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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2 차세대 시퀀싱 기술의 –전으로 인u 유전체 분석은 

임상환경에서의 예후' 예측 및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단일 

변이의 질병 연관성 분석은 특정 질병군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드문 변이에 대한 분석의 한계와 높은 유의성을 보인 변이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단위 혹은 

변이 집단적인 분석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기술적 한계로 

인한 시퀀싱 정보의 품질 문제는 임상환경에서 요구하는 품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시퀀싱 결과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의한 결과에 대한 재현이 어렵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임상환경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시퀀싱 정보를 s공하고 판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단일 변이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전자 단위의 

복합적인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방법2 거짓 양성 변이 판별을 위하여 시퀀싱 된 리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개–하여 120 개의 매우 드문 변이에 대한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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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상태를 확인하였다) 거짓 양성으로 판별된 변이로부터 정렬 상태의 

특징을 찾아 계통오류 프로파일을 정의하였다) 또한 유전자 점수 

기법의 활용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화된 유전자 점수 (IYfgcbUl]nYX 

GYbY LWcfY6 IGL)' KYg]XiUl OUf]Uh]cb BbhclYfUbWY LWcfY (KOBL) 그리고 

GYbY =UaU[Y BbXYl (G=B) 를 질병과의 연관성이 보고된 유전자에 

대하여 t 점수별 우선순위에 대한 민w도와 특이도를 측정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gl2 매우 드문 변이 120 개 중에서' 리드 정렬 상태를 파악하여 

0,4 개의 거짓 양성 변이를 판별하였다) 0,4 개의 거짓 양성 변이를 

야기한 리드 정렬 상태를 (,) L]adl]W]hm fY[]cb' (-) LGO WlighYf' (.) 

IYf]dYfUl gYeiYbWY fYUX 그리고 (/) ;UgY ]bjYfg]cb 계통오류로 분류 및 

정의하였다) 최신의 유전자 점수의 성능을 다양한 질병의 범주에서 

평s한 결과' 세 s지 유전자 점수 중' IGL 는 다른 유전자 점수에 

비해서 IhUfaUWc[Ybca]Wg 과 관계된 유전자의 우선 순위에서 최고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N<IGL8+)13' :N<KOBL8+)/.' :N<G=B8+)1-)) 약물 

관련 유전자 리스트 중에서 :=F> WcfY 유전자에 대해서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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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L s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다 (:N<IGL8+)2-' :N<KOBL8+)0-' 

:N<G=B8+)10)) 반면에 희귀질환 관련 유전자의 경우' HFBF 

AUdlc]bgiff]W]YbWm 유전자에 대해서는 KOBL s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N<IGL8+)/1' :N<KOBL8+)2-' :N<G=B8+)/2)) 

 

g론2 시퀀싱 결과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거짓 양성 변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통오류 네 s지를 정의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도구를 개–하였다) 임상환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품질의 시퀀싱 

결과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계통오류를 w안한 변이 추출 

알고리즘의 –전 또한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세 s지 유전자 점수를 

다양한 질병의 관점에서 비교한 결과' IGL 는 약물 유– 표현형과 

연관된 유전자'  KOBL 는 멘델의 법칙을 따르는 희귀질환 유전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최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분석의 목적에 

맞는 유전자 점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주요어2 약물유전체' 유전자 점수' 우선순위' 거짓 양성 변이' 계통오류 

학  번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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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연o배h  

).).) 차세대 시퀀싱 u술의 발전 

p아데닌(:)q' p사이토신(<)q' p구아닌(G)q 그리고 p티민(M)q으로 구성되는 

=G: 는 약 .+ 억 쌍의 나선형 구조로 이루어≤ 있다) =G: 염기서열 

분석은 FfYXYf]Wk LUb[Yf s 개–한 사슬종결방법을 이용하여 분석된다 ,) 

그 정확도는 현재까지 사용될 정도로 매우 높지만 방대한 유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및 시u은 -+ 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방대한 양의 염기서열을 병렬처리하기 위한 - 세대에 

해당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 소개되었다 -) <fU][ OYbhYf 에 의해 

처음 고안된 샷건 시퀀싱 분석법은 LUb[Yf 방법에 비해 비용과 시u을 

매우 절w하고 고용량의 =G: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최초의 인u 

유전체 지도를 완성하는 밑걸음이 되었다) -++2 년 처음으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술(GYlh GYbYfUh]cb LYeiYbW]b[6 GGL)이라는 용어s 

소개되었으며 - 세대 시퀀싱 기술이 현재까지도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도의 한계성을 들어내면서 LUb[Yf 방법을 이용한 검증이 같이 

요구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염기서열의 s닥을 증폭 없이 

분석할 수 있는 . 세대 기술을 –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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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a 유전체 지도의 완성 

-+++ 년대 초 p인u 게놈지도 완성q. 을 시작으로 개인의 유전체 서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최초의 개인 유전체 정보는 -++2 년에 완성된 

크레이그 벤터(<fU][ OYbhYf)의 염기서열이다 /) 바로 다음 해에 =G: 는 

나선형 구조임을 밝힌 제임스 왓슨(CUaYg PUhgcb)의 =G: 염기서열 

정보s FEQ /0/ 를 이용하여 밝혀졌으며' 벤터의 그것 대비 ,% 

비용으로 해독되었다고 한다 0) 그 후 다 수의 =G: 염기서열 정보s 

해독되었으며 -++4 년에는 한국인 최초의 염기서열도 해독되었다 1)  

p침팬지 게놈지도 완성q도 –표되었고' 인u과 침팬지의 유전체는 

43)3% 같다는 연구결과 2 를 보고 향후 인u의 진화과정과 질병연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 나왔다) 이처럼 다수의 인u 

유전체 정보를 밝히고 있으며 다수의 종(gdYW]Yg)에서 유전체 지도를 

완성하고 있다) 

 

).).3 )((( f놈 프로젝트의 시작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개인u 그리고 인종u 다양성 정보를 알수 

있는 유전 변이 카탈로그를 만들기 위해 pMhY ,+++ GYbcaY IfcjYWh 

(,DGI)q를 진행하였으며 -'0+/ 명으로 부터 얻은 전장유전체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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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의 목록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다 3(,+)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전 

세계에서는 인u의 유전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국s별' 인종별' 환경별로 

인u 유전체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나아s서는 개인별 맞춤의료를 위한 염기서열 분석도 진행되고 있다 ,,)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변이와 표현형에 대한 

관계s 밝혀진 것은 많지 않다) 특히 인u의 최대 관심사인 질병에 

대해서는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준다) 당뇨병과 같은 

복잡질병에 관련해서는 밝혀진 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아직 부족하며 

연구 방향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s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지금까지 인u의 유전자형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인u의 유전자형을 모두 밝혀내는 순u 인u의 신비는 풀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인u 유전체 지도s 완성된 지금에도 밝혀진 것은 많지 

않다) 실제로 인u의 염기서열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데이터를 다루기는 여u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우선 데이터의 양이 

매우 크며' 데이터를 s공 하는데까지 많은 시u이 걸리는 것은 물론 

분석 방법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염기서열에는 다수의 거짓 

양성 변이를 포함하고 있어 분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따라서 

염기서열 분석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거짓 양성 변이는 최소화하고 

분석을 진행해야 하며' 다수의 변이를 의미있는 유전자 단위로 묶어서 



 4 

해석하려는 노력을 통해 생물학적 의미를 확보하고 정보의 복잡도도 

낮추어 접근하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2 염u서열 분석 방법l 변이정보 추출 방법 

).2.) 합성을 통한 염u서열 분석법 

차세대 시퀀싱 분석법은 =G: 염기의 상보결합을 인위적으로 –생하는 

합성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Bllia]bU 회사의 방식은 

합성시 방출되는 형광물질을 잡아내면서 염기서열을 알아낼 수 있다 ,/) 

그러나 광학렌즈를 이용항 형광물질의 밝기를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cadlYhY GYbca]Wg 회사에서는 에러율을 

낮춘 GUbcVUll 시퀀싱 방법을 소개하였다 ,0) 그러나 생성된 

리드(fYUX)s 짧다는 한계s 있었고 최근에는 -)0 세대로 평s되고 있는 

MhYfac F]ghYf 회사에서 이용하는 방식이 t광받고 있다) 염기s 

합성하면서 방출되는 수소 이온의 전하량을 이용하여 염기서열을 

알아낸다 ,1) 그러나 인위적인 합성을 통해 염기서열을 알아내는 방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면서 최근에는 . 세대 시퀀싱 방법에 주목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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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변이 추출 알j리즘l 변이 품질 평가 

차세대 시퀀싱 분석은 단일 염기서열 변이(g]b[lY biWlYch]XY jUf]Ubh6 

LGO)와 삽입*결실(]bgYfh]cb UbX XYlYh]cb6 BG=>E)의 추출 과정이 s장 

중요하다) 이는 tt의 염기서열에 주석처리 되어 있는 품질(eiUl]hm) 

x과 해당 리드(fYUX)들의 정렬 품질(aUdd]b[ eiUl]hm)x 등을 참고하여 

인u 유전체 지도와 비교하여 서로 다른 변이를 보고한다) 그러나 

이형접합체 변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립형질 비율이 050 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변이의 유전자형을 결정한다 ,3) 

대표적으로 두 s지의 변이 추출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되는데' 

지금까지 보고된 변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베이지안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변이를 추출하거나 리드s 존재하는 영역에 특정하여 데 

노보(XY bcjc)정렬을 통하여 변이를 추출해준다 ,4) 베이지안 기법은 데 

노보 방법에 비하여 시u과 비용을 적게 사용되므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데 노보 방법에 비해 정확도는 떨어진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다수의 전장유전체 혹은 진유전체와 같이 대규모 시퀀싱 

정보에 대한 변이 추출 과정은 베이지안 기법으로' 소수의 하나의 

유전자 혹은 소규모의 영역에 대해서는 데 노보 방법을 적용한다 -+) 

추출된 변이에 대한 평s는 tt의 변이에 대하여 하나의 일괄된 

임계x을 적용하여 주석처리된 x을 참조하여 이루어진다(hU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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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hYf]b[)) 예를 들어서' 프레드 품질 점수(IhfYX eiUl]hm gWcfY) 에 대한 

임계x으로 p-+ 이상q으로 입력하게 되면' 해당 점수s ,0 인 변이는 

최종적으로 보고되지 않는다) 이는 참양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서 부여된 품질 x의 평s로 변이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변이는 매우 복잡하게 존재할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퀀싱 기술로 찾아내기 어려운 영역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와 같이 일률적인 방법의 사용을 지양하고 있다) 현재는 tt의 

변이에 대하여 주석처리된 x을 현재까지 보고된 변이와 다양한 통계 

기법을 통해서 보정하고 있다(gcfh f]lhYf]b[))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는 

일괄적인 방법으로 거짓 양성 변이를 걸러내고 변이의 품질을 평s하고 

있으나 변이의 위치와 상태 그리고 접합성특징(nm[cg]hm) 등 여러 

상황에 서로 다른 보정 및 평s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인u 

유전체에서 재정렬하기 어려운 영역에 변이s 존재할 경우 그 평s는 

더욱 어렵다 -,) 그리고 =G: 의 상태와 채취 및 보관 방법' 시퀀싱을 

수행한 기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지므로 변이의 일괄적인 

여과 방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퀀싱 

기계와 기술의 한계에 의한 거짓 양성 변이는 주석처리된 x이 의미s 

없으므로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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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출된 변이를 이용한 유전체 분석 방법 

).3.) b별 변이 단위의 분석법 

개별 변이는 tt의 변이s 독립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s정하에 

테스트s 이루어진다) s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F]ghYf'g YlUWh hYgh 

(F>M)이다) 이것은 분할표 분석에 사용되는 통계적 유의성 검정 

방법으로 실제로 샘플 크기s 작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검증법의 –명자인 KcbUlX F]ghYf 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본 테스트는 

귀무 s설과의 편차를 근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된다) 많은 통계 테스트와 마찬s지로 표본 크기s 커짐에 

따라 편차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유전학 혹은 유전체학에서도 

본 검증법을 많이 사용한다) 변이의 –견된 빈도' 변이를 z는 샘플의 

수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견된 변이의 빈도s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내는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세 s지 유전자형 정보를 

이용하여 <cWhfUb(:fa]hU[Y hfYbX hYgh(<:MM)를 수행할 수도 있다) 

윌리엄 코크란과 피터 아미티지의 이름을 딴 본 테스트는 범주형 

정보s 입력으로 사용되며' 다수의 항목과 두 변수s 있을 때 그들 

사이의 연관성을 평s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s장 큰 문제점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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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을 z는 변이에 대한 해석이 매우 어렵다(jUf]Ubh cf ibkbckb 

g][b]f]WUbWY6 ONL)) 변이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으며 드문 변이에 대한 

테스트는 분할표에 대부분 +(nYfc)이 들어s므로 테스트s 불s능하다) 

또한 높은 유의성을 얻기에는 샘플 수s 부족할 수 있다) 위의 통계 

기법을 이용한 분석법이 대표적으로 GYbcaY(k]XY UggcW]Uh]cb 

ghiXm(GP:L) 와 YldfYgg]cb eiUbh]hUh]jY hfU]h lcW](YJME) 분석법이 

있다) 최근 ,+ 년u s장 많이 수행된 분석법이지만 흔한 변이만을 

고려하고 태그스닙(hU[LGI)을 이용한 u접적인(]bX]fYWh) 분석법이다) 

이러한 GP:L 의 연구 결과를 pa]gg]b[ hYf]hUVl]hmq 문제라고 

꼬집었으며 다른 요소를 파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최근에는 흔한 

변이s 아닌 드문 변이에 대한 연구s 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 

 

).3.2 질병l 상m mi가 있는 드문 변이 분석법 

드문 변이는 그 빈도s 작아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적용하더라도 높은 유의성을 z기s 어렵다 -/) 따라서 다수의 

드문 변이를 생물학적으로 의미s 알려진 유전자 단위로 집단화하여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기법이 소개되었다) ;ifXYb hYgh 는 

유전자 내에서 모든 드문 변이의 유전자형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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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과 대조군과의 빈도 누적 차이를 통계적으로 계산한다 -0) 그러나 

변이s 유해한 방향으로만 작용할 것이라는 s정에서만 계산이 

성립되고' 결과적으로 질병과 연관이 있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변이를 정확히 찾아내기에는 무리s 있다 -1) 변이s 유해한 영향을 주는 

방향뿐만 아니라 개체의 보호를 돕는 방향으로 존재하더라도 이를 

w안하여 테스트를 제공해주는 LD:M(LYeiYbWY DYfbYl :ggcW]Uh]cb 

MYgh) 방법이 있다 -2'-3) 또한 위 ;ifXYb hYgh 와 LD:M 을 합친 LD:M(

H 도 소개되었다 -2'-3) 하지만 유전자 단위 혹은 특정 집단내 변이의 

테스트s 이루어지므로 변이 단위의 보고를 하는데 한계s 있어 특정 

질병과의 연관성 및 해석에 한계s 있다 -4) 

 

)., 유전자 단위의 변이 집합적 분석법 

).,.) 집단 유전자 점수 

모든 단‘질 코딩 유전자에 대하여 기능적 변이s 나타난 빈도를 

이용하여 유전자의 선택 압력과 같은 특성을 계산하여 유전자에 순위를 

매기는 평s 방법이다(표 ,)) tt의 유전자에 대하여 –견된 모든 변이 

대비 기능적 변화를 일으키는 변이의 분율을 특정 인구 집단에서 

계산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t 유전자의 기능 변이 내성을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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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실제 유전자 기능에 있어서도 기능 변화를 일으킬만한 정도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처음으로 공개된 유전자 점수 

KYg]XiUl OUf]Uh]cb BbhclYfUbWY LWcfY(KOBL)는 위와 같은 접근법을 

이용하여 계산되었고 -+,. 년 3 월에 –표되었다 .+) 비슷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 년 4 월에 =Y Gcjc >lWYgg(=G>)., 점수는 t 유전자 

별로 특정 인구 집단에서 –견된 XY bcjc 변이의 갯수를 –견된 모든 

변의 갯수로 나눈 수치를 일컫는다) -+,0 년 1 월에는 HVgYfjYX 

biaVYf*IchYbh]Ul biaVYf(HI fUh]c).- s –표되었는데 여기서 세는 

변이의 종류는 Ecgg(cf(fibWh]cb(EcF) 변이이며 역시 전체 변이의 

수로 나누게 된다) 마지막으로 –표된 유전자 점수는 -+,0 년 ,, 월에 

–표된 GYbY =UaU[Y BbXYl(G=B).. 로 <:==(<caV]bYX :bbchUh]cb 

=YdYbXYbh =YdlYh]cb)./ 점수와 특정 인구 집단내의 변이 분포 정보를 

이용한다) t 변이 분포에 해당하는 <:== 점수의 대표 x을 관찰된 

변이의 <:== 중앙x으로 보정하여 t 유전자 별로 하나의 점수를 

z게 된다) 그 밖에도 bcb(WcX]b[ 영역' Ylcb 혹은 단‘질 도메인 

단위로 점수를 구하는 방법도 –표되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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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집단 유전자 점수와 특징 

