서	분석	가능한	크기로	적절하게	절단시켜야	한다.	이것을	분절화(fragmentation)라	부르고	이은	물리

적	또는	효소적인	방법으로	무작위로	절단을	일으킨다.	분절화가	끝난	핵산은	불완전한	말단을	수선해	

주고(end-repair)	3′-끝에	아데닌(adenine)	염기를	추가하여	어댑터	부착이	쉽게	만든다.	어댑터(Adapter)란	

NGS	장비가	인식할	수	있는	고유한	염기서열을	가진	올리고뉴클레오티드로서,	DNA에	어댑터를	붙여	

주는	작업은	보통	리게이즈(ligase)	효소를	이용한다.	어댑터가	붙은	라이브러리는	NGS	검사를	하기에	양

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PCR	증폭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예기치	않은	부산물	등을	제거하는	정제

(clean-up)	과정을	거친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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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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겟 선별Target enrichment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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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

는	유전자	부위만	보고자	한다면	분석하고자	하는	부분의	DNA	혹은	RNA를	선별해야	하며	이것을	타

겟	선별(target enrichment)이라	하고	이렇게	NGS	분석을	하는	것을	타겟	패널	시퀀싱(targeted sequencing)이

라	부른다.	타겟	선별은	PCR	프라이머(primer)로	증폭을	하는	앰플리콘(amplicon) 방법과	프로브(probe)를	

이용하여	교합(hybridization)하는	캡쳐(capture) 방법으로	나뉜다.	PCR	앰플리콘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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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는	경우에는	프로브	

방식이	유리하다.

가.	전장	유전체	시퀀싱Whole genome sequencing, WGS

유전체	전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타겟	선별	단계가	필요	없으나	인트론(intron)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

역을	분석하므로	시퀀싱	비용은	크게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각	영역별	시퀀싱	깊이(depth)는	낮아지기	때

문에	분석정확도가	낮아진다.	대신	인트론과	비번역	부위(untranslated region)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구

조적(structural)	변이나	유전자	발현	조절과	관련된(regulatory)	변이를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엑솜	시퀀싱Whole exome sequencing, W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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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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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퀀싱으로	효과적으로	돌연변이를	검출할	수	있다.	엑솜	시퀀싱은	중간	정도의	시퀀싱	깊이를	얻을	수	

있으며	전장	유전체	시퀀싱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효율적이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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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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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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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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GS target enrichment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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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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프로브 교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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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GS 분석 알고리즘

1. NGS 데이터 정도관리quality control,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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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는	추정	오류	확률을	수치로	나타내며	Phred	점수가	각	염기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일

반적으로	Q30	이상의	Phred	점수를	보이는	염기는	시퀀싱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에	활용된

다.	각	시퀀싱	리드(read)의	염기서열과	Phred	점수를	같이	표시한	것을	FASTQ	파일이라	부른다.

2. 매핑Mapping

FASTQ	파일의	시퀀싱	리드(read)가	어떤	염색체에	어느	위치에	있는	DNA	인지에	대한	정보를	표준	유

전체(reference genome)에서	위치를	찾아주는	작업을	매핑(mapping)이라	부르며	현재	BWA	라는	프로그램

이	가장	널리	이용된다.	매핑이	완료되면	각	시퀀싱	리드	별로	표준유전체에서의	염색체	번호	및	위치가	

기록되는데	이것을	BAM(binary alignment map)	파일이라	부른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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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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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이 검출Variant calling

BAM	파일의	각	시퀀싱	리드를	분석하여	특정	위치에서	표준	유전체	서열과	다른	변이(variation)가	있는

지	찾아내는	작업을	변이	검출(variant calling)이라	부른다.	이것은	여러	개의	시퀀싱	리드를	종합하여	확

률적으로	판단하여	에러를	배제하고	진양성(true positive)	변이를	추정하는	통계적	알고리즘들이	이용

되며	미국	Broad	연구소에서	개발한	GATK	프로그램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검출된	변이는	variant	call	

format(VCF)	형식의	파일로	저장이	되며	이	파일에는	변이의	위치와	관찰된	변이의	종류	등이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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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BAM 파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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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VCF 파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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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변이는	크게	생식세포(germ-line)	및	체세포(somatic)	변이로	나뉠	수	있으며	생식세포	변이는	보통	아