MKtNUd 8KGturK BKL 

KOBL KYg]XiUl jUliYg ig]b[ Wcaacb fibWh]cbUl jUf]Ubhg S.+T 

=G> =Y bcjc jUf]Ubhg dfcdcfh]cb ]b U [YbY S.,T 

HI fUh]c Ecgg(cf(fibWh]cb jUf]Ubhg dfcdcfh]cb ]b U [YbY S.-T 

G=B FihUh]cb ffYeiYbWm UbX XYlYhYf]cigbYgg gWcfY S..T 

bWKOBL  KYg]XiUl jUliYg ig]b[ Wcaacb bcbWcX]b[ jUf]Ubhg% S.0T 

giVKOBL KYg]XiUl jUliYg ig]b[ jUf]Ubhg ]b Ub Ylcb*XcaU]b S.1T 

LGOI L]b[lY biWlYch]XY jUf]Ubhg dfcdcfh]cb ]b U [YbY S.2T 

%0'(NMK' .'(NMK UbX Ub UXX]h]cbUl bcb(Ylcb]W -0+ Vd idghfYUa cf 

hfUbgWf]dh]cb ghUfh g]hY (MLL))  

 

).,.2  b인화된 유전자 점수 

개인별 유전자 점수 (IYfgcbUl]nYX GYbY LWcfY' IGL) 는 개인별로 모든 

코딩 유전자에 대하여 –견된 변이의 LBFM(Lcfh]b[ BbhclYfUbh Ffca 

MclYfUbh) 점수의 기하평균을 내어 계산된다 .3'.4) 이는 앞서 소개된 

KOBL' =G>' HI fUh]c' G=B 와는 달리 특정 인구 집단의 대표x이 아닌 

개인의 변이에 근거한 유전자 점수로 + 부터 , 사이의 점수를 z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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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유전자 점수를 s공하여 개인별 생체 경로 점수' 약물 점수' 

인구 집단 점수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구 집단에 근거한 

점수는 인구 집단의 구성원이 바뀌면 점수s 바뀌게 되지만 해당 

점수는 개인별 절대적인 점수이므로 집단의 대표x으로 사용하기 

용이하다)  

 

).- kb유전체, 생물학적 데이터베이스 및 지식베이스  

).-.) )K9A, 7x35 r리j MTUS36 

-++3 년 , 월에 시작된 ,+++ 게놈 프로젝트는 인u의 유전 변이에 대한 

상세한 카탈로그를 얻기 위하여 차세대 염기서열 기술을 이용하여 

익명의 전장유전체를 인종별로 모아서 –표하였다) -+,+ 년 / 인종의 

,/ 아인종에 대한 ,'+4- 명에 대한 공개 유전체 첫 –표 4 를 시작으로   

-+,0 년에 Lcihh :g]Ub :bWYghfm 를 추s하면서 최종적으로 0 인종의 

-1 아인종에 대한 -'0+/ 명의 전장 유전체 정보s 대중에게 

공개되었다(표 -),+) 위와 같은 국제적인 노력에 힘입어 모든 인u의 

유전 변이에 대한 개요와 분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연구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생물학' 의학' 약학' 생화학 및 생물 정보학 분야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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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유전학이 연구된 이래에 인u 및 

인종별 다양성 등을 이해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밑걸음이 

되었다) 단일 염기서열 변이(g]b[lY biWlYch]XY jUf]Ubh6 LGO)' 삽입*결실 

변화 (]bgYfh]cb*XYlYh]cb6 BG=>E)' 복제수 변이(Wcdm biaVYf jUf]Uh]cb6 

<GO) 등 다양한 변이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실험적 한계로 인하여 

변이 –굴 과정이 어려운 영역을 정의하고 알림으로써 모든 영역에 

걸쳐 더 정확한 변이를 얻기 위한 기술 –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표 - 공개 전장유전체 ,+++ GYbcaYg IfcjYWh' dhUgY . 정보의 인종별 분포 

인종 아인종 설명 샘플 수 총i 

>Ugh 

:g]Ub 

:bWYghfm 

(>:L) 

<=Q <h]bYgY =U] ]b Q]ghiUb[VUbbU' <h]bU 4. 0+/ 

<A; AUb <h]bYgY ]b ;Yj]b[' <h]bU ,+. 

CIM CUdUbYgY ]b Mckmc' CUdUb ,+/ 

ADO D]bh ]b Ac <h] F]bh <]hm' O]YhbUa 44 

<AL LcihhYfb AUb <h]bYgY ,+0 

Lcihh 

:g]Ub 

:bWYghfm 

(L:L) 

;>; ;Yb[Ul] ]b ;Ub[lUXYgh 31 /34 

GBA GijUfUh] BbX]Ub ]b Acighcb' MQ ,+. 

BMN BbX]Ub MYli[i ]b hhY ND ,+- 

ICE IibjUV] ]b EUhcfY' IUk]ghUb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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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N Lf] EUbkUb MUa]l ]b hhY ND ,+- 

>ifcdYUb 

:bWYghfm 

(>NK) 

<>N NhUh fYg]XYbhg k]hh GcfhhYfb UbX 

PYghYfb >ifcdYUb UbWYghfm 

44 0+. 

FBG F]bb]gh ]b F]blUbX 44 

G;K ;f]h]gh ]b >b[lUbX UbX LWchlUbX 4, 

B;L BVYf]Ub dcdilUh]cb ]b LdU]b ,+2 

MLB McgWUb] ]b BhUl]U ,+2 

:aYf]WUb 

:bWYghfm 

(:FK) 

<EF <clcaV]Ubg ffca FYXYll]b' <clcaV]U 4/ ./2 

FQE FYl]WUb :bWYghfm ffca Ecg :b[YlYg 1/ 

I>E IYfij]Ub ]b E]aU' IYfi 30 

INK IiYfhc K]WUbg ffca IiYfhc K]Wc ,+/ 

:ff]WUb 

:bWYghfm 

(:FK) 

:LP :ff]WUb :bWYghfm ]b LcihhkYgh NL 1, 11, 

:<; :ff]WUb <Uf]VVYUb ]b ;UfVUXcg 41 

>LG >gUb ]b G][Yf]U 44 

GP= GUaV]Ub ]b PYghYfb =]j]g]cb ,,. 

EPD EihmU ]b PYVimY' DYbmU 44 

FLE FYbXY ]b L]YffU EYcbY 30 

RKB RcfiVU ]b BVUXUb' G][Yf]U ,+3 

총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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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유전체 정보는 fhd5**fhd),+++[YbcaYg)YV])UW)ik*jcl,*fhd*fYlYUgY* 

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익명화되었지만 유전체 제공자의 인종 및 

성별 정보와 s계 구성도도 함께 내려 받을 수 있다(표 .)) 해당 정보는 

MhY BbhYfbUh]cbUl GYbcaY LUadlY KYgcifWY(BGLK) 로 -+,2 년에 

이동되어 타 유전체 프로젝트와 함께 관리되고 있다 

(hhhd5**kkk)]bhYfbUh]cbUl[YbcaY)cf[*))  

 

표 . 공개 전장유전체 ,+++ GYbcaYg IfcjYWh 정보의 변이 갯수 

염색체 염색체 v이 (HV) 변이 수 용량 (94) 

<hf, -/4'-0+'1-, 1'/13'+4/ 1- 

<hf- -/.',44'-2. 2'+3,'1++ 12 

<hf. ,43'+--'/.+ 0'3.-'-21 01 

<hf/ ,4,',0/'-21 0'2.-'030 00 

<hf0 ,3+'4,0'-1+ 1'-10'21. 0+ 

<hf1 ,2,',,0'+12 0'+-/',,4 /3 

<hf2 ,04',.3'11. /'2,1'2,0 /0 

<hf3 ,/1'.1/'+-- /'042',+0 // 

<hf4 ,/,'-,.'/., 0'0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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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0'0./'2/2 .'44-'-,4 .3 

<hf,, ,.0'++1'0,1 /'+/0'1-3 .4 

<hf,- ,..'03,'340 .'313'/-3 .2 

<hf,. ,,0',14'323 -'302'4,1 -3 

<hf,/ ,+2'./4'0/+ -'100'+12 -1 

<hf,0 ,+-'0.,'.4- -'/-/'134 -. 

<hf,1 4+'.0/'20. -'142'4/4 -1 

<hf,2 3,',40'-,+ -'.-4'-33 -. 

<hf,3 23'+22'-/3 -'-12',30 -- 

<hf,4 04',-3'43. ,'3.-'0+1 ,3 

<hf-+ 1.'+-0'0-+ ,'3,-'3/, ,3 

<hf-, /3',-4'340 ,',+0'0.3 ,, 

<hf-- 0,'.+/'011 ,',+.'0/2 ,, 

<hfQ ,00'-2+'01+ .'/12'342 -1 

총계 .'+.1'+..'2/1 3/'2.4'1/- 3+2 

 

>l:<(>lcaY :[[fY[Uh]cb <cbgcfh]ia)는 다양한 대규모 시퀀싱 

프로젝트의 진유전체 정보를 집계하고 요약하여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연합체이자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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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d5**YlUW)VfcUX]bgh]hihY)cf[*)/+) 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해주는 

진유전체 서열은 다양한 질병을 z는 인구 집단의 연구를 위해서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1+'2+1 명의 진유전체 정보를 얻었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변이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한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진유전체 정보는 동일한 분석 방법에 의해서 처리되었으며 

대부분은 s족관계s 아닌 비혈연 집단이다) 변이 정보 뿐만 아니라 

시퀀싱 리드의 배율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변이의 품질도 유추할 수 

있으며 ,DGI 와 마찬s지로 인종별 분포 차이도 계산해서 제공해준다) 

유전체 집합 데이터베이스인 [bca:=(GYbcaY :[[fY[Uh]cb 

=UhUVUgY)는 -+,2 년 - 월 -3 일에 공개되어 지금까지 공개된 유전체 

정보 중 s장 큰 몸집을 자랑한다 

(hhhd5**[bcaUX)VfcUX]bgh]hihY)cf[*)/+) 본 데이터는 ,0'/41 명의 

전장유전체 정보와 ,-.',.1 명의 진유전체 정보로부터 얻었으며' 

지금까지 공개된 ,DGI' >l:< 등의 공개 데이터를 모두 통합한 

데이터베이스이다) 또한 0'+++ 명이 넘는 :gh][bUn] CYk]gh(:LC) 인종에 

대한 정보 공개는 최초로 이루어≤ 해당 인구집단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t광을 받고 있다) 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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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전체 정보는 >l:< 에서와 마찬s지로 모든 유전체 정보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지만 >l:< 정보를 만들때와는 

변이 추출과정이 다른 부분이 있다) 이는 대용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된 분석 플랫폼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최종적으로 

얻은 변이 정보와 배율 정보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아 질환의 유전체 및 , 촌 관계에 있는 동일한 s계의 

유전체도 제거 하였으나 적은 빈도로 나타나는 질환의 원인 변이 등은 

제거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 사용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공개 유전체 데이터는 생물 및 의학 집단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다) 우선 전장 

유전체에 대해서는 -/ 개의 염색체별로 정보s 제공되며' 특이적으로 

전장 유전체에서 얻은 진유전체 부분을 동시에 제공해준다) 또한 

진유전체 정보로부터 얻은 변이 정보도 같이 제공해주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만큼 어떤 정보를 이용해야 할 지 모를 수 

있다) 세 s지 정보에서 제공해주는 전체 유전자좌는 -0-'0//'0// 개 

이며' 단일 염기서열 변형은 -/+'.4-'40+ 개' 삽입 및 결실은 

.2'-2/'+2. 개이고 세 s지 서로 다른 파일의 변이 분포는 그림 ,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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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특이하게도 진유전체에서 –굴된 변이 중 전장유전체에서 

–굴되지 않은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띈다) 실험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굴된 변이는 매우 중요한 정보s 될 수 

있으므로 모든 데이터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DGI 샘플을 실제로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변이 –굴 과정을 

다르게 거쳤기 때문에 [bca:= 에서 제공하는 전장유전체에 포함되지 

않는 변이s 실제로 ,DGI 에서 –굴된 사례s 있다)  

 

 

그림 1 gnomAD 에서 제공해주는 변이 정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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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MIM, 936, ANGrS9K4, 36M7 r리j 6ruM4GTk 

온라인 멘델 상속(Hbl]bY FYbXYl]Ub BbhYf]hUbWY ]b FUb6 HFBF6 

hhhdg5**kkk)ca]a)cf[*)은 유전자와 표현형 관계에 중점을 두고 유전 

질환 및 형질 연구에 대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약 1+ 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지식베이스이다 /,) 현재까지 -.'43/ 여개의 항목 

중에서 3'.2, 건이 질병을 포함한 표현형에 대한 정보였으며 나머지는 

연관된 표현형 정보를 포함하는 유전자 정보이다) 최근에는 유전자에 

존재하는 원인 변이 정보도 약 .'/.2 건에 대하여 제공해주고 있어 

유전자와 표현형 관계 연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본 지식베이스는 O]Whcf FWDig]Wk 박사s ,411 년에 최초로 출판한 

FYbXYl]Ub BbhYf]hUbWY ]b FUb(FBF)을 시작되었으며 모든 항목에는 

1 자리의 ’호s 부여되어 있는데 (,) ,+++++(-44444 는 ,44/ 년 0 월 

,0 일 이전에 작성된 상 염색체 유전자 좌혹은 표현형에 대한 정보 (-) 

.+++++(.44444 는 Q 염색체와 연관이 있는 유전자좌 혹은 표현형에 

대한 정보 (.) /+++++(/44444 는 R 염색체와 연관이 있는 유전자좌 

혹은 표현형 정보 (/) 0+++++(044444 는 미토콘드리아 좌위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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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형 (0) 1+++++ 이상은 ,44/ 년 0 월 ,0 일 이후에 갱신된 상 염색체 

유전자좌 혹은 표현형 정보s 수록되어 있다) 

복잡질병과 연관이 있는 유전자 정보를 모아둔 GYbYh]W :ggcW]Uh]cb 

=UhUVUgY(G:=6 hhhdg5**[YbYh]WUggcW]Uh]cbXV)b]h)[cj*)는 문헌 고찰을 

통해 얻은 질병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유전자 정보를 총 망라하고 

정리한 데이터베이스이다) 특히 연관성이 없는 유전자에 대해서도 같이 

제공을 하므로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암 연구' 그 중에서 

<UbWYf GP:L 를 통해서 얻은 유전자와 변이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한 

키와 같은 복잡 표현형에 대한 다수의 GP:L 연구 결과를 같이 

제공해주고 있다) 약 3 만 여개의 논문으로부터 얻은 2 천여개의 변이' 

유전자 혹은 단‘질 정보를 연구된 질병과 함께 제공해주고 있다) 해당 

데이터는 -+,/ 년 3 월 ,3 일을 기준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s 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제공해주고 있다) 

IhUfaGD;(hhhdg5**kkk)dhUfa[kV)cf[*)는 약물에 관한 통합적인 

지식베이스로 약물의 투여 지침 및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z는 유전자 및 유전자형 정보를 포함한 약물 연관 정보를 

제공한다 /-'/.) 인u의 유전 변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헌 고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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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유전자형과 약물의 반응성을 바탕으로 그들의 연관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00+ 개의 대립형질 정보를 

포함하여 /'/2/ 개의 약물과 유전자형에 대한 상관 관계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림 -)) <l]b]WUl IhUfaUWc[YbYh]Wg BadlYaYbhUh]cb 

<cbgcfh]ia(<IB<)이 구성되었으며 본 협력단에서는 전문s들의 

검토를 통해서 약물 지침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제공해주고 있다)  

 

 

그림 2 PharmGKB 의 정보 획득 방법 및 구성                                

(출처: http://pharmgkb.blogspot.kr/2012/04/pharmgkb-knowledge-pyramid.html) 

 

IhUfaU:=F>(hhhd5**kkk)dhUfaUUXaY)cf[*) 는 MhY IhUfaU:=F> 

<cbgcfh]ia 에서 지정한 약물의 흡수(UVgcfdh]cb)' 분포(X]ghf]Vih]cb)' 

대사(aYhUVcl]ga) 그리고 배설(YlWfYh]cb)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중요도에 따라서 WcfY' YlhYbXYX 그리고 전체로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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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bk(hhhdg5**kkk)Xfi[VUbk)WU*) 는 캐나다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베이스로 의약품 및 의약품 타겟 정보를 모두 망라한다 //(/1) 

,'2.. 개의 승인 된 소분자 의약품' 32+ 개의 승인 된 생명 공학 

의약품 등 영양 보조 식품 및 실험 약물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2- 

개의 약물 표적' 효소' 수송체' 캐리어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t 

의약품별로 화학실을 비롯한 -++ 개 이상의 정보s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의 절반은 약물역동학' 화학 데이터에 사용되고 나머지 절반은 

약물의 타겟 정보 혹은 연관이 있는 단‘질을 나열한다)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FYbXYl]Ub X]gYUgY' WcadlYl X]gYUgY' 그리고 

dhUfaUWc[YbYg 에 대하여 -0 개의 유전자 목록을 확보하였다 (표 /)) 