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물려받은	2개의	유전자	중	하나(이형접합자, heterozygote)	혹은	2개	모두(동형접

합자, homozygote)에서	변이가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퀀싱	리드	중	약	50%	혹은	100%로	변이가	관

찰된다.	반면	체세포	변이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일부	조직	혹은	일부	세포에서만	변이가	관찰

되기	때문에	변이의	비율이	1%	미만에서	99%	이상까지	다양한	비율로	관찰될	수	있다.	

4. 유전자 복제수Copy number variation, CNV

인간의	세포는	2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유전자	복제수(gene copy)는	2개이지만	이러한	

복제	수가	늘어나거나(중복, duplication)	줄어들(결손, deletion)	수	있으며	이것을	유전자	복제수	변화(copy 

number variation, CNV)라	부른다.	NGS	데이터에서도	복제수	또는	구조적	변화를	검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리의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다.	시퀀싱	리드의	깊이(depth of coverage)의	차이를	비교하여	중복	

혹은	결손을	추정할	수	있다.

Read-depth 방식

Split-read 방식

결실(Deletion)

시퀀싱 리드 시퀀싱 리드 시퀀싱 리드

표준서열 표준서열
삽입(Insertion)

중복(duplication)

그림 11. NGS를 이용한 유전자 복제수 및 구조 변이 발굴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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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GS 분석 서버 및 프로그램

NGS	원데이터(raw data)는	용량이	큰	텍스트(text)	파일의	일종으로서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것을	쪼개서	여러	개의	CPU	코어에	할당하여	나누어	분석하도록	하는	병렬	연산(parallel computing)을	

한다.	일반	분석자가	이러한	고용량	컴퓨터를	구매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을	이용하여	리소스를	이용하는	것도	늘고	있다.	NGS	분석	프로그램	중에는	무료로	공

개된	오픈소스(open-source)	프로그램과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하여	유료	프로그램이	있으며,	오픈소스	프

로그램은	보통	명령어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상용화	프로

그램은	그래픽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기반에	자동화되어	편리한	반면	최신	알고리즘에	대한	업

데이트가	느리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6. 유전체 데이터베이스database 및 주석annotation

NGS에서	변이가	검출되면	이	변이가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변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

다.	이	과정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자동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주석(annotation)이라	부른다.	데이

터베이스에는	정상인의	변이	빈도를	기록한	것이	있고(예. ExAC, gnomAD 등),	질환과	관련되어서	생식세

포	돌연변이	위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ClinVar, HGMD, LOVD 등)와	암	돌연변이	위주의	데이터베이스

(COSMIC, TCGA, ICGC 등)가	있다.	

7. 컴퓨터 시뮬레이션in silico 알고리즘

염기서열의	변화가	단백질의	구조나	기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in silico)	알고

리즘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알고리즘의	정확도와	특이도는	대략	60~80%	정도	되기	때문

에	이	예측만을	가지고	변이의	분류에	사용하거나	임상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8. 데이터 시각화visualization

NGS	데이터를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미국	Broad	연구소에서	개발

한	Integrated	Genome	Viewer(IGV)	프로그램이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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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1
(이형접합자 변이

샘플 2

샘플 1
(이형접합자 변이)

샘플 2

그림 12. 변이 주변의 시퀀싱 리드 정보를 시각화 해주는 IGV 프로그램(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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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GS 결과 해석 및 보고

NGS에서	발견된	수많은	변이	중에서	환자의	질환과	연관이	있는	변이를	찾아내고	이를	최종적으로	해

석하여	보고하는	것은	NGS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지만	여러	의학적	근거와	환자의	임상양상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단계이기도	하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고를	위해	이에	미국

의학유전학회(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nd Genomics, ACMG)에서는	선천성	생식세포(germ-line) 

돌연변이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참고로	하여	5단계로	분류하여	보고하

도록	하고	있다.	