 

표 / 최적표준 유전자 리스트 

IhYbchmdY WUhY[cfm GYbY l]gh Gc) cf [YbYg 

FYbXYl]Ub X]gYUgY HFBF -,., 

(ffca HFBF) =Y bcjc /12 

 =ca]bUbh bY[Uh]jY .1/ 

 AUdlc]bgiff]W]YbWm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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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WYgg]jY 3,2 

<cadlYl X]gYUgY :[]b[ ., 

(ffca G:=) <UbWYf -20 

 <UfX]cjUgWilUf -31 

 <hYaXYdYbXYbWm 0/ 

 =YjYlcdaYbhUl 0/ 

 AYaUhclc[]WUl /+ 

 BbfYWh]cb 44 

 GYifclc[]WUl ,12 

 FYhUVcl]W .2+ 

 GcfaUl jUf]Uh]cb -- 

 IhUfaUWc[Ybca]W ,4 

 IgmWh ,3/ 

 KYbUl 2- 

 KYdfcXiWh]cb 24 

 O]g]cb ./ 

IhUfaUWc[YbYg :=F>' Wc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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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ca :=F>'  

 IhUfaGD;) 

:=F>' YlhYbXYX -12 

:=F> -44 

IhUfaGD;' OBI 11 

IhUfaGD; .12 

 

).-.3 CI8D, AURyANKT2, 97BA r리j 5366 

특정 변이s 아미노산 혹은 단‘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햐을 크게 

세 s지로 계산하여 제공해준다) (,) 기능 예측 점수 (fibWh]cb 

dfYX]Wh]cb gWcfY)' (-) 보존 점수 (WcbgYfjUh]cb gWcfY)' (.) 앙상블 점수 

(YbgYaVlY aYhhcX) 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점수 체계s 

–표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s장 많이 사용하는 네 s지만 소개한다) 

기능 예측 점수는 대표적으로 LBFM s 있다) 이는 획득된 혹은 유전된 

변이로 인한 아미노산 치환이 단‘질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여 수치로 제공해 준다 (hhhd5**g]fh)jWj])cf[*)/2'/3) ILB(;E:LM 를 

통해 수집된 단‘질 서열로부터 계산된 예측 점수는 아미노산 보전 

정도에 기초하여 단‘질 기능을 예측한다) LBFM 는 + 과 ,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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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tt의 변이마다 제공해주며' +)+0 이하일 때는 단‘질 기능에 

있어서 유해한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Iclmacfdh]ga IhYbchmd]b[ j-(IclmIhYb-) 도 마찬s지로 단일 염기 

서열 변이의 손상 효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tt의 변이에 점수s 

부여된다(hhhd5**[YbYh]Wg)Vkh)hUfjUfX)YXi*ddh-*)/4) 총 3s지의 단‘질 

서열 및 . s지 단‘질 구조 정보를 통합하여 변이의 손상 점수를 

예측한다) 특히 Nb]Ifch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희귀질병을 일으키는 

변이에 대한 단‘질 기능 예측을 위해 .',00 개의 대립 유전자와 

인u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포유류 단‘질 서열을 이용하여 예측 

점수를 계산하였다)  

보존 점수(WcbgYfjUh]cb gWcfY)는 GYbca]W >jclih]cbUfm KUhY Ifcf]l]b[ 

(G>KI)를 많이 사용하며' 최대 우도 진화 속도를 추정하여 진화적으로 

제약이 있는 위치를 알아볼 때 사용하는 점수이다 

(hhhd5**aYbXYl)ghUbfcfX)YXi*L]XckEUV*XckblcUXg*[Yfd*)0+'0,) 변이s 

나타나는 위치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진화적 제약을 받는지 혹은 치환이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한 빈도를 계산하는 본 예측 기법은 .0 종의 

포유류 단‘질 서열을 이용하여 예측한다) 점수는 최대 1),3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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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점수를 z을 수 있으며 점수s 높을 수록 진화적으로 더 

보존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 이상의 점수를 z는 위치는 변이 

생성과정에서 제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표된 다수의 기능 예측 점수를 고려하여 다시 하나의 대표 

점수로 만든 것을 앙상블 점수라고 하며 아래 소개하는 점수s s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단‘질 기능을 바탕으로 변이의 영향력을 

예측해주는 점수이다) <:== 점수는 인u의 유전체에서 나타나는 단일 

염기 서열 변이 및 삽입*결실에 대하여 단‘질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까지 공개된 점수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예측해준다(hhhd5**WUXX)[g)kUgh]b[hcb)YXi*)./) 이는 지금까지 –표된 

예측 점수들은 단일 정보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거나 제한된 정보를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므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s중치를 

적용하여 예측된 점수를 만들 필요s 있었던 것이다) 자연적으로 

나타난 변이 및 지금까지 –표된 예측 점수들을 바탕으로 통합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점수를 tt의 변이에 부여한다) 따라서 단‘질의 

기능적인 범주에서 변이의 효과 및 구조까지 고려된 해당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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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인과성 혹은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우선 순위 점수로 사용될 

수 있다)  

 

).. 연o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임상환경에서 예후' 예측 및 진단에 활용하기 위한 시퀀싱 분석이 

활–히 진행되고 있다 0-) 그러나 시퀀싱 기술의 근본적인 한계s 있고 

빠른 기술–전으로 그 품질에 대한 평s는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상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시퀀싱 정보는 거짓 양성 

변이의 최소화s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퀀싱 분석에서 거짓 

양성 변이를 배제하기 위한 과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이에 대한 추s 검증은 많은 시u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시퀀싱 결과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거짓 양성 변이를 제거하는 전략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퀀싱 기계에 따른 계통오류의 

정의s 선제되어야 하며 거짓 양성 변이를 배제하기 위한 특화된 

도구의 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많은 노력으로 참양성 변이를 확보하여 현재까지 멘델의 법칙을 따르는 

희귀질환에서 병인을 찾는데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GP:L 와 YJ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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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도 흔한변이에 대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왔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직 드문 변이에 대해서는 평s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며 유의한 변이를 찾았더라도 변이의 기능 및 해석에는 여전히 

한계s 있고 개인별로 추출되는 변이의 갯수s 너무 많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의미를 지닌 

유전자 단위의 변이의 효과를 합치는 유전자 점수 방법이 다수 소개 

되었으나 유전자 점수u의 특징은 비교된 적이 없다) 따라서 서로 다른 

유전자 점수에 대하여 성능을 평s하고 분석 목적에 따라 최적화된 

유전자 점수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s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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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시퀀싱 데이터에서 높은 신뢰도의 

변이를 얻기 위한 접근법 

 

2.) 연o배h 

최근 차세대 시퀀싱 기술이 급속히 –전함에 따라 많은 양의 데이터s 

생성되고 있으며 많은 수의 변이 또한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의 –전으로 시퀀싱 데이터의 품질 안정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술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하여 시퀀싱 에러s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의성이 높은 변이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구 결과s 반복 연구에서는 재현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시퀀싱 실험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약 ,% 정도로 알려≤ 있다 

(표 0)) 현재까지 시퀀싱 방법에 대한 취약점은 많이 보고되었으나 모두 

실험과정에서의 기술적 한계에 대한 주장이 많다 ,.'0.'0/) 시퀀싱 결과에 

대한 평ss 이루어진 논문은 특정 염기서열이 반복되는 lck 

WcadlYl]hm fY[]cb 을 마스킹하여 거짓 양성 결과를 줄였다는 것이다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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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 시퀀싱 장비별 에러율 

ARGtLUrS ArOSGry KrrUrs 7rrUr rGtK (%) 

Bllia]bU LiVgh]hih]cb r +), 

Bcb McffYbh BbXYl r , 

HlfcfX GUbcdcfY =YlYh]cb / 

IUW;]c BbXYl r , 

:XUdhYX ffca GGL f]YlX [i]XY MUVlY .W' -+,/ 

 

이 연구의 목표는 미국의 식품의약국에서 승인한 Bcb Ifchcb 시퀀싱 

장비를 이용하여 추출된 변이에 대한 시퀀싱 오류를 파악하고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거짓 양성 변이를 줄이는 것이다) 실제로 F]b]kYl Yh 

Ul)에서는 재정렬이 까다로운 IKGI 에 대하여 재정렬 상태를 확인하여 

거짓 양성 변이를 걸어내고 분석을 시작하였다 01) 

 

2.2 정렬된 리드(rKGd) 판독을 위한 캡쳐 도o b발 

시퀀싱 정보를 이용하여 재정렬된 리드들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거짓 양성 변이들을 찾아낼 수 있다) 리드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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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담고 있는 ;:F 파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BbhYf[Uh]jY 

GYbca]W O]YkYf (BGO)02 를 이용하여 확인이 s능하다) 사용자 중심의 

사용하기 편한 BGO 는 하나 혹은 적은 수의 ;:F 파일을 열람하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많은 수의 ;:F 파일에 대하여 진유전체에서 

–견되는 변이 수준을 열람하는데는 한계s 있다) 고배율 리드들은 

하나의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삽입된 변이는 표현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염기서열이 삽입된 것인지' 다양한 염기서열이 삽입된 

거짓 양성인지 판단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퀀싱 데이터에서 얻은 리드들의 정렬 상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참조하기 위한 도구인 <Udhif]b[ KYUX :l][baYbhg 

(<UKY:l) 를 개–하였다) <UKY:l 은 ;:F' 인u 참조 유전체 서열 

그리고 열람하고자 하는 관심 영역을 입력으로 받는다 (그림 .)) Imhhcb 

gWf]dh 언어로 구현되었으며' 우선 사용자 ;:F 파일의 관심영역을 

L:FMcclg03 를 통해서 텍스트 기반으로 추출하여 모든 리드 정보 및 

참조유전체 서열을 배열에 저장한다) 저장된 모든 배열에 대하여 

리드의 방향' 변이의 위치' 삽입 및 결실' 리드의 배율 등을 계산하여 

좌표 x을 K gcfhkUfY 의 입력으로 만들어주면 최종적으로 K 을 

실행하여 시t화된 정렬상태를 얻게된다) 이때 사용자의 선택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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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변이 목록인 O<F 와 <UKY:l 에서 동시에 제공해주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입력으로 넣어줄 수 있다) O<F 를 입력으로 사용하며' 

최종 캡쳐에 추출된 변이 정보를 포함하여 시t화를 해주며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입력으로 넣으면 사용자 관심영역에 속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유전자 심볼을 캡쳐의 제목으로 출력해주어 어떤 유전자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있다) 

본 도구는 BGO 에 비해서 약 2 배 빠르게 스냅샷을 얻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병렬 컴퓨팅 환경을 지원하여 이보다 더 빠르게 켭쳐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고배율의 리드정보를 하나의 그림에 담을 수 있으며' 

삽입*결실 변이도 모두 표현해주므로 명확하게 거짓 양성 변이를 

파악할 수 있다(표 1)) 거짓 양성 변이의 판별은 사용자 주관이 들어v 

수 있는 부분으로 특이적인 패턴이나 유전학적 s정을 거스르는 변이의 

본포 및 정렬 알고리즘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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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리드 정렬 캡쳐 도구 작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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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UKY:l 과 BGO 의 특징 비교 

8KGturKs 5GBK3R I9F 

M]aY% 
0)-1 a]bg 

(.),1 gYW * gbUdghch) 

.4)/2 a]bg 

(-.)13 gYW * gbUdghch) 

IUfUllYl Wcadih]b[ � l 

=]gdlUm ]bgYfhYX VUgY � l 

Liddcfh fill(XYdhh � l 

%KUbXcalm gYlYWhYX ,++ hUf[Yhg (lcW]) ]b U khclY([YbcaY gYeiYbW]b[ XUhU 

k]hh /+l) 

 

결과 파일의 위쪽에는 파일 이름' 염색체 위치' 유전자 이름' 배율을 

포함한 정보s 표시된다) 상단 패널의 막대 그래프는 배율을' 아미노산 

서열의 1 s지 s능한 오픈 리딩 프레임 그리고 인u 참조 유전체 서열 

정보s 표시된다(그림 /)) 또한 사용자의 O<F 파일의 변이 정보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형 접합체의 경우 ','' 동형 접합체의 경우 '-' 이다) 

삽입의 경우'%'' 삭제의 경우 '8' 를 표현한다) 정렬된 리드는 ':'' '<'' 'G' 

그리고 pMq 네 s지 색상으로 참조 유전체 기준으로 일치하지 않는 

변이를 표현하였고 삽입은 'B' 그리고 삭제는 '='로 표시된다) 꺽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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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의 방향은 리드의 방향을 나타내며' 순방향 정렬의 경우 '9' 와 

역방향 정렬은 '7' 로 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s 입력한 목표 

위치s s운데 검은 색 사t형으로 배치되며 이미지의 마지막 줄에는 

O<F 에서 존재하는 정보s 다시 한 ’ 표현된다)  

결과적으로 해당 도구는 시퀀싱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짓 양성 

변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환자군에서 리드 정렬 상태를 

체계적으로 열람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해당 툴의사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으며 툴은 hhhd5**kkk)gbiV])cf[*gcfhkUfY*<UKY:l* 에서 

내려 받기 s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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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거짓 양성 변이 판별을 위한 리드 정렬 캡쳐 도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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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오류가 발생하u 쉬운 영역에서 진유전체 변이 신뢰도 평가 

2.3.) d짓 양성 변이를 유발하는 i통오차 프로파일 

-)- 절에서 소개한 <UKY:l 을 이용하여 진유전체 시퀀싱 분석 결과에 

대하여 거짓 양성 변이s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영역에 존재하는 변이에 

대하여 리드 정렬 상태를 파악하여 계통오차 프로파일을 얻었다)  

 

본 연o에 사용된 자료원 

(,) Bcb Ifchcb 으로 시퀀싱된 -2 명의 진유전체 

(-) 변이s 코딩 영역임을 판단하기 위한 GMF 파일 (>bgYaVl 20)  

(.) XVLGI 데이터베이스 

(/) ,DGI 와 >l:< 공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MhYfac F]ghYf 회사 장비인 Bcb Ifchcb 을 이용하여 시퀀싱 되고 

변이까지 추출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여 s장 기본이 되는 환경변수 

x을 사용하여 변이를 얻었다) 얻어진 변이로부터 매우 드문 변이는 

그림 0 와 같이 공개 유전체 데이터 베이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XVLGI 에 보고되어 있는 있는 변이 120 개의 변이를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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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 거짓 양성 변이 판별 작업 흐름도 

 

약 1 만여명의 샘플 정보로 이루어진 공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고되지 않았으나 XVLGI 에 보고되어 있는 매우 드문 120 개의 

변이에 대하여 -2 명의 샘플에서 얻은 ,3'--0 개의 캡쳐를 전문s 

- 명이서 직접 눈으로 파악하여 거짓 양성 변이를 판별하였다) 위 

과정을 두 ’을 거쳤으며 한 ’의 과정을 마친 후 두 명의 전문ss 

에러의 기준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두 ’째 과정을 마쳤다) 첫 ’째 

과정에서 얻은 <chYbqg DUddU (!) x은 +)1./1 이었으며 두 ’째 

과정에서 얻은(!) x은 +)10,. 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 x은 아래 

수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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κ =
두	명의	평s자들의	일치	확률 − 	두	명의	평s자들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

1 − 	두	명의	평s자들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
 

 

이때 -�- 분할표를 이용하여 d+(두 명의 평s자들의 일치 확률)과 

dY(두 명의 평s자들이 우연히 잋리할 확률)은 아래와 같이 구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두 ’의 판별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두 명의 전문ss 

동의한 거짓 양성 변이는 .4.(03)-%)개' 두 명의 전문s의 의견이 

엇v린 거짓 양성의 s능성이 있는 변이는 ,-1 개 그리고 참으로 

평s되는 나머지 ,01 개의 변이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0,4 개의 거짓 

양성의 s능성이 있거나 거짓 양성인  변이의 리드 정렬 상태를 

파악하여 네 s지로 정리하여 Bcb Ifchcb 장비의 특이적인 에러 

프로파일을 정의하였고 –표하였다(표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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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거짓 양성 변이의 정렬 특성에 대한 계통오차 정의 및 설명 

i통오차 설명 

L]adl]W]hm 

fY[]cb 

LYeiYbWY WUllYX ]b fY[]cbg hUj]b[ Ub ibigiUl Wcadcg]h]cb 

cf biWlYch]XYg giWh Ug G<*:M(f]Wh UbX hcac(

*WcdclmaYf gYeiYbWYg) 

LGO WlighYf Filh]dlY (hhfYY cf acfY) jUf]Ubh WUllg XYhYWhYX ]b fYlUh]jYlm 

gaUll [Ybca]W fY[]cbg (id hc 0+ Vd)) 

IYf]dhYfUl 

gYeiYbWY fYUX 

OUf]Ubh WUllg hhUh cWWif bYUf hc (k]hh]b 0 Vd) cf Y]hhYf hhY 

ghUfh cf YbX cf fYUXg) 

;UgY ]bjYfg]cb LYeiYbh]Ul WUllg cf -o. Vd XYhYWhYX k]hh K>F(:EM 

]bjYfhYX VUgYg) 