암	체세포	돌연변이는	미국	분자병리학회(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AMP) 및	미국	임상종양학회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종양의	진단

과	예후	그리고	치료에	관련된	임상적	연관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단계(tier)로	분류된다.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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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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GS 검사의 질 관리quality control, QC

NGS	검사실에서는	검사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질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검

사	실험	과정(wet bench process)	및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분석	과정(dry bench process)	모두가	해당된다.	

검사	전	영향인자	및	오류,	간섭을	확인하고	NGS	검사	시행	전	표준	물질로	검증(validation)을	하며	정확

도,	정밀도,	분석적	민감도,	분석적	특이도	등	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질관리	지표를	확

인하고	매번	검사	때마다	정도관리를	해야	한다.

중요한	질관리	지표	중	하나는	시퀀싱	깊이(depth of coverage)로서	이는	특정한	위치에	시퀀싱	리드가	

몇	개가	분석되었는지에	대한	지표로서	흔히	×	기호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특정	위치를	포함하는	시퀀

싱	리드가	10개이면	시퀀싱	깊이는	“10×”로	표현한다.	확률적으로	시퀀싱	오류(error)를	배제하고	정확한	

유전형을	알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시퀀싱	리드가	필요하다.		

NGS	검사를	임상	검사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대한임상정도관리

협회	등에서	NGS	검사에	대한	정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림 14. 시퀀싱 깊이(Depth of coverage)의 개념 및 변이 검출의 정확도와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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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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GS 검사의 임상적 응용 

1.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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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유전성	질환,	혈액종양,	암	질환	들이	해당

된다.	

유전성	질환(Germ-line, hereditary)과	관련하여서는	유전성	암	증후군(hereditary cancer syndrome),	뇌신경	발

달	질환(neurodevelopmental disorders),	유전성	안질환(eye disorder),	청각	소실(hearing loss)	및	난청,	심혈관질환

(cardiovascular disorders),	신경근육병증(neuromuscular disorders),	기형	증후군(dysmorphic syndrome),	근골격계	

이상(skeletal disorder)	등	다양한	유전질환에서	NGS	검사가	활용될	수	있다.	

암	체세포(Somatic)	돌연변이와	관련하여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	급성	림

프모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	골수	이형성	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	및	골수	증

식	증후군(myeloproliferative neoplasm)	등	다양한	혈액종양에서	NGS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고형

암(solid cancer)에서도	다양한	표적	치료제	반응(예. EGFR, BRAF, ERBB2, ALK, ROS1, RET, NTRK 등)과	내성(예. 

KRAS 돌연변이)을	예측할	수	있으며	면역	항암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microsatellite	instability(MSI),	총	돌

연변이	수(tumor mutation burden)	등의	검출	등을	해볼	수	있겠다.	

그림 15. Genetic Testing Registry에 등록된 임상 패널 정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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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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연변이가	발생하기	때문

에	엑솜	분석은	유전체를	분석하는	전장유전체	시퀀싱(whole-genome sequencing)과	비교했을	때	소요	시간	

및	분석	비용이	줄어들어	효율적이다.	NGS	다중유전자(multi-gene)	패널,	즉	타겟유전자(target-gene)	패널

의	경우	타겟에	포함된	유전자의	변이만	검출이	가능한데	비하여	엑솜	시퀀싱을	시행할	경우	타겟유전자

패널에	비해	진단율이	높고	질환과의	연관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유전자의	발굴이	가능하다.	