 

참조 유전체 서열의 단순 영역에서 나타는 거짓 양성 변이는 그림 1U 

와 같이 pMq의 반복 서열로 이루어≤ 있는데 주변에 p<q 변이s 잘 못 

읽히는 경우s 생겨서 거짓 양성 변이를 보고하게 된다) 비교적 좁은 

영역에서 많은 단일 염기 서열 변이를 보고하는 그림 1V 도 거짓 양성 

변이의 한 예이다) 리드의 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p<q 의 

경우에도 거짓 양성 변이로 볼 수 있다(그림 1W)) 마지막으로 pMGq s 

pGMq 로 정렬된 리드도 거짓 양성 변이를 보고한다(그림 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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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계통오차 네 s지에 대한 리드 정렬 패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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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jt 알j리즘 적용을 통한 d짓 양성 변이 배제 

-).), 절에서 얻은 0,4 개의 거짓 양성 변이에 대하여' ,)-)- 절에서 

소개한 데 노보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 -+,(.3)2%)개의 변이는 더 

이상 보고되지 않고 .,3 개의 변이만이 재추출되게 된다) 즉' -+, 개의 

거짓 양성 변이는 고급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더 정교한 변이 추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3 개의 변이는 재추출되므로 앞서 소개한 변이 프로파일을 참조하여 

알고리즘의 개량을 필요로한다)  

 

2., kb 변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증d u반 신뢰도 평가 

위와 같이 계통오류를 이해하고 추출된 변이에 대하여 리드 재정렬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y력한 품질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변이에 대하여 직접 눈으로 리드 재정렬 상태를 

확인하기란 여전히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에게서 

보고되는 변이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보다는 기 보고된 변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효율적이다) 본 과정은 전장유전체 

데이터베이스인 ,GDI' 시퀀싱 데이터의 총 집합체인 [bca:= 그리고 



 44 

멘델의 법칙을 따르는 희귀질환의 원인 유전자를 망라한 HFBF 을 

이용한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다수의 샘플에서 보고되었거나 

실험적으로 검증된 변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람수도 많고 인종군도 다양하므로 거의 

모든 변이s 보고 및 정리되어 인u의 대표 유전변이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s –견한 변이는 반드시 일반 인구집단의 대표 

데이터베이스인 ,DGI 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변이의 빈도를 통계적으로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DGI 데이터베이스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빈도s 낮은 변이s 사용자의 연구 집단에서 모두 

–견 되었다면 해당 변이는 거짓 양성의 확률이 높은 것이므로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한다) 반대로 사용자 연구 집단에서 ,+%의 빈도로 

–견된 변이s ,DGI 에서도 약 ,+%의 빈도로 보고되었다면 이는 

신뢰할만한 변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요약 

대다수의 변이는 특정 인종에서 혹은 일반인에서 공유되고 있으므로 

-)/ 절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지금까지 보고된 변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신뢰도를 평s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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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없는 매우 드문 변이의 경우 -). 절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시퀀싱 

특이적인 프로파일을 숙지하고 리드 정렬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위의 과정을 통해서 시퀀싱 실험 과정에서 –생할 수 

있는 계통오류를 최소화하여 최종적으로 신뢰도 높은 변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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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물유전체에서 시퀀싱 정보 분석을 위한 

유전자 u반 분석법 

 

3.) 연o배h 

질병과 연관이 있는 변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아미노산의 

변형' 보존 점수' 기능 점수 등 많이 접근법이 소개되어 왔으나 

유전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매우 적다) 유전자 단위의 분석은 

질병의 해석 등에 더 유리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수의 변이를 처리하는 것 보다 그 복잡도s 적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소개된 유전자 점수를 비교하고 특정 질병군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유전자를 참조하여 유전자 점수의 성능을 

파악하여 t 유전자 점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나아s 

약물유전체 분석에서 s장 성능이 좋은 유전자 점수를 이용하여 약물 

유– 표현형의 원인 혹인 연관 변이와 유전자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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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전자 점수 시스템 성능 및 특징 

본 연o에 사용된 자료원 

(,) IGL' KOBL' 그리고 G=B 유전자 점수 

(-) 표 / 에서 소개된 -0 개의 유전자 리스트 

 

3.2.) 유전자 점수 시스템의 비n 

s장많이 사용되고 있는 KOBL 와 G=B 유전자 점수와 IGL 를 비교하면 

표 3 과 같다) KOBL 는 대립형질의 빈도(UllYlY ffYeiYbWm' :F) 를 

이용하여 J,(,gh eiUfh]lY)에 해당하는 유전자는 p]bhclYfUbhq' J/(/hh 

eiUfh]lY)에 해당하는 유전자는 phclYfUbhq로 정의한다) G=B 는 

<:== 점수와 :F 를 이용하는데 분포의 이상치(cihl]Yf)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A][h 그룹으로 분류하고 ph][hlm XUaU[YXq로 정의하였다) 

IGL 는 점수체계에 따른 하위구조는 z고 있지 않다) t 유전자 점수별 

하위 구조별로 유전자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2 과 같다) KOBL 의 

phclYfUbhq 항목에 해당하는 유전자s IGL 에서 다른 군에 비해 더 

낮은 분포를 보이며 G=B 의 ph][hlm XUaU[YXq 항목에 해당하는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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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IGL 에서 더 낮은 분포를 보인다) 영(nYfc)에 s까울 수록 

pXUaU[YXq로 정의하는 IGL 와 G=B 는 방향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KOBL 는 유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확한 해석은 

어렵다)  

 

표 3 유전자 점수 시스템 비교 

CystKS CUurIK LKvKR BGTMK CuHMrUuV 

KOBL :F IcdilUh]cb S(3)-4' -4)20T 
J,5 BbhclYfUbh 

J/5 MclYfUbh 

J-(.5 chhYfg 

G=B 
<:== 

+ :F 
IcdilUh]cb S+' /-)4,T 

A][h5 h][hlm XUaU[YX 

Eck5 bc bcbgmbcbmacig 

BbhYfaYX]UhY5 chhYfg 

IGL LBFM BbX]j]XiUl S+' ,T G*: 

 

우선 KOBL 와 IGL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DYbXUllqg hUi (0) x은 

+)444 이지만 I x은 +)/44 로 유의하지는 않다) 반면 G=B 와 IGL 

점수는 0 x은 +)4+- 이며 I x은 +)++, 보다 작게 나타나 매우 

유의하다) 0 x은 아래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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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 	
부합	데이쌍의	수 − (비부합	데이터쌍의	수)

1
2 5(5 − 1)

	

 

위 통계 테스트는 K(.)+)-)에서 수행하였으며 Wcf()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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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전자 점수의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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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유전자 점수 시스템의 평가 

알려진 질병 및 표현형에 대한 유전자의 목록은 표 / 에서 -0 개의 

유전자 리스트를 최적표준으로 삼았다) 세 s지 유전자 점수에 대하여 

tt의 점수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우선 순위를 매긴 후' -0 개의 유전자 

리스트에 존재하는 구성 유전자들이 t 유전자 점수에서 상위에 

속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으로 KH<(KYWY]jYf HdYfUh]b[ <hUfUWhYf]gh]W)를 

계산하였으며(그림 3)' 최적표준 리스트에 따라서 t 유전자 점수의 

상위부터 하위까지 전체 유전자에 대하여 민w도와 특이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어떤 유전자 점수s 어떤 유전자 리스트에서 두드러지게 

상위에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IYhfcjgk] Yh Ul)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지만 IYhfcjgk] Yh Ul)에서는 KOBL 점수만을 이용하여 

HFBF 유전자에 대해서만 검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전자 범주로 늘려서 세 s지 유전자 점수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KH< x을 비교하여 보면 IGL 는 HFBF 의 다섯개의 리스트에서 

:N<(UfYU ibXYf hhY WifjY)s 모두 +)1 을 넘지 않아 좋지 않은 성능을 

보였다(그림 4)) 복잡질환 중에서는 IhUaUWc[Ybca]Wg (:N< 8 +)13) 

에서 s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그림 ,+)' 세부적으로 :=F>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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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8 +)2-) 및 IhUfaGD; OBI (:N< 8 +)1.) 에서 G=B 및 KOBL 에 

비하여 s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그림 ,,)) KOBL 는 IGL 와 G=B 에 

비하여 HFBF 의 다섯개의 리스트에서 모두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이는 기존에 –표된 논문이 재현된 것이다 .+) 민w도(gYbg]h]j]hm)와 

특이도(gdYW]f]W]hm)는 tt 아래의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N< x을 계산하였다)  

민w도 = 	
참양성

참양성 + 거짓음성
 

특이도 =
참음성

참음성 + 	거짓양성
 

 

본 연구에서 :N< 를 구하고 KH< 를 시t화하기 위해 사용한 툴은 K 

(.)+)-)이며' dKH< (hhhdg5**WfUb)f(dfcjYWh)cf[*kYV*dUWkU[Yg*dKH<* 

]bXYl)hhal)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그림 8 9전자 점수 시스템 성능 평가 방0 



 
 

 
                    그림 9 희귀질환 관련 9전자8 대한 9전자 점수 성능 비교 



 
 

 
                   그림 10 1잡질환 관련 9전자8 대한 9전자 점수 성능 비교 



 
 

 

 
                       그림 11 약물 관련 9전자8 대한 9전자 점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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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전자 단위 접근.을 이용한 약물유발 표현형과 연관있는 변이 

및 유전자 추출 

 

본 연구3 사용된 자료원 

(1) 리토드린 투여받g 폐부종을 일으킨 산모 1, 명의 진유전체 

(() 리토드린 투여받g 부작용이 없었던 산모 1( 명의 진유전체 

()) 리토드린 투여받은 후 폐부종 및 심박 o속증을 보인 부작용 

산모 11 명 (1 i d치t 산모 4 명) 

(4) 리토드린 투여받g 부작용이 없었던 산모 4, 명 

(5) 약물을 투여받지 않은 건강한 산모 -. 명 

 

우선 (1)i (()의 진유전체 데이터를 이용하여 초p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5) 자료원을 이용하여 초p 분석 ci를 검증하였다. 

또한 제 ( 장에서 소개한 ‘차세대 시퀀싱 데이터에서 s은 신뢰도의 

변이를 얻p 위한 접n법’ 여i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분석법(m림 1()와 

적용한 분석법(m림 1))의 ci를 비교하였다. 초p분석을 진행한 

1, 명의 부작용l은 리토드린을 사용한 후 폐부종 증상을 보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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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세의 산모로 )- 주 이전에 분만한 산모 14 명i )- 주 이후에 분만한 

산모 ( 명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중 1( 명에 대해서t 조p진통 혹은 

조p양막파수 진w명i 스테로이드 투여 여부에 따라서 리토드린을 

사용하였으q 부작용이 없었던 환자를 대조l으로 선별하였으며, 

q머지 4 명에 대해서t 대조l을 구할 수 없었으며 )- 주 이후에 

분만한 산모 ( 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 명 대해서t 모두 전혈 

체취하여 플라즈마를 분리하g PED blMMD CEll i bSFFy CMAR )00-400 

S9 검체로부터 3N1 를 추출하여 7ML 1KNlISEO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진유전체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퀀싱은 7ML PPMRML, ThEPKM 

5IshEP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리드t ThEPKM 5IshEP 에서 제h해주t 

TM1P (TMPPELR MANNILG 1lIGLKELR PPMGPAK) AlIGLEP 를 이용하여 

정렬하였으며 변이t 61T8 ).)19 을 이용하여 추출하였g SLN4FF 

4.1,0 을 이용하여 주석처리 하였다. 

초p 분석은 진유전체 정보를 이용하여 샘플별로 19,-(9 개의 w백질을 

만드t 코딩 유전자에 대하여 P6S 를 f산하여 유전자 w위 분석을 

수행하였g, y불어 유해한 변이에 대한 피셔검증 ci의 h유되t 

ci를 최종적으로 얻b 되었다. 제 ( 장의 여i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분석은 w백질 pu에 영향을 미칠 a으로 예측 되t 미스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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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ELsE), r센스(LMLsELsE) m리g 리드쓰루(PEADRhPMSGh) 변이 

)0,4.5 개를 선별하여 S75T m리g 2133 점수를 주석처리 하였다. 

이후에 유전자 별로 각 샘플의 P6S 를 f산하여 폐부종을 일으킨 li 

대조l에 대하여 P6S 의 분포 차이를 SRSDELR’s R-REsR 를 수행하여 

P 값이 0.01 미만인 유의한 유전자 1(- 개를 선별하였으며, 각 변위 

별로t S75T ≤ 0.05 이g 2133 0 15 인 유해하다g 예측된 변이 

9,9(0 개를 선별하여 부작용li 대조l간 AllElE CAPPIEP(12)와 LML-

CAPPIEP 에 대하여 54T 를 수행하여 P 값이 0.01 미만인 변이 ,) 개를 

추렸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얻은 ci의 교집합을 

취하면 총 )) 개의 유의한 변이가 )( 개의 유의한 유전자를 보g하였다 

(표 9). 모든 분석은 2ELROS ,.9 환e의 서버에서 PyRhML (.- 버전i > 

sMFRTAPE ).0.( 버전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그a 1( i과 c법m o용t지 gl hb유전r ef u름도 (35, SuRbLU TM IllLlL KIUUPLU1 87D, 8PsOLU’s LYIKW WLsW) 



 

s 9 i과c법m o용t지 gl 그a 1( n ef 결과 

   A9C (RLISZC6)       

9LSL  7SsLRbl NLSL ;6 W-WLsW A 53C7, N21, 5DB=, N21( CPNSPMPKISW lTKus BLM 3lW 87D A C;8D 5366 

345511 7NC9000001(1(-0 0.0000 0.)19,Z0.0( 0..,00Z0.0) KOU1,04.()4))0 5 D 0.001) 0 (,.4 

3=AK( 7NC90000019.-9, 0.0049 0.1-5(Z0.0, 0.--54Z0.59 KOU1.05,(0)0-) 9 3 0.001. 0.01 (5., 

3BM;531 7NC9000001,059) 0.0000 0.0050Z0.01 0.99,)Z0.)4 KOU11011.0.1)45 3 D 0.004( 0 ().5 

3NKB61)6 7NC9000001-(9)( 0.0000 0.0.,(Z0.0. 0.9-40Z0.54 KOU110,-0591.5 9 3 0.000- 0.0( )).0 

59TUM50 7NC9000001-905. 0.0015 0.0..5Z0.)- 0.9590Z0.15 KOU901)()-54)( 5 D 0.00(- 0 ((.) 

56)9 7NC9000001,0,54 0.00(4 0.0001Z0.)- 1.0000Z0.(, KOU11011.(()14, D 5 0.001. 0 (4.- 

5:;)=1 7NC9000001))04. 0.004) 0.0001Z0.4( 1.0000Z0.(, KOU10(0)150),5 5 3 0.000- 0 (..0 

5AN7- 7NC9000001-.--) 0.0019 0.),0(Z0.10 0.-),(Z0.)( KOU1,0.9,,)0(5 5 D 0.0005 0 ().. 

5AD( 7NC90000015-1.4 0.004, 0.19..Z0.)9 0.,.1-Z0.4- KOU105),-,401 D 9 0.009) 0 15.. 

634( 7NC90000015)0-1 0.00() 0.(4-(Z0.)4 0.9(54Z0.(9 KOU50)9).(9-1 3 9 0.000- 0 (,.5 

763B 7NC9000001)59,0 0.0000 0.0001Z0.01 1.0000Z0.01 KOU(010951)5-( D 9 0.00), 0.01 (,.5 

7A95 7NC90000015((() 0.001( 0.)51)Z0.() 0.,5).Z0.1( KOU1.04)5)4,(. 9 3 0.00), 0.01 (,.( 

7CA=1 7NC9000001)54-, 0.0001 0.(-9,Z0.09 0.--(-Z0.)0 KOU1(05),.1..) 3 D 0.0000 0.0( (4.( 

8:651 7NC9000001)-4,0 0.0000 0.(,.)Z0.05 0.9190Z0.05 KOU4015).9,1,0 5 D 0.000- 0 (4.( 

9CDM) 7NC9000001)4(0( 0.00(1 0.0001Z0.1( 1.0000Z0.-4 KOU10110(.0-51 9 3 0.000- 0 )(.0 



 

:;CD1:1D 7NC9000001.-4-5 0.0000 0.().(Z0.11 0.9(.1Z0.0- KOU,0(,10-991 9 3 0.001. 0 (5.0 

:ENK 7NC90000014(149 0.00-( 0.(9(4Z0.(9 0.911.Z0.4- KOU(10)))-11() 5 D 0.00,1 0.0) (9.1 

=3M41 7NC9000000911), 0.000, 0.0001Z0.() 1.0000Z0.40 KOU-010-5,99,0 9 3 0.001. 0.0( )4.0 

=GA6( 7NC90000019-)5) 0.00(1 0.0001Z0.(9 1.0000Z0.40 KOU.014).)(50. 5 D 0.000- 0.0( ().0 

N33=36=1 7NC9000001,.0,0 0.000. 0.)9).Z0.4. 0.91,-Z0.(9 KOU110,4.(0,95 D 9 0.0009 0.0) (4.. 

N=BA14 7NC90000015.0-- 0.0000 0.09-0Z0.01 0.951,Z0.-4 KOU110-059.-. 9 3 0.005) 0.0( (..) 

OB10:) 7NC9000001-19), 0.0000 0.0001Z0.0) 1.0000Z0.09 KOU19015.5)0.0 9 3 0.000. 0.01 ()., 

A3AA3 7NC9000001.(-5( 0.0000 0.0001Z0.05 1.0000Z0.05 KOU9011.99-45- 9 3 0.00,( 0.01 (,.1 

B9=) 7NC900000(0551- 0.000( 0.0001Z0.(5 1.0000Z0.1, KOU190115(,-,5 9 D 0.0045 0 (,.0 

B:OD( 7NC9000001409.) 0.0011 0.4549Z0.0( 0.5,.,Z0.01 KOU1,0-(())1 5 D 0.000( 0 ().. 

BDDN 7NC9000001-,((5 0.000( 0.094)Z0.05 0.....Z0.-( KOU1.0,-.,)--) 3 9 0.00,( 0.04 )1.0 

C7D4A1 7NC90000015((1- 0.001, 0.(4,1Z0.(0 0..,04Z0.44 KOU1.04(5)11.4 5 D 0.00)- 0.01 )1.0 

CA7N 7NC9000000,55(, 0.004. 0.(05.Z0.1( 0.-4,(Z0.50 KOU101,(5,4)5 9 3 0.000- 0.04 (-., 

DM5, 7NC9000001415(4 0.0001 0.(-01Z0.(4 0.90-9Z0.(1 KOU1-0-,1(19(- 9 3 0.001. 0.01 (..) 

DM7M1-,3 7NC90000000(9)) 0.00(( 0.(9.4Z0.)( 0.9100Z0.)1 KOU-01505005)4 9 3 0.00(4 0 (4.. 

F6B-( 7NC9000001,,415 0.009. 0.4(9.Z0.1) 0.4)0)Z0.05 KOU1505)99(0,4 9 3 0.001. 0.0( (-.4 

H6::51( 7NC9000001,044, 0.00(9 0.(,-5Z0.(( 0...00Z0.4, KOU901)14.)551 D 3 0.000) 0 (..) 

H6::51( 7NC9000001,044, 0.00(9 0.(,-5Z0.(( 0...00Z0.4, KOU901)14.)-41 9 3 0.009, 0.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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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여S방법을 적용한 분석 방법에서는 (1) R개 유전체 데이터 

베이스에서 발결된 변이 포함, (() 발Nh지 않은 변이는 3=:e2A 을 

이용해서 s드 정렬 상태 확인, ()) 네 가지 에러 타입에 속하지 않으면 

포함 하는 세 가지 절차r 본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추가하였다 (그림 

1)). 결S적으로 a백질 기능에 영향을 미칠 L으로 예측h는 변이 

) 만여개 중, R개유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변이가 존재하지 않으면 거짓 

양성 변이라는 가정하에 기 보고된 (-,145 유전자좌r 선별하였으며 

이는 (.4 절에서 소개된 R개유전체 데이터 베이스r 이용한 여S방법에 

속한다. 여기에서는 다수의 R개유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1659 만을 사용하였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속하지 않았e 변이 

),)40 개에 c하여 (.( 절에서 소개한 3=:e2A 도구r 이용하여 s드 

정렬 상태 캡쳐r 모l 샘플에 c하여 얻었으며 (.) 절에서 소개된 네 

가지 에러 패턴에 속하는 변이는 추후 분석에서 배제 하였고 

1,0,9 개의 변이r 참양성으로 판a하였다. 위 S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총 (.,(14 개의 변이가 본 분석에서 사용h었으며 

여S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방법에서 사용된 )0,4.5 개의 변이보다 약 

( 천여개 적은 숫자이며 이는 거짓양성 변이로 판a하여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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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분석은 앞서 그림 1( 에서 적용한 방법을 똑같이 적용하여 유전자 

a위로 95S r P±하였고, 유해한 변이r 선별하여 통P적으로 유의한 

변이r 찾았다. 결S적으로 ( 개의 유의한 변이r G는 ( 개의 유의한 

유전자r 찾았다 (표 10). 첫째는 유전자는 39T( 이고 95S 는 

부작용군에서 0.19..±0.)9 (평균±표준편차), c조군에서 

0.,.1-±0.4- 로 나타나 D-DeCD 에서 910.004,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표 11), chr105),-,401 (rC(((9(91, 910.009)) 변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 두번째 유전자는 82272471 이고 부작용군에서 

95S 가 0.)9).±0.4., c조군에서 0.91,-±0.(9 로 P±h어 D-DeCD 에서 

910.000.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chr110,4.(0,95(rC1((()9.,, 

910.0009)변이r 찾았다. 위 두 개의 변이는 아직까지 s토드t 

약물S의 연T성이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발N이며 추후에 더 많은 

수의 샘플에서 K증 S정을 거칠 L이다.  



 

 
I림 13 여과 방O을 적T한 약M유전체 P석 흐K도 (1KGP, D;e 1000 GenAmeC PrAjecD; (), nEmber Af allele carrier; ,E3, 

,iC;erGC eFacD DeCD; gnAm(D, genAme aggregaDiAn daDabaCe; 10I0, 1nline 0endelian In;eriDance in 0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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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여g방법을 적용하여 얻은 유의한 유전자 

 P9S (NeEO±S6)  

9eOe 54S7, N3). 5CAL, N3)2 S%SeRS P 

5PC2 (.)100 ± (.31 (..0)/ ± (.,/ (.((,. 

N44L46L) (.3130 ± (.,0 (.1)./ ± (.21 (.(((0 

 

표 )) 5PC2 에서 유의하게 찾은 변이의 통d 검정 결g 

rR222121) 5ErrLer NPO%FErrLer CPSEM 

54S7 )) - ). 

5CAL 2 )( )2 

CPSEM )3 )- 20 

8LRKer’R P2(.((13, OA2 ))()./2%.1./) 

표 )2 N44L46L) 에서 유의하게 찾은 변이의 통d 검정 결g 

rR)222310. 5ErrLer NPO%FErrLer CPSEM 

54S7 )( . ). 

5CAL ( )2 )2 

CPSEM )( )0 20 

8LRKer’R P2(.(((1, OA2 :OI (N4%:OI) 

 

앞서 그림 )2 에서 얻은 결g 중, 그림 )3 에서 얻은 결gr 포함되어 

있지만 거짓양성을 변이와 유전자를 상당수 포함하e 있t (그림 ),). 

예를 들면, 그림 )- 와 같이 FKr)02-.2(3(/3%-.2(3(/, 위치에서 

2 개의 SND 가 보e되었t. )K9P 에 의하면 FKr)02-.2(3(/3 변이r 

2,(-, 명 중에서, 74S 2 명에서만 보e된 매우 드문 변이이t. 인접한 

변이인 FKr)02-.2(3(/, 의 c우, 48 가 (.33 인 SNP 이t.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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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상태를 보면 위 두 개의 변이를 모두 갖e 있te 보m 어려울 

뿐만 아s라 리드 정렬방법에 따라서 드문 혹은 흔한 변이가 

보e되었te 할 수 있t. 또한 그림 ). 처럼 네 가지 에러 패턴 중 

하n인 VSND FMTRSer’에 속하r 변이가 n타oe ). 명 중 

)2 명(/-%)에서 동형접합체로 보e 되었으며, )K9P 에서 48 (.)2 로 

발a된 SNP 이t. 하지만, 2,-(, 명 중에서 74S 에서r 전혀 발a되지 

않은 변이이t. 위와 같이 거짓 양성 변이를 최소화하m 위한 여g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결g에서r 유의한 결g를 찾았te 하더라도 

f개유전체 데이터 베이스에서 보e된 변이의 48 와r 큰 차이를 

보이며 리드 정렬 상태도 매우 의심스러운 패턴을 보인t. 모든 통d 

검정은 A(3.(.2)에서 수행하였으며 유전자 u위의 S%SeRS r S.SeRS()와 

변위 u위의 87C r ILRKer.SeRS()를 이용하였t. 

 

그림 ), 여g방법을 미/적용한 결g의 비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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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LPK2 에서 보e된 변이의 리드 정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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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7SPL) 에서 보e된 변이의 리드 정렬 상태 

 

5PC2 에서 찾은 rR222121) 의 c우 이미 뇌병증g 연h이 있te 

O=:= 에서 보e되어 있을 뿐만 아s라 해당 변이를 갖게되면 

5PC 효소 활동이 /(%로 줄어든tr 보e가 있t .). 아직 리토드린 

약물g의 상hhd를 밝혀지지 않은 매우 중요한 결g로 우리r 더 

많은 수의 샘플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플±이t임(8MTLGLgN) 

방법으로 검증하였t. 부작용군 및 대조군을 합하여 )3- 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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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으며, 부작용군 )) 명 중에r 초m 분석에 사용된 폐부종 환자 

, 명이 포함되어 있e n머지 / 명은 폐울혈, 심박l속증g 같은 t른 

부작용을 보인 산모들이t. 약물을 사용하였으n 부작용이 없었던 

,. 명g 건강한 산모 /0 명은 초m 진유전체 분석에서 사용하지 않은 

샘플이t. 플±이t임 결gr 부작용군g 대조군에 대하여 대립형질 

빈도를 이용한 8LRKer’R P3(.(,, 로 n타o으며, 유전좌형을 

우성대립인자로 가정하면 8LRKer’R P3(.(2(, 54CC 를 통해서도 

P3(.(2- 의 유의성을 보였t(표 )3). 뿐만 아s라 부작용군을 건강한 

산모군g 비i하여도 대립형질 빈도를 이용한 8LRKer’R P3(.(2- 로 

n타o으며, 유전좌형을 우성대립인자로 가정하면 8LRKer’R P3(.(,-, 

54CC 를 통해서도 P3(.()( 의 유의성을 보였t. 모든 통d검정은 

A(3.(.2)를 이용하였t.



 

 

 

표 1) rs(((9(91 변이 통계 플루이C임 검H 결과 

)rou9s 

A55e5ic (requency )enoty9e (dominant mode5)  

T ) (isher’s P 
OR 

(%5% CI) 
TT T) )) (isher’s P 

OR 

(%5% CI) 
CATT P 

14s5, 3011 1) 9 0.044 ).054 

(1.1(–..)0) 

) - 1 0.0(0 5.511 

(1.(.–()..) 

0.0(5 

198tr97, 304, -5 1- )1 1) ( 

14s5, 3011 1) 9 0.0(5 ).0)( ) - 1 0.045 4.-,( 0.010 

2547t6=, 30-. 1(- (9  (1.1.--.--) 50 (- 1  (1.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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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요약 

본 분석을 통해서 세 m지 유전자 점수 중, EGH m 약물 관련 유전자의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m장 두드러지는 성능을 보여 약물유전체 분석에 

m장 유리하다는 z론을 얻었다' 실제로 EGH 를 이용하여 약물 유발 

부작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부작용군과 대조군 분석에서 유의한 

유전자를 찾았다' 또한 유전자에 존재하는 변이에 대하여 샘플의 수m 

더 큰 외부코호트에서 t증하여 여전히 높은 유의성을 보이는 u을 

확인하였다' z론적으로 EGH 의 유용성을 입증하였을뿐만 아니라 

GKIH 는 멘델의 법칙을 따르는 희귀질환과 연관이 있는 유전자의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적합한 u으로 보아, 서로 다른 유전자 점수는 그 

목적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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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세대 시퀀싱 분석을 통해서 얻은 변이 정보에 대하여 

s’ 양성 변이를 판별하여 계통오류를 정의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높은 신뢰도를 p는 변이를 확보하여 유전자 점수 기법을 이용한 

약물유전체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근에서야 시퀀싱 정보의 오류를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시퀀싱 실험 방법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는 다수 있었지만 해당 문제점이 시퀀싱 z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m한 보고는 매우 드물며, Ion Eaocon 기계에서 발생하는 

계통오류를 파악한 u은 처음이다' 계통오류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변이 

추출 알고리즘을 더욱 정교하v 구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변이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추출되므로 ”조유전체의 특징 및 발y된 

대립형질의 빈도 등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무엇보다도 시퀀싱 

정보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s’ 양성 변이를 판별하는 과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들이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추후에 다른 실험 기법을 이용하여 t증을 하v 되므로 많은 시o 및 

비용이 요구된다' 또한 시퀀싱 정보의 재사용은 실험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추출된 변이에 대한 평m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매우 적합한 방법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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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싱 기술에 따라 계통오류m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계통오류m 고려된 고도화된 변이 추출 

알고르즘의 r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렬이 어려운 유전체 영역을 

정의하고 정확한 변이 추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양성 변이를 확보한 후 분석을 진행 하더라도 샘플의 수에 따라서 

급x히 늘어나는 전체 변이의 수는 하나의 정형화된 분석 방법을 

적용하기 매우 어려울뿐만 아니라 연구자에v 큰 장애물이다' 따라서 

무수히 많은 변이를 적절히 변형하여 의미있는 단위로 합칠 필요m 

있으며,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인 의미를 지닌 유전자 단위로 다수의 

변이에 대한 평m 방법 및 주석 정보를 합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다수의 유전자 점수법이 소r /+ 되었고 본 연구에서 다양한 질병의 

관점에서 적합한 점수를 비교 t증하였다' 또한 약물유전체 분석에 

최적화된 유전자 점수를 실제 약물유전체 분석에 적용하여 

약물부작용과 연관이 있는 유의한 변이 및 유전자를 찾을 수 있었으며 

더 많은 수의 샘플에서도 재t증되는 z과를 얻었다' 유전자 점수의 

비교 과정을 통해서 멘델의 법칙을 따르는 희귀질환 유전자의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좋은 성능을 보인 유전자 점수도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맞v 희귀질환, 드문질환 혹은 약물유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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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필요한 유전자 점수를 적절히 선택하여 활용하는 u이 

필요하다' 반대로 새로운 질병에 대한 정보m 부족하면 다수의 유전자 

점수를 적용해보고 질병의 특징을 유추해보는 u도 m능하다' 

마지막으로 질병의 범주를 고려한 유전자 점수의 적절한 활용뿐만 

아니라 질병과의 연관성이 알려진 유전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점자 

점수의 보정 및 발전도 요구된다' 

제 + 장에서 소r한 s’양성 변이를 제s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약물유전체 분석과 여과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분석 z과를 비교한 

제 , 장의 연구 z과를 보면 매우 흥미롭다' 약 + 천여r의 유전 변이m 

s’양성으로 판별되어 배제된 분석 z과는 전체를 이용한 연구 z과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s’ 양성 변이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u을 

확인하였다' 리드 정렬 상태를 확인하여 해당 변이들은 s’양성 

변이로 판별된 u이었으며 그 수m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과과정을 포함하는 분석이 더 s’ 양성 변이의 수m 명확히 적어 더 

정확한 z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해당 변이m 더 큰 수의 샘플에서 

재t증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은 약물유전체뿐만 아니라 

임상유전체 분석에서도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동화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 수 있으므로 시o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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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고도화된 변이 추출 알고리즘 및 s’ 양성 변이를 배제시키는 

자동화 과정의 r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소r된 유전자 점수법은 단일염기서열에 대해서만 다룬다' 

그러나 삽입(z실뿐만 아니라 복제수 변이 등 다수의 유전변이m 

발굴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에 대해서 유전자 단위 혹은 특정 

단위로 해당 변이의 정보를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무하다' 

무엇보다도 이들 변이는 인구 집단적으로는 매우 취합하기 어려운 

구조를 p고 있어 높은 밀도를 보이는 단일염기서열보다 다루기 

까다롭다' 따라서 유전체 관점에서 여러종류의 유전변이를 합치는 

방법론의 r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r인별 혹은 집단적인 유전자 

혹은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화된 점수를 얻어 질병 및 

표현형과의 직(o접적인 연관성을 알아내는 연구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유전체 분석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유전자 및 변이 

단위의 분석 방법을 수행하였으나 희귀질환 및 드문질환에 대해서도 

s시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nn의 비교m 필요하다' 이는 아직까지도 

질환별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분석법에 대한 정리m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질환별로 취해야 하는 전략이 매우 다름을 의미한다' 

z론적으로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는 유전체 분석은 추출된 전체 

변이로부터 s’ 양성 변이를 판별하여 배제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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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임상환경에서 요구하는 품질의 시퀀싱 z과로 

예측, 예후 및 진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약물유전체뿐만 

아니라 의료유전체 분석 전반적으로 유전자 점수와 q은 발전된 

분석법을 적용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범주 및 연구자의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석법을 선택해야 하w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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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oldcXon' HRXTnRT' +)),4,)+(./.+)3110/-1100' 

SoX31)'11+/(bRXTnRT',)+'./.+'110/P' 

1' 1))) GTnomTb EaoYTRc 8onboacXdm, 6QTRPbXb GG, 6lcbWdlTa 9, Tc 

Pl' 6 mPp oU WdmPn VTnomT ePaXPcXon Uaom popdlPcXon-bRPlT 

bTqdTnRXnV' CPcdaT' +)1)4-/0(0,12)31)/1-1)0,' 

SoX31)'1),1(nPcdaT)2.,-' 



 79 

2' 8onboacXdm I1GE, IWT 1))) GTnomTb 8onboacXdm EPacXRXpPncb 

PaT PaaPnVTS Qh paoYTRc aolT I7I66;6LI:;EI6EA6I, PdcWoa 8, 

Tc Pl' 6n XncTVaPcTS mPp oU VTnTcXR ePaXPcXon Uaom 1,)2+ WdmPn 

VTnomTb' CPcdaT' +)1+4-2)(0-++)3./-/.' 