엑솜은	타겟유전자	패널에	비교해서는	시퀀싱	깊이(depth of coverage)가	낮아져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

는	단점이	있으며,	분석	유전자	수가	많아	의미가	불명확한	변이(variant of unknown significance, VOUS)가	많

이	검출되어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전체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자	했던	유전자	이

외에	다른	유전자에서	예기치	않게	돌연변이(incidental finding)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신경

근육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를	보고자	엑솜	시퀀싱을	하였는데	우연히	유전성	암	관련	유전자인	BRCA1 

등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일부	유전자는	추가로	발견된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알

려	주는	것이	환자의	추후	질환의	예방이나	가족	검사로	인한	이익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학

유전학회(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CMG)	가이드라인에서는	우연히	발견된	돌연변이	중	환자

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유전자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적치료제 약물 유전학 표지자 및 질환

Crizotinib ALK 양성 유방암, 폐암, 흑색종

Nilotinib, bosutinib, dasatinib, imatinib, ponatinib ABL 양성 종양

Vemurafenib BRAF V600E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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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표적 치료제와 각각의 약물 유전 표지자(체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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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일염기다형성SNP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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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	SNP	들은	특정	약물의	대사와	연관이	있기도	하

고	특정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는데	연관분석(association study)을	통해	질환의	발생과	통계적	연관성이	

확인되어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과	같은	복잡한	질환의	기전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또한	

SNP도	개인식별에	이용될	수	있으며	50개	정도	이상의	SNP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

게	되며	NGS	법은	이러한	SNP	검사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조혈모세포나	고형	장기를	이식한	후에는	

이식을	받은	수혜자(recipient)의	조직에서	공여자(donor)의	조직	비율인	키메리즘(chimerism)을	모니터링하

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NGS를	이용한	SNP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 장기 이식과 체액을 이용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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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혈액기반 종양 검사Blood-based tumor diagnostics

액체생검(liquid biopsy)이란	혈액,	소변,	뇌척수액,	타액,	흉강액	등을	이용하여	종양을	진단하는	것으로	주

로	혈액	기반의	검사가	많다.	혈액에	존재하는	핵산(circulating  nucleic acid)는	최근	여러	분자	기법의	발전

으로	검사의	적용이	늘고	있으며	혈중	DNA,	RNA	검사를	포함한다.	엑소좀(exosome)은	정상	혹은	종양세

포로부터	분비되는	낭포(vesicle)로서	DNA,	메신저	RNA(messenger RNA),	마이크로	RNA(micro RNA),	세포	

내	단백질	등	다양한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이를	분리하여	분석하면	암의	발병기전을	규명하

고	진단	및	치료제	선택,	모니터링	등에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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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세포에서도	세포유리	DNA를	방

출하며	이것을	순환	종양	DNA(circulating tumor DNA, ctDNA)라	부르며,	정상	세포에서	비롯된	세포유리	

DNA가	순환	종양	DNA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순환	종양	DNA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아	

민감도	높은	검사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림 17. 액체생검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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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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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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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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	세포유리	DNA는	평균	160~170	bp	정도의	짧은	길이를	가지며	반감기는	2시간	이내로	무척	

짧기	때문에	채혈	후에	바로	DNA를	분리하거나	혈장을	분리한	후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

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보존제가	함유된	전용	채혈	튜브를	사용하기도	한다.	NGS로	낮

은	농도의	종양돌연변이를	검출하기	위해서	분자바코드(molecular barcode)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데,	이것은	DNA	가닥	별로	서로	다른	시퀀스(예.	8자리)를	붙여	각각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서	에

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5. 비침습적 산전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ing, N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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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은	정도로	하여	염색체별로	시퀀싱	리드	수를	합산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다.	각	염색체의	총	시퀀싱	

리드	수는	다른	염색체의	시퀀싱	리드와	정상	태아를	임신한	대조군(control) 산모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값을	표준화하여	임계치를	넘으면(예. 3SD 이상)	양성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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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간백혈구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

인간백혈구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은	백혈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로서	사람마다	다양한	타

입의	유전자	서열을	가지고	있어	단백질	서열이	다르며	이에	따라	개인마다	다른	항원성(antigen)을	가진

다.	장기이식,	특히	조혈모세포이식(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을	할	경우	공여자(donor)와	수혜자

(recipient)의	항원	타입이	다르면	수혜자의	면역	시스템에서	이를	인지하고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식	전에	수혜자의	HLA	타입과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염기서열분석을	통한	HLA	검사는	2개의	대립유전자(allele)가	같이	PCR	증폭되고	전기영동이	

되기	때문에	검사	자체로	각각의	대립유전자를	분리해내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존의	HLA	유전형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유추하는	방법으로	유전형을	추정한다.	NGS	방법은	DNA	가닥을	일일이	분석하기	

때문에	각각의	대립유전자를	분리할	수	있고	더욱	정확한	유전형을	알	수	있다.	