SoX31)'1),1(nPcdaT11/,+' 

1)' 6dcon 6, 6QTRPbXb GG, 6lcbWdlTa 9B, Tc Pl' 6 VloQPl aTUTaTnRT 

Uoa WdmPn VTnTcXR ePaXPcXon' CPcdaT' +)1.4.+/(0.01)3/1-0-' 

SoX31)'1),1(nPcdaT1.,2,' 

11' 6bWlTh :6, 7dccT 6J, LWTTlTa BI, Tc Pl' 8lXnXRPl PbbTbbmTnc 

XnRoapoaPcXnV P pTabonPl VTnomT' APnRTc' 

+)1)4,0.(20+.)31.+.-1.,.' SoX31)'1)1/(H)1-)-

/0,/(1))/)-.+-0' 

1+' BPnolXo I6, 8ollXnb ;H, 8og CJ, Tc Pl' ;XnSXnV cWT mXbbXnV 

WTaXcPQXlXch oU RomplTg SXbTPbTb' CPcdaT' +))24-/1(0+/.)30-0-

0.,' SoX31)'1),1(nPcdaT)1-2-' 

1,' Gobb BG, Gdbb 8, 8obcTllo B, Tc Pl' 8WPaPRcTaXiXnV PnS 

mTPbdaXnV QXPb Xn bTqdTnRT SPcP' GTnomT 7Xol' +)1,41-(.)3G.1' 

SoX31)'111/(VQ-+)1,-1--.-a.1' 

1-' 7TnclTh 9G, 7PlPbdQaPmPnXPn H, HfTaSlof =E, Tc Pl' 6RRdaPcT 

fWolT WdmPn VTnomT bTqdTnRXnV dbXnV aTeTabXQlT cTamXnPcoa 

RWTmXbcah' CPcdaT' +))14-./(0+11)3.,-.2' 

SoX31)'1),1(nPcdaT)0.10' 

1.' 9amPnPR G, HpPaZb 67, 8Pllof BJ, Tc Pl' =dmPn VTnomT 

bTqdTnRXnV dbXnV dnRWPXnTS QPbT aTPSb on bTlU-PbbTmQlXnV 9C6 

nPnoPaaPhb' HRXTnRT' +)1)4,+0(.2/1)301-11' 

SoX31)'11+/(bRXTnRT'1111-21' 

1/' ;dllTa 8L, BXSSTnSoaU AG, 7TnnTa H6, Tc Pl' IWT RWPllTnVTb oU 

bTqdTnRXnV Qh bhncWTbXb' CPcdaT 7XocTRWnoloVh' 

+))24+0(11)31)1,-1)+,' SoX31)'1),1(nQc'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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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ooSfXn H, BREWTabon J9, BR8omQXT LG' 8omXnV oU PVT3 cTn 

hTPab oU nTgc-VTnTaPcXon bTqdTnRXnV cTRWnoloVXTb' CPcdaT 

EdQlXbWXnV Gaodp' +)1/410(/)3,,,-,.1' 

SoX31)'1),1(naV'+)1/'-2' 

11' BPR6acWda 9G, BPnolXo I6, 9XmmoRZ 9E, Tc Pl' GdXSTlXnTb Uoa 

XneTbcXVPcXnV RPdbPlXch oU bTqdTnRT ePaXPncb Xn WdmPn SXbTPbT' 

CPcdaT' +)1-4.)1(0-20)3-/2--0/' SoX31)'1),1(nPcdaT1,1+0' 

12' BRKTnnP 6, =PnnP B, 7PnZb :, Tc Pl' IWT GTnomT 6nPlhbXb 

IoolZXc3 P BPpGTSdRT UaPmTfoaZ Uoa PnPlhiXnV nTgc-VTnTaPcXon 

9C6 bTqdTnRXnV SPcP' GTnomT GTb' +)1)4+)(2)31+20-1,),' 

SoX31)'11)1(Va'1)0.+-'11)' 

+)' KXm H, HRWTUUlTa K, =PlpTan 6A, Tc Pl' HcaTlZP+3 ;Pbc PnS 

PRRdaPcT ePaXPnc RPllXnV Uoa RlXnXRPl bTqdTnRXnV PpplXRPcXonb' 

QXoGgXe' +)10' SoX31)'11)1(12+10+' 

+1' JXVWlh 6, =PmfXTW 6, DVQonnPhP ;8' DpcXmXiPcXon oU bTqdTnRT 

PlXVnmTnc Uoa bXmplT bTqdTnRT aTpTPc aTVXonb' 7B8 GTb CocTb' 

+)114-(1)3+,2' SoX31)'111/(10./-).))---+,2' 

++' =fPnV H, KXm :, ATT I, BPaRoccT :B' HhbcTmPcXR RompPaXbon oU 

ePaXPnc RPllXnV pXpTlXnTb dbXnV VolS bcPnSPaS pTabonPl TgomT 

ePaXPncb' CPcdaT EdQlXbWXnV Gaodp' +)1.4.31-1' 

SoX31)'1),1(baTp1010.' 

+,' GXQbon G' GPaT PnS Rommon ePaXPncb3 cfTnch PaVdmTncb' 

CPcdaT EdQlXbWXnV Gaodp' +)1+41,(+)31,.-1-.' 

SoX31)'1),1(naV,111' 

+-' 8XadllX :I, GolSbcTXn 97' JnRoeTaXnV cWT aolTb oU aPaT ePaXPncb Xn 

Rommon SXbTPbT cWaodVW fWolT-VTnomT bTqdTnRXnV' CPcdaT 

EdQlXbWXnV Gaodp' +)1)411(/)3-1.--+.' SoX31)'1),1(naV+002' 

+.' BPSbTn 7:, 7aofnXnV HG' 6 VaodpfXbT PbboRXPcXon cTbc Uoa a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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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PcXonb dbXnV P fTXVWcTS bdm bcPcXbcXR' HRWoaZ CJ, TS' EAoH 

GTnTc' +))24.(+)3T1))),1-' SoX31)'1,01(YodanPl'pVTn'1))),1-' 

+/' 7PlSXnV 9J' 6 cdcoaXPl on bcPcXbcXRPl mTcWoSb Uoa popdlPcXon 

PbboRXPcXon bcdSXTb' CPcdaT aTeXTfb GTnTcXRb' +))/40(1))3011-

021' SoX31)'1),1(naV121/' 

+0' Ld B8, ATT H, 8PX I, AX N, 7oTWnZT B, AXn M' GPaT-ePaXPnc 

PbboRXPcXon cTbcXnV Uoa bTqdTnRXnV SPcP fXcW cWT bTqdTnRT ZTanTl 

PbboRXPcXon cTbc' 6m J =dm GTnTc' +)11412(1)31+-2,' 

SoX31)'1)1/(Y'PYWV'+)11').')+2' 

+1' ATT H, 6QTRPbXb GG, 7oTWnZT B, AXn M' GPaT-ePaXPnc 

PbboRXPcXon PnPlhbXb3 bcdSh STbXVnb PnS bcPcXbcXRPl cTbcb' 6m J 

=dm GTnTc' +)1-42.(1)3.-+,' SoX31)'1)1/(Y'PYWV'+)1-')/'))2' 

+2' BodcbXPnPb A, 6VPafPlP K, ;dRWbQTaVTa 8, Tc Pl' IWT pofTa oU 

VTnT-QPbTS aPaT ePaXPnc mTcWoSb co STcTRc SXbTPbT-PbboRXPcTS 

ePaXPcXon PnS cTbc WhpocWTbTb PQodc RomplTg SXbTPbT' GXpPccX H, 

TS' EAoH GTnTc' +)1.411(-)3T1)).1/.' 

SoX31)'1,01(YodanPl'pVTn'1)).1/.' 

,)' ETcaoebZX H, LPnV F, =TXniTn :A, 6llTn 6H, GolSbcTXn 97' 

GTnXR XncolTaPnRT co UdnRcXonPl ePaXPcXon PnS cWT XncTapaTcPcXon 

oU pTabonPl VTnomTb' LXllXPmb HB, TS' EAoH GTnTc' 

+)1,42(1)3T1)),0)2' SoX31)'1,01(YodanPl'pVTn'1)),0)2' 

,1' HPmoRWP K:, GoQXnbon :7, HPnSTab HJ, Tc Pl' 6 UaPmTfoaZ Uoa 

cWT XncTapaTcPcXon oU ST noeo mdcPcXon Xn WdmPn SXbTPbT' CPc 

GTnTc' +)1-4-/(2)32---2.)' SoX31)'1),1(nV',).)' 

,+' AX 6=, BoaaXbon 68, KoePa 8, Tc Pl' 6nPlhbXb oU lobb-oU-

UdnRcXon ePaXPncb PnS +) aXbZ UPRcoa pWTnochpTb Xn 1,..- 

XnSXeXSdPlb XSTncXUXTb loRX XnUldTnRXnV RWaonXR SXbTPbT' CPc GTnTc' 

+)1.4-0(/)3/-)-/-+' SoX31)'1),1(n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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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Pn N, HWPnV A, 7oXbbon 7, Tc Pl' IWT WdmPn VTnT SPmPVT XnSTg 

Pb P VTnT-lTeTl PppaoPRW co paXoaXcXiXnV TgomT ePaXPncb' EaoR 

CPcl 6RPS HRX JH6' +)1.411+(--)31,/1.-1,/+)' 

SoX31)'1)0,(pnPb'1.11/-/11+' 

,-' KXaRWTa B, LXccTn 9B, JPXn E, D'GoPZ 7J, 8oopTa GB, 

HWTnSdaT J' 6 VTnTaPl UaPmTfoaZ Uoa TbcXmPcXnV cWT aTlPcXeT 

pPcWoVTnXRXch oU WdmPn VTnTcXR ePaXPncb' CPc GTnTc' 

+)1-4-/(,)3,1)-,1.' SoX31)'1),1(nV'+12+' 

,.' ETcaoebZX H, Gdbbof 67, LPnV F, Tc Pl' IWT IncolTaPnRT oU 

GTVdlPcoah HTqdTnRT co GTnTcXR KPaXPcXon EaTSXRcb GTnT 9obPVT 

HTnbXcXeXch' 8ocbPpPb 8, TS' EAoH GTnTc' +)1.411(2)3T1)).-2+' 

SoX31)'1,01(YodanPl'pVTn'1)).-2+' 

,/' Gdbbof 67, ETcaoebZX H, LPnV F, 6llTn 6H, GolSbcTXn 97' IWT 

XncolTaPnRT co UdnRcXonPl VTnTcXR ePaXPcXon oU paocTXn SomPXnb 

paTSXRcb cWT loRPlXiPcXon oU pPcWoVTnXR mdcPcXonb fXcWXn VTnTb' 

GTnomT 7Xol' +)1/410(1)32' SoX31)'111/(b1,).2-)1/-)1/2--' 

,0' Nd 8, 7PdnT 7I, AXRXnXo J, LonV B-A' HXnVlT-ndRlTocXST 

ePaXPnc paopoacXon Xn VTnTb3 P nTf RonRTpc co TgploaT mPYoa 

STpaTbbXon QPbTS on 9C6 bTqdTnRXnV SPcP' J =dm GTnTc' 

+)104/+(.)3.00-.1)' SoX31)'1),1(YWV'+)10'+' 

,1' JTlXTa G, HTmplT JI, GPaRXP-KTaSdVo G, ATWnTa 7' EaTSXRcXnV 

pWTnochpXR ePaXPcXon Xn hTPbc Uaom XnSXeXSdPl VTnomT bTqdTnRTb' 

CPc GTnTc' +)114-,(1+)31+0)-1+0-' SoX31)'1),1(nV'1))0' 

,2' ATT K=, 7PXZ HN, ATT HN, EPaZ 8=, EPaZ EJ, KXm J=' GTnomT 

HTqdTnRT KPaXPQXlXch EaTSXRcb 9adV EaTRPdcXonb PnS LXcWSaPfPlb 

Uaom cWT BPaZTc' NPnV J-B, TS' EAoH DC:' 

+)1/411(2)3T)1/+1,.' SoX31)'1,01(YodanPl'ponT')1/+1,.' 

-)' ATZ B, KPaRiTfbZX KJ, BXnXZTl :K, Tc Pl' 6nPlhbXb oU paocTXn-

RoSXnV VTnTcXR ePaXPcXon Xn /),0)/ WdmPnb' CPc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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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3+1.-+21' SoX31)'1),1(nPcdaT12).0' 

-1' 6mQTaVTa JH, 7oRRWXnX 86, HRWXTccTRPccT ;, HRocc 6;, =PmobW 6' 

DBIB'oaV3 DnlXnT BTnSTlXPn InWTaXcPnRT Xn BPn (DBIB®), 

Pn onlXnT RPcPloV oU WdmPn VTnTb PnS VTnTcXR SXboaSTab' CdRlTXR 

6RXSb GTb' +)1.4-,(9PcPQPbT XbbdT)39012-9021' 

SoX31)'1)2,(nPa(VZd1+).' 

-+' =TfTcc B, DlXeTa 9:, GdQXn 9A, Tc Pl' EWPamGK73 cWT 

EWPamPRoVTnTcXRb KnoflTSVT 7PbT' CdRlTXR 6RXSb GTb' 

+))+4,)(1)31/,-1/.' 

-,' KlTXn I:, 6lcmPn G7' EWPamGK73 cWT pWPamPRoVTnTcXRb PnS 

pWPamPRoVTnomXRb ZnoflTSVT QPbT' EWPamPRoVTnomXRb J' 

+))-4-(1)31-1' SoX31)'1),1(bY'cpY'/.))+,)' 

--' LXbWPac 9H, Knog 8, Gdo 68, Tc Pl' 9adV7PnZ3 P 

RompaTWTnbXeT aTbodaRT Uoa Xn bXlXRo SadV SXbRoeTah PnS 

TgploaPcXon' CdRlTXR 6RXSb GTb' +))/4,-(9PcPQPbT XbbdT)39//1-

9/0+' SoX31)'1)2,(nPa(VZY)/0' 

-.' LXbWPac 9H, Knog 8, Gdo 68, Tc Pl' 9adV7PnZ3 P 

ZnoflTSVTQPbT Uoa SadVb, SadV PRcXonb PnS SadV cPaVTcb' CdRlTXR 

6RXSb GTb' +))14,/(9PcPQPbT XbbdT)392)1-92)/' 

SoX31)'1)2,(nPa(VZm2.1' 

-/' Knog 8, APf K, JTfXbon I, Tc Pl' 9adV7PnZ ,')3 P 

RompaTWTnbXeT aTbodaRT Uoa komXRbl aTbTPaRW on SadVb' CdRlTXR 

6RXSb GTb' +)114,2(9PcPQPbT XbbdT)391),.-91)-1' 

SoX31)'1)2,(nPa(VZq11+/' 

-0' CV E8, =TnXZoUU H' HI;I3 EaTSXRcXnV PmXno PRXS RWPnVTb cWPc 

PUUTRc paocTXn UdnRcXon' CdRlTXR 6RXSb GTb' +)),4,1(1,)3,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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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dmPa E, =TnXZoUU H, CV E8' EaTSXRcXnV cWT TUUTRcb oU RoSXnV 

non-bhnonhmodb ePaXPncb on paocTXn UdnRcXon dbXnV cWT HI;I 

PlVoaXcWm' CPcdaT EaocoRolb' +))24-(1)31)0,-1)11' 

SoX31)'1),1(npaoc'+))2'1/' 

-2' 6SiWdQTX I6, HRWmXSc H, ETbWZXn A, Tc Pl' 6 mTcWoS PnS bTaeTa 

Uoa paTSXRcXnV SPmPVXnV mXbbTnbT mdcPcXonb' CPcdaT EdQlXbWXnV 

Gaodp' +)1)40(-)3+-1-+-2' SoX31)'1),1(nmTcW)-1)-+-1' 

.)' 8oopTa GB, HconT :6, 6bXmTnob G, Tc Pl' 9XbcaXQdcXon PnS 

XncTnbXch oU RonbcaPXnc Xn mPmmPlXPn VTnomXR bTqdTnRT' GTnomT 

GTb' +)).41.(0)32)1-21,' SoX31)'11)1(Va',.00-).' 

.1' 9PehSoe :K, GooST 9A, HXaocP B, 8oopTa GB, HXSof 6, 

7PcioVlod H' ISTncXUhXnV P WXVW UaPRcXon oU cWT WdmPn VTnomT co 

QT dnSTa bTlTRcXeT RonbcaPXnc dbXnV G:GE++' LPbbTamPn LL, 

TS' EAoH 8ompdc 7Xol' +)1)4/(1+)3T1))1)+.' 

SoX31)'1,01(YodanPl'pRQX'1))1)+.' 

.+' ETcTabon I6, 9odVWch :, KPnn BG' IofPaSb EaTRXbXon 

BTSXRXnT3 6SePnRTb Xn 8ompdcPcXonPl 6ppaoPRWTb Uoa cWT 

6nPlhbXb oU =dmPn KPaXPncb' JodanPl oU BolTRdlPa 7XoloVh' 

+)1,4-+.(+1)3-)-0--)/,' SoX31)'1)1/(Y'YmQ'+)1,')1'))1' 

.,' HRWXamTa B, 9'6moaT G, IYPi JO, =Pll C, FdXnRT 8' IlldmXnP 

Taaoa paoUXlTb3 aTboleXnV UXnT-bRPlT ePaXPcXon Xn mTcPVTnomXR 

bTqdTnRXnV SPcP' 7B8 7XoXnUoamPcXRb' +)1/410(1)31+.' 

SoX31)'111/(b1+1.2-)1/-)20/-h' 

.-' FdPXl B, HmXcW B:, 8odplPnS E, Tc Pl' 6 cPlT oU cWaTT nTgc 

VTnTaPcXon bTqdTnRXnV plPcUoamb3 RompPaXbon oU Ion coaaTnc, 

pPRXUXR QXobRXTnRTb PnS XlldmXnP BXHTq bTqdTnRTab' 7B8 

GTnomXRb' +)1+41,(1)3,-1' SoX31)'111/(1-01-+1/--1,-,-1' 

..' ;aXcW B8' GTnclT mPbZXnV oU lof-RomplTgXch bTqdTnR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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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paoeTb WomoloVh bTPaRW' BPaXño-GPmíaTi A, TS' EAoH DC:' 

+)114/(1+)3T+1112' SoX31)'1,01(YodanPl'ponT'))+1112' 

./' BXnXZTl :K, KPllPQW HB, ATZ B, Tc Pl' FdPncXUhXnV paXon SXbTPbT 

pTnTcaPnRT dbXnV lPaVT popdlPcXon Roncaol RoWoacb' HRXTnRT 

IaPnblPcXonPl BTSXRXnT' +)1/41(,++)3,++aP2-,++aP2' 

SoX31)'11+/(bRXcaPnblmTS'PPS.1/2' 

.0' IWoaePlSbSóccXa =, GoQXnbon JI, BTbXaoe JE' IncTVaPcXeT 

GTnomXRb KXTfTa (IGK)3 WXVW-pTaUoamPnRT VTnomXRb SPcP 

eXbdPlXiPcXon PnS TgploaPcXon' 7aXTU 7XoXnUoamPcXRb' 

+)1,41-(+)3101-12+' SoX31)'1)2,(QXQ(QQb)10' 

.1' AX =, =PnSbPZTa 7, LhboZTa 6, Tc Pl' IWT HTqdTnRT 

6lXVnmTnc(BPp UoamPc PnS H6Bcoolb' 7XoXnUoamPcXRb' 

+))24+.(1/)3+)01-+)02' SoX31)'1)2,(QXoXnUoamPcXRb(Qcp,.+' 

.2' HTo =, EPaZ N, BXn 7J, HTo B:, KXm J=' :ePldPcXon oU TgomT 

ePaXPncb dbXnV cWT Ion Eaocon ElPcUoam co bTqdTnRT Taaoa-paonT 

aTVXonb' 7PnSPpPllX DG, TS' EAoH DC:' +)1041+(0)3T)111,)-' 

SoX31)'1,01(YodanPl'ponT')111,)-' 

/)' 8XnVolPnX E, ElPccb 6, LPnV AA, Tc Pl' 6 paoVaPm Uoa PnnocPcXnV 

PnS paTSXRcXnV cWT TUUTRcb oU bXnVlT ndRlTocXST polhmoapWXbmb, 

Hnp:UU3 HCEb Xn cWT VTnomT oU 9aobopWXlP mTlPnoVPbcTa bcaPXn 

f11114 Xbo-+4 Xbo-,' ;lh (6dbcXn)' +)1+4/(+)31)-2+' 

SoX31)'-1/1(Ulh'12/2.' 

/1' 8WTn N, BXidVdRWX =, NPo 9, Tc Pl' IWTamolPQXlT pWTnochpT oU 

RPanXcXnT pPlmXcohlcaPnbUTaPbT II ePaXPcXonb Pb P paTSXbpobXnV 

UPRcoa Uoa XnUldTniP-PbboRXPcTS TnRTpWPlopPcWh' ;:7H ATcc' 

+)).4.02(1))3+)-)-+)--' SoX31)'1)1/(Y'UTQblTc'+)).')+').)' 

/+' 8XadllX :I' IWT InRaTPbXnV ImpoacPnRT oU GTnT-7PbTS 6nPlhbTb' 



 86 

GXQbon G, TS' EAoH GTnTc' +)1/41+(-)3T1)).1.+' 

SoX31)'1,01(YodanPl'pVT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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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A 사 C 

1KGE3 IWT 1))) GTnomTb EaoYTRc 

63 PSTnobXnT 

683 PllTlT RPaaXTa 

69B:3 PQboapcXon, SXbcaXQdcXon, mTcPQolXbm PnS TgRaTcXon 

6;3 PllTlT UaTqdTnRh 

6J83 PaTP dnSTa cWT RdaeT 

76B3 QXnPah PlXVnmTnc(mPp 

83 RhcobXnT 

86993 8omQXnTS 6nnocPcXon 9TpTnSTnc 9TplTcXon 

8PGT6l3 8PpcdaXnV GTPS 6lXVnmTncb 

86II3 8oRWaPn-6amXcPVT caTnS cTbc 

8I3 RonUXSTnRT XncTaePl 

8CK3 Roph ndmQTa ePaXPcXon 

8EI83 8lXnXRPl EWPamPRoVTnTcXRb ImplTmTncPcXon 8onboacXdm 

8cal3 Roncaol 

TFIATgpaTbbXon qdPncXcPcXeT caPXc loRX 

:g683 :gomT 6VVaTVPcXon 8onboacXdm 

;:I3 ;XbWTajb TgPRc cTbc 

G3 VdPnX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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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693 GTnTcXR 6bboRXPcXon 9PcPQPbT 

G9I3 GTnT 9PmPVT InSTg 

G:GE3 IWT GTnomXR :eoldcXonPah GPcT EaoUXlXnV 

Vnom693 GTnomT 6VVaTVPcXon 9PcPQPbT 

GI;3 VTnT caPnbUTa UoamPc 

GL6H3 GTnomT-fXST PbboRXPcXon bcdSh 

IGHG3 IWT IncTanPcXonPl GTnomT HPmplT GTbodaRT  

IGK3 IncTaVaPcXeT GTnomXR KXTfTa 

IC9:A3 XnbTacXon(STlTcTXon 

IGHG3 IWT IncTanPcXonPl GTnomT HPmplT GTbodaRT 

DBIB3 DnlXnT BTnSTlXPn InWTaXcPnRT Xn BPn 

DG3 oSSb aPcXo 

EWPamGK73 IWT EWPamPRoVTnomXRb KnoflTSVTQPbT 

EolhEWTn3 EolhmoapWXbm EWTnochpXnV 

EGCE3 EaXon EaocTXn 

GD83 aTRTXeTa opTaPcXnV RWPaPRcTaXbcXR 

GKIH3 GTbXSdPl KPaXPcXon IncolTaPnRT HRoaT 

HI;I3 HoacXnV IncolTaPnc ;aom IolTaPnc 

HK6I3 HTqdTnRT KTanTl 6bboRXPcXon ITbc 

HK6I-D3 HTqdTnRT KTanTl 6bboRXPcXon ITbc DpcXm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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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E3 bXnVlT ndRlTocXST polhmoapWXbm 

HCK3 bXnVlT ndRlTocXST ePaXPnc 

I3 IhmXnT 

IHH3 caPnbRaXpcXon bcPac bXcT 

E:3 pdlmonPah TSTmP 

EGH3 ETabonPlXiTS GTnT HRoaT 

KJH3 ePaXPnc oU dnZnofn bXVnXUXRPn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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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t 

 
Introd:.tion3 6SePnRTb Xn nTgc-VTnTaPcXon bTqdTnRXnV cTRWnoloVXTb WPeT 

plPhTS P ZTh aolT Xn RlXnXRPl bTccXnVb Uoa paoVnobXb, paTSXRcXon, PnS 

SXPVnobXb cWaodVW WdmPn VTnomT PnPlhbXb' LWXlT TgcaTmT bdRRTbb WPb 

QTTn PRWXTeTS Uoa cWT RlPbbXRPl bXnVlT-loRdb lTeTl PbboRXPcXon cTbc, QocW 

cWT lof bcPcXbcXRPl pofTa Uoa aPaT ePaXPncb PnS RWPnRTb Uoa UXnSXnV 

ePaXPncb oU dnRTacPXn bXVnXUXRPnRT WPeT paompcTS XneTbcXVPcoab co TgcTnS 

PbboRXPcXon PnPlhbXb QThonS cWT ePaXPnc-lTeTl PppaoPRW PnS RonbXSTa 

VTnT- oa aTVXon-QPbTS PbboRXPcXon PppaoPRWTb' BoaToeTa, cWT qdPlXch oU 

bTqdTnRXnV SPcP SdT co cTRWnXRPl lXmXcPcXonb WPb noc QTTn aTPRWTS P 

RlXnXRPl-VaPST VTnomT' ;Pa moaT ePlXSPcXon bcTpb PaT aTqdXaTS PnS 

XaaTpaoSdRXQlT aTbdlcb PaT mPXn XbbdTb Uoa bTqdTnRXnV SPcP PnPlhbXb' 

IWTaTUoaT, Xc Xb XnSXbpTnbPQlT co dcXlXiT noc onlh P mTcWoS co UXlcTa odc 

UPlbT pobXcXeT ePaXPncb, Qdc Plbo P VTnT-lTeTl PnPlhbXb mTcWoS cWPc 

oeTaRomTb cWT lXmXc oU P bXnVlT mdcPcXon PnPlhb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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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3 LT STeTlopTS P cool cWPc RPn TUUXRXTnclh XneTbcXVPcT cWT aTPS-

lTeTl PnPlhbXb co TgRldST UPlbT pobXcXeT ePaXPncb PnS YdSVTS fTPcWTa /0. 

dlcaP-aPaT ePaXPncb PaT UPlbT pobXcXeT Qh looZXnV Xnco cWT bcPcdTb oU aTPS 

PlXVnmTncb' IWTn, fT STUXnTS bhbcTmPcXR Taaoab Xn bTqdTnRXnV SPcP cWPc 

STcTRcPQlT Qh cWT pPccTanb oU PlXVnTS aTPSb' Io UXnS cWT dcXlXch oU VTnT-

bRoaXnV bhbcTmb, fT RompPaTS cWT pTaUoamPnRTb oU EGH, GKIH, PnS G9I 

bRoaTb Qh mTPbdaXnV bTnbXcXeXch PnS bpTRXUXRXch oU paXoaXcXiT cWT Znofn 

SXbTPbT PbboRXPcTS VTnTb Uoa VTnT-bRoaT dcXlXch' 

 

Res:3ts3 6monV cWT /0. dlcaP-aPaT ePaXPncb, fT YdSVTS cWPc .12 ePaXPncb 

fTaT UPlbT pobXcXeTb Qh XnbpTRcXnV aTPS-lTeTl' LT STUXnTS cWT bhbcTmPcXR 

Taaoab cWPc PUUTRc .12 UPlbT pobXcXeT (1) HXmplXRXch aTVXon, (+) HCK RldbcTa, 

(,) ETaXpTaPl bTqdTnRT aTPS PnS (-) 7PbT XneTabXon Taaoab' 6b P aTbdlc oU 

TePldPcXnV cWT pTaUoamPnRT oU cWT RdccXnV-TSVT VTnT-bRoaXnV bhbcTmb Xn 

ePaXodb SXbTPbT RPcTVoaXTb, PmonV cWT cWaTT VTnT bRoaTb, EGH bWofTS cWT 

WXVWTbc pTaUoamPnRT Xn cTamb oU cWT paXoaXch oU VTnTb aTlPcTS co 

EWPamPRoVTnomXRb RompPaTS co cWT ocWTab (6J8EGH 5 )'/1, 6J8GKI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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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J8G9I 5 )'/+)' 6SSXcXonPllh, Uaom cWT lXbc oU SadV-aTlPcTS VTnTb, 

EGH Plbo bWofTS oeTafWTlmXnV pTaUoamPnRT Uoa 69B: RoaT VTnTb 

(6J8EGH 5 )'0+, 6J8GKIH 5 )'.+, 6J8G9I 5 )'/.)' ;oa cWT DBIB aTlPcTS 

VTnTb, GKIH bWofTS WXVW pTaUoamPnRT Uoa DBIB =PploXnbdUUXRXTnRh 

VTnTb (6J8EGH 5 )'-/, 6J8GKIH 5 )'0+, 6J8G9I 5 )'-0)' 

 

Con.3:sion3 7PbTS on Uoda SXbcXnRc Taaoa pPccTanb oU ePaXPnc RPllXnV cWPc 

fT STUXnTS, cWT PlXVnmTnc bcPcdbTb oU bTqdTnRT aTPSb fTaT bhbcTmPcXRPllh 

XnbpTRcTS dbXnV P WXVW-pTaUoamPnRT PlXVnmTnc RPpcdaXnV cool' HXnRT 

plPcUoam-bpTRXUXR Taaoab RPn QT RoaaTRcTS dbXnV SXUUTaTnc bcaPcTVXTb, WXVW-

qdPlXch bTqdTnRTb aTqdXaTS Xn RlXnXRPl-VaPST VTnomT RPn QT oQcPXnTS 

cWaodVW cWXb paoRTbb' In PSSXcXon, EGH bWofTS cWT QTbc pTaUoamPnRT Xn 

SadV XnSdRTS pWTnochpTb fWTaTPb GKIH Xb QTbc UXc Uoa BTnSTlXPn SXbTPbT' 

Dda aTbdlc bWofb cWPc Pn PppaopaXPcT mTcWoS Uoa cWT PnPlhbXb bWodlS QT 

PpplXTS STpTnSXnV on cWT VTnTcXR RonSXcXonb' 

------------------------------------------------- 

Keywords: GTnomT, KPaXPnc, GTnT, 8lXnXRPl pWTnochpT, EaXoaXcXiPcXon 

St:dent n:4ber: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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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2 차세대 시퀀싱 기술의 –전으로 인u 유전체 분석은 

임상환경에서의 예후' 예측 및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단일 

변이의 질병 연관성 분석은 특정 질병군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드문 변이에 대한 분석의 한계와 높은 유의성을 보인 변이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단위 혹은 

변이 집단적인 분석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기술적 한계로 

인한 시퀀싱 정보의 품질 문제는 임상환경에서 요구하는 품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시퀀싱 결과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의한 결과에 대한 재현이 어렵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임상환경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시퀀싱 정보를 s공하고 판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단일 변이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전자 단위의 

복합적인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방법2 거짓 양성 변이 판별을 위하여 시퀀싱 된 리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개–하여 120 개의 매우 드문 변이에 대한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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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상태를 확인하였다) 거짓 양성으로 판별된 변이로부터 정렬 상태의 

특징을 찾아 계통오류 프로파일을 정의하였다) 또한 유전자 점수 

기법의 활용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화된 유전자 점수 (IYfgcbUl]nYX 

GYbY LWcfY6 IGL)' KYg]XiUl OUf]Uh]cb BbhclYfUbWY LWcfY (KOBL) 그리고 

GYbY =UaU[Y BbXYl (G=B) 를 질병과의 연관성이 보고된 유전자에 

대하여 t 점수별 우선순위에 대한 민w도와 특이도를 측정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gl2 매우 드문 변이 120 개 중에서' 리드 정렬 상태를 파악하여 

0,4 개의 거짓 양성 변이를 판별하였다) 0,4 개의 거짓 양성 변이를 

야기한 리드 정렬 상태를 (,) L]adl]W]hm fY[]cb' (-) LGO WlighYf' (.) 