7. 면역글로불린 유전자 재조합Immunoglobulin re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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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림프구성	백혈병(B-lymphoblastic leukemia)이나	B-림프종(B-cell lymphoma)	등의	암종은	하나의	

암	세포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재조합을	거의	모든	세포가	가지게	되어	PCR	증폭하면	동

일한	크기와	염기서열을	가진	증폭산물이	생성되고	이를	단클론성(monoclonal)이라	하며	종양	세포의	존

재를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것은	또한	NGS로	검사가	가능하며	이는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난	부분의	염

그림 18. 비침습적 산전검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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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열을	분석하여	특정	염기서열이	과도하게	높은	비율로	관찰되면	단클론성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NGS	방식은	크기가	동일하여도	염기서열의	차이를	구분하기	때문에	해상도와	특이도가	높고	민감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8. RNA 시퀀싱RNA-sequencing, RNA-Seq

RNA	가닥을	NGS에	적합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시퀀싱을	하는	것을	RNA	시퀀싱(RNA sequencing, 

RNA-Seq)이라	부른다.	RNA	시퀀싱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메신저	RNA(messenger RNA, mRNA)의	발

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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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NGS를	

이용한	전사체	RNA	분석을	하면	융합유전자(fusion gene)를	검출할	수	있고	예상하지	않았던	재조합	유전

자나	절단점(breakpoint)을	가진	재조합도	검출할	수	있다.	

RNA는	변성되기	쉽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때에는	RNA에	상보적인	DNA(complementary 

DNA, cDNA)로	합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cDNA가	만들어진	후에	진행되는	라이브러리	제작과	시퀀싱	

단계는	DNA	시퀀싱과	동일	하다.	

9. DNA 메틸화methylation 

DNA	메틸화(methylation)은	후성유전학적(epigenetic)	변화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주로	사이토신(cytosine)

의	5번	탄소에	메틸기(-CH3)가	붙어	5-methylcytosine	형태로	변형되는	것이다.	DNA	메틸화의	이상

이	생기면	프레더윌리(Prader-Willi)	증후군,	엔젤만(Angelman)	증후군과	같은	유전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암세포에서는	암	억제	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의	프로모터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과메틸화

(hypermethylation)되어	유전자의	발현(expression)을	억제시켜	암	발생에	영향을	주거나,	암	활성화	유전자

(proto-oncogene)의	저메틸화(hypomethylation)가	일어나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여	또한	암	발생을	촉진시

킬	수도	있다.



NGS를	이용한	DNA	메틸화	검사는	위에	열거한	MSRE,	MeDIP,	bisulfite	등이	이용될	수	있으며	

bisulfie	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DNA	염기서열	중	사이토신(cytosine)을	우라실(uracil)로	변환

(conversion)시키는	방법이다.	Bisulfite는	특이적으로	메틸화된	사이토신은	우라실로	변환시키지	않는	특

성을	가지기	때문에	NGS	분석으로	타겟	부위의	염기서열이	변환된	정도를	확인하여	메틸화	여부와	정

도를	알	수	있다

10. Chromatin immunoprecipitation(ChIP) 시퀀싱

Chromatin	 immunoprecipitation(ChIP)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특정	단백질이	결합하는	DNA	부분을	해

당	단백질의	항체를	이용해	선택적으로	농축하는	실험	방법으로	단백질과	DNA의	상호작용을	분석하

는데	활용될	수	있다.	ChIP	sequencing(ChIP-Seq)은	농축된	단백질에	결합된	DNA를	추출하여	NGS를	

통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시퀀싱	깊이(depth)가	높게	나오는	부위가	해당	단백질의	결합부위(binding site)

라	추측해볼	수	있다.	ChIP-Seq	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단백질에는	전사	조절	인자(transcript factor),	활성

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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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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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DNA 메틸화(methylation)와 유전자 발현 변화

DNA 메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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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단일세포 시퀀싱Single cell sequencing

단일세포	시퀀싱(Single cell sequencing)은	세포	하나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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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퀀싱뿐	아니라	전사	유전체와	후성유전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연

구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microdroplets	법은	세포들이	미세한	방울에	하나씩	들어가도록	자동	

조정되고	이후의	모든	라이브러리	제작	반응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방식이며,	각각의	방울에	있는	세포

를	구분하기	위해	방울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는	서로	다른	분자바코드(unique molecular identifier, UMI)로	

구분된다.

12. 미생물 분야에서 NGS 활용

NGS	검사는	병원균의	완전한	유전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균의	내성	및	독성	관련	돌연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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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고	원래의	검체	안의	

그림 20. ChIP-Seq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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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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은	표준	염기서열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퀀싱	리드를	조합하여	균의	염기서열을	추정

하는	새로운	조립(de novo assembly)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짧은	DNA	조각의	염기서열	정보를	

묶어	이어	붙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일루미나(Illumina)	장비와	같이	짧은	시퀀싱	리드를	가진	장비에서	얻

은	데이터는	각	염기의	정확도는	높으나	새로운	조립	과정에서	컨티그끼리	이어지지	않는	부위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반면	옥스포드	나노포어(Oxford Nanopore)	혹은	퍼시픽바이오사이언스(Pacific Biosciences) 

등	3세대	장비는	개별	염기의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긴	시퀀싱	리드를	생산하기	때문에	틈이	없이	컨티그

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단일	균주가	아닌	여러	균주의	분포	상태를	보는	것을	메타지놈(metagenome)	분석이라	하고,	미생물을	배

양하지	않고	샘플에서	직접	DNA를	추출하고	샘플	안에	있는	전체	균주의	유전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

로	배양이	불가능한	균도	확인할	수	있고	군집의	미생물	구성적	특성을	알게	됨에	따라	질병	또는	환경과

의	연관성을	연구할	수	있다.	메타지놈	분석에는	16S	리보좀	RNA(rRNA)	분석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유전자는	약	1500	bp	정도의	크기이며,	여기에는	균종마다	다르고	변동성(variability)이	큰	부위(variable 

region)가	존재한다.	이러한	변동성	부위	사이에는	균종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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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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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새로운 조립(de novo assembly)에서 짧은 리드와 긴 리드의 장단점



30 		NGS 기반 유전자 검사의 이해

NGS는	한번에	많은	타겟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다양한	종류	혹은	미지의	바이러스를	검출하

는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치료에	대한	내성과	관련된	돌연변이를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그림 22. 16S rRNA의 변동성 부위(V1-V9)와 변함없는 부위(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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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향후 전망

NGS	기술이	도입되면서	염기서열	분석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며	다양한	유전정보를	정확하게	얻음

으로써	질환의	원인	규명과	환자의	진단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NGS	결과	발견된	수많은	유전	

변이의	임상적	의미에	대한	해석이	큰	숙제가	되고	있으며	환자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설명과	유전상담

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대량의	데이터의	분석,	저장,	해석	등의	중요성이	훨씬	커지고	있으며,	딥

러닝(deep learning),	블록체인(blockchain)	등	새로운	데이터	분석	및	교환	기법이	시도되고	있어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의	접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약어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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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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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Phred 점수)를 같이 표시한  
원데이터 (raw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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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염기서열에서 하나의 염기서열의 차이를 보이는 변이

VOUS variants of unknown significance 현재의 의학적 지식으로 임상적 의미를 알 수 없는 변이 

MSI microsatellite instability 현미부수체 불안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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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