IYf]dYfUl gYeiYbWY fYUX 그리고 (/) ;UgY ]bjYfg]cb 계통오류로 분류 및 

정의하였다) 최신의 유전자 점수의 성능을 다양한 질병의 범주에서 

평s한 결과' 세 s지 유전자 점수 중' IGL 는 다른 유전자 점수에 

비해서 IhUfaUWc[Ybca]Wg 과 관계된 유전자의 우선 순위에서 최고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N<IGL8+)13' :N<KOBL8+)/.' :N<G=B8+)1-)) 약물 

관련 유전자 리스트 중에서 :=F> WcfY 유전자에 대해서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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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L s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다 (:N<IGL8+)2-' :N<KOBL8+)0-' 

:N<G=B8+)10)) 반면에 희귀질환 관련 유전자의 경우' HFBF 

AUdlc]bgiff]W]YbWm 유전자에 대해서는 KOBL s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N<IGL8+)/1' :N<KOBL8+)2-' :N<G=B8+)/2)) 

 

g론2 시퀀싱 결과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거짓 양성 변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통오류 네 s지를 정의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도구를 개–하였다) 임상환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품질의 시퀀싱 

결과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계통오류를 w안한 변이 추출 

알고리즘의 –전 또한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세 s지 유전자 점수를 

다양한 질병의 관점에서 비교한 결과' IGL 는 약물 유– 표현형과 

연관된 유전자'  KOBL 는 멘델의 법칙을 따르는 희귀질환 유전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최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분석의 목적에 

맞는 유전자 점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주요어2 약물유전체' 유전자 점수' 우선순위' 거짓 양성 변이' 계통오류 

학  번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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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연o배h  

).).) 차세대 시퀀싱 u술의 발전 

p아데닌(:)q' p사이토신(<)q' p구아닌(G)q 그리고 p티민(M)q으로 구성되는 

=G: 는 약 .+ 억 쌍의 나선형 구조로 이루어≤ 있다) =G: 염기서열 

분석은 FfYXYf]Wk LUb[Yf s 개–한 사슬종결방법을 이용하여 분석된다 ,) 

그 정확도는 현재까지 사용될 정도로 매우 높지만 방대한 유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및 시u은 -+ 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방대한 양의 염기서열을 병렬처리하기 위한 - 세대에 

해당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 소개되었다 -) <fU][ OYbhYf 에 의해 

처음 고안된 샷건 시퀀싱 분석법은 LUb[Yf 방법에 비해 비용과 시u을 

매우 절w하고 고용량의 =G: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최초의 인u 

유전체 지도를 완성하는 밑걸음이 되었다) -++2 년 처음으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술(GYlh GYbYfUh]cb LYeiYbW]b[6 GGL)이라는 용어s 

소개되었으며 - 세대 시퀀싱 기술이 현재까지도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도의 한계성을 들어내면서 LUb[Yf 방법을 이용한 검증이 같이 

요구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염기서열의 s닥을 증폭 없이 

분석할 수 있는 . 세대 기술을 –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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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a 유전체 지도의 완성 

-+++ 년대 초 p인u 게놈지도 완성q. 을 시작으로 개인의 유전체 서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최초의 개인 유전체 정보는 -++2 년에 완성된 

크레이그 벤터(<fU][ OYbhYf)의 염기서열이다 /) 바로 다음 해에 =G: 는 

나선형 구조임을 밝힌 제임스 왓슨(CUaYg PUhgcb)의 =G: 염기서열 

정보s FEQ /0/ 를 이용하여 밝혀졌으며' 벤터의 그것 대비 ,% 

비용으로 해독되었다고 한다 0) 그 후 다 수의 =G: 염기서열 정보s 

해독되었으며 -++4 년에는 한국인 최초의 염기서열도 해독되었다 1)  

p침팬지 게놈지도 완성q도 –표되었고' 인u과 침팬지의 유전체는 

43)3% 같다는 연구결과 2 를 보고 향후 인u의 진화과정과 질병연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 나왔다) 이처럼 다수의 인u 

유전체 정보를 밝히고 있으며 다수의 종(gdYW]Yg)에서 유전체 지도를 

완성하고 있다) 

 

).).3 )((( f놈 프로젝트의 시작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개인u 그리고 인종u 다양성 정보를 알수 

있는 유전 변이 카탈로그를 만들기 위해 pMhY ,+++ GYbcaY IfcjYWh 

(,DGI)q를 진행하였으며 -'0+/ 명으로 부터 얻은 전장유전체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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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의 목록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다 3(,+)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전 

세계에서는 인u의 유전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국s별' 인종별' 환경별로 

인u 유전체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나아s서는 개인별 맞춤의료를 위한 염기서열 분석도 진행되고 있다 ,,)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변이와 표현형에 대한 

관계s 밝혀진 것은 많지 않다) 특히 인u의 최대 관심사인 질병에 

대해서는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준다) 당뇨병과 같은 

복잡질병에 관련해서는 밝혀진 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아직 부족하며 

연구 방향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s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지금까지 인u의 유전자형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인u의 유전자형을 모두 밝혀내는 순u 인u의 신비는 풀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인u 유전체 지도s 완성된 지금에도 밝혀진 것은 많지 

않다) 실제로 인u의 염기서열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데이터를 다루기는 여u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우선 데이터의 양이 

매우 크며' 데이터를 s공 하는데까지 많은 시u이 걸리는 것은 물론 

분석 방법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염기서열에는 다수의 거짓 

양성 변이를 포함하고 있어 분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따라서 

염기서열 분석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거짓 양성 변이는 최소화하고 

분석을 진행해야 하며' 다수의 변이를 의미있는 유전자 단위로 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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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려는 노력을 통해 생물학적 의미를 확보하고 정보의 복잡도도 

낮추어 접근하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2 염u서열 분석 방법l 변이정보 추출 방법 

).2.) 합성을 통한 염u서열 분석법 

차세대 시퀀싱 분석법은 =G: 염기의 상보결합을 인위적으로 –생하는 

합성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Bllia]bU 회사의 방식은 

합성시 방출되는 형광물질을 잡아내면서 염기서열을 알아낼 수 있다 ,/) 

그러나 광학렌즈를 이용항 형광물질의 밝기를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cadlYhY GYbca]Wg 회사에서는 에러율을 

낮춘 GUbcVUll 시퀀싱 방법을 소개하였다 ,0) 그러나 생성된 

리드(fYUX)s 짧다는 한계s 있었고 최근에는 -)0 세대로 평s되고 있는 

MhYfac F]ghYf 회사에서 이용하는 방식이 t광받고 있다) 염기s 

합성하면서 방출되는 수소 이온의 전하량을 이용하여 염기서열을 

알아낸다 ,1) 그러나 인위적인 합성을 통해 염기서열을 알아내는 방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면서 최근에는 . 세대 시퀀싱 방법에 주목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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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변이 추출 알j리즘l 변이 품질 평가 

차세대 시퀀싱 분석은 단일 염기서열 변이(g]b[lY biWlYch]XY jUf]Ubh6 

LGO)와 삽입*결실(]bgYfh]cb UbX XYlYh]cb6 BG=>E)의 추출 과정이 s장 

중요하다) 이는 tt의 염기서열에 주석처리 되어 있는 품질(eiUl]hm) 

x과 해당 리드(fYUX)들의 정렬 품질(aUdd]b[ eiUl]hm)x 등을 참고하여 

인u 유전체 지도와 비교하여 서로 다른 변이를 보고한다) 그러나 

이형접합체 변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립형질 비율이 050 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변이의 유전자형을 결정한다 ,3) 

대표적으로 두 s지의 변이 추출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되는데' 

지금까지 보고된 변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베이지안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변이를 추출하거나 리드s 존재하는 영역에 특정하여 데 

노보(XY bcjc)정렬을 통하여 변이를 추출해준다 ,4) 베이지안 기법은 데 

노보 방법에 비하여 시u과 비용을 적게 사용되므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데 노보 방법에 비해 정확도는 떨어진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다수의 전장유전체 혹은 진유전체와 같이 대규모 시퀀싱 

정보에 대한 변이 추출 과정은 베이지안 기법으로' 소수의 하나의 

유전자 혹은 소규모의 영역에 대해서는 데 노보 방법을 적용한다 -+) 

추출된 변이에 대한 평s는 tt의 변이에 대하여 하나의 일괄된 

임계x을 적용하여 주석처리된 x을 참조하여 이루어진다(hU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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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hYf]b[)) 예를 들어서' 프레드 품질 점수(IhfYX eiUl]hm gWcfY) 에 대한 

임계x으로 p-+ 이상q으로 입력하게 되면' 해당 점수s ,0 인 변이는 

최종적으로 보고되지 않는다) 이는 참양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서 부여된 품질 x의 평s로 변이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변이는 매우 복잡하게 존재할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퀀싱 기술로 찾아내기 어려운 영역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와 같이 일률적인 방법의 사용을 지양하고 있다) 현재는 tt의 

변이에 대하여 주석처리된 x을 현재까지 보고된 변이와 다양한 통계 

기법을 통해서 보정하고 있다(gcfh f]lhYf]b[))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는 

일괄적인 방법으로 거짓 양성 변이를 걸러내고 변이의 품질을 평s하고 

있으나 변이의 위치와 상태 그리고 접합성특징(nm[cg]hm) 등 여러 

상황에 서로 다른 보정 및 평s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인u 

유전체에서 재정렬하기 어려운 영역에 변이s 존재할 경우 그 평s는 

더욱 어렵다 -,) 그리고 =G: 의 상태와 채취 및 보관 방법' 시퀀싱을 

수행한 기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지므로 변이의 일괄적인 

여과 방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퀀싱 

기계와 기술의 한계에 의한 거짓 양성 변이는 주석처리된 x이 의미s 

없으므로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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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출된 변이를 이용한 유전체 분석 방법 

).3.) b별 변이 단위의 분석법 

개별 변이는 tt의 변이s 독립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s정하에 

테스트s 이루어진다) s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F]ghYf'g YlUWh hYgh 

(F>M)이다) 이것은 분할표 분석에 사용되는 통계적 유의성 검정 

방법으로 실제로 샘플 크기s 작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검증법의 –명자인 KcbUlX F]ghYf 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본 테스트는 

귀무 s설과의 편차를 근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된다) 많은 통계 테스트와 마찬s지로 표본 크기s 커짐에 

따라 편차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유전학 혹은 유전체학에서도 

본 검증법을 많이 사용한다) 변이의 –견된 빈도' 변이를 z는 샘플의 

수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견된 변이의 빈도s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내는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세 s지 유전자형 정보를 

이용하여 <cWhfUb(:fa]hU[Y hfYbX hYgh(<:MM)를 수행할 수도 있다) 

윌리엄 코크란과 피터 아미티지의 이름을 딴 본 테스트는 범주형 

정보s 입력으로 사용되며' 다수의 항목과 두 변수s 있을 때 그들 

사이의 연관성을 평s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s장 큰 문제점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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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을 z는 변이에 대한 해석이 매우 어렵다(jUf]Ubh cf ibkbckb 

g][b]f]WUbWY6 ONL)) 변이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으며 드문 변이에 대한 

테스트는 분할표에 대부분 +(nYfc)이 들어s므로 테스트s 불s능하다) 

또한 높은 유의성을 얻기에는 샘플 수s 부족할 수 있다) 위의 통계 

기법을 이용한 분석법이 대표적으로 GYbcaY(k]XY UggcW]Uh]cb 

ghiXm(GP:L) 와 YldfYgg]cb eiUbh]hUh]jY hfU]h lcW](YJME) 분석법이 

있다) 최근 ,+ 년u s장 많이 수행된 분석법이지만 흔한 변이만을 

고려하고 태그스닙(hU[LGI)을 이용한 u접적인(]bX]fYWh) 분석법이다) 

이러한 GP:L 의 연구 결과를 pa]gg]b[ hYf]hUVl]hmq 문제라고 

꼬집었으며 다른 요소를 파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최근에는 흔한 

변이s 아닌 드문 변이에 대한 연구s 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 

 

).3.2 질병l 상m mi가 있는 드문 변이 분석법 

드문 변이는 그 빈도s 작아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적용하더라도 높은 유의성을 z기s 어렵다 -/) 따라서 다수의 

드문 변이를 생물학적으로 의미s 알려진 유전자 단위로 집단화하여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기법이 소개되었다) ;ifXYb hYgh 는 

유전자 내에서 모든 드문 변이의 유전자형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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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과 대조군과의 빈도 누적 차이를 통계적으로 계산한다 -0) 그러나 

변이s 유해한 방향으로만 작용할 것이라는 s정에서만 계산이 

성립되고' 결과적으로 질병과 연관이 있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변이를 정확히 찾아내기에는 무리s 있다 -1) 변이s 유해한 영향을 주는 

방향뿐만 아니라 개체의 보호를 돕는 방향으로 존재하더라도 이를 

w안하여 테스트를 제공해주는 LD:M(LYeiYbWY DYfbYl :ggcW]Uh]cb 

MYgh) 방법이 있다 -2'-3) 또한 위 ;ifXYb hYgh 와 LD:M 을 합친 LD:M(

H 도 소개되었다 -2'-3) 하지만 유전자 단위 혹은 특정 집단내 변이의 

테스트s 이루어지므로 변이 단위의 보고를 하는데 한계s 있어 특정 

질병과의 연관성 및 해석에 한계s 있다 -4) 

 

)., 유전자 단위의 변이 집합적 분석법 

).,.) 집단 유전자 점수 

모든 단‘질 코딩 유전자에 대하여 기능적 변이s 나타난 빈도를 

이용하여 유전자의 선택 압력과 같은 특성을 계산하여 유전자에 순위를 

매기는 평s 방법이다(표 ,)) tt의 유전자에 대하여 –견된 모든 변이 

대비 기능적 변화를 일으키는 변이의 분율을 특정 인구 집단에서 

계산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t 유전자의 기능 변이 내성을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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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실제 유전자 기능에 있어서도 기능 변화를 일으킬만한 정도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처음으로 공개된 유전자 점수 

KYg]XiUl OUf]Uh]cb BbhclYfUbWY LWcfY(KOBL)는 위와 같은 접근법을 

이용하여 계산되었고 -+,. 년 3 월에 –표되었다 .+) 비슷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 년 4 월에 =Y Gcjc >lWYgg(=G>)., 점수는 t 유전자 

별로 특정 인구 집단에서 –견된 XY bcjc 변이의 갯수를 –견된 모든 

변의 갯수로 나눈 수치를 일컫는다) -+,0 년 1 월에는 HVgYfjYX 

biaVYf*IchYbh]Ul biaVYf(HI fUh]c).- s –표되었는데 여기서 세는 

변이의 종류는 Ecgg(cf(fibWh]cb(EcF) 변이이며 역시 전체 변이의 

수로 나누게 된다) 마지막으로 –표된 유전자 점수는 -+,0 년 ,, 월에 

–표된 GYbY =UaU[Y BbXYl(G=B).. 로 <:==(<caV]bYX :bbchUh]cb 

=YdYbXYbh =YdlYh]cb)./ 점수와 특정 인구 집단내의 변이 분포 정보를 

이용한다) t 변이 분포에 해당하는 <:== 점수의 대표 x을 관찰된 

변이의 <:== 중앙x으로 보정하여 t 유전자 별로 하나의 점수를 

z게 된다) 그 밖에도 bcb(WcX]b[ 영역' Ylcb 혹은 단‘질 도메인 

단위로 점수를 구하는 방법도 –표되었다 .0'.1)  

 



 11 

표 , 집단 유전자 점수와 특징 

MKtNUd 8KGturK BKL 

KOBL KYg]XiUl jUliYg ig]b[ Wcaacb fibWh]cbUl jUf]Ubhg S.+T 

=G> =Y bcjc jUf]Ubhg dfcdcfh]cb ]b U [YbY S.,T 

HI fUh]c Ecgg(cf(fibWh]cb jUf]Ubhg dfcdcfh]cb ]b U [YbY S.-T 

G=B FihUh]cb ffYeiYbWm UbX XYlYhYf]cigbYgg gWcfY S..T 

bWKOBL  KYg]XiUl jUliYg ig]b[ Wcaacb bcbWcX]b[ jUf]Ubhg% S.0T 

giVKOBL KYg]XiUl jUliYg ig]b[ jUf]Ubhg ]b Ub Ylcb*XcaU]b S.1T 

LGOI L]b[lY biWlYch]XY jUf]Ubhg dfcdcfh]cb ]b U [YbY S.2T 

%0'(NMK' .'(NMK UbX Ub UXX]h]cbUl bcb(Ylcb]W -0+ Vd idghfYUa cf 

hfUbgWf]dh]cb ghUfh g]hY (MLL))  

 

).,.2  b인화된 유전자 점수 

개인별 유전자 점수 (IYfgcbUl]nYX GYbY LWcfY' IGL) 는 개인별로 모든 

코딩 유전자에 대하여 –견된 변이의 LBFM(Lcfh]b[ BbhclYfUbh Ffca 

MclYfUbh) 점수의 기하평균을 내어 계산된다 .3'.4) 이는 앞서 소개된 

KOBL' =G>' HI fUh]c' G=B 와는 달리 특정 인구 집단의 대표x이 아닌 

개인의 변이에 근거한 유전자 점수로 + 부터 , 사이의 점수를 z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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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유전자 점수를 s공하여 개인별 생체 경로 점수' 약물 점수' 

인구 집단 점수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구 집단에 근거한 

점수는 인구 집단의 구성원이 바뀌면 점수s 바뀌게 되지만 해당 

점수는 개인별 절대적인 점수이므로 집단의 대표x으로 사용하기 

용이하다)  

 

).- kb유전체, 생물학적 데이터베이스 및 지식베이스  

).-.) )K9A, 7x35 r리j MTUS36 

-++3 년 , 월에 시작된 ,+++ 게놈 프로젝트는 인u의 유전 변이에 대한 

상세한 카탈로그를 얻기 위하여 차세대 염기서열 기술을 이용하여 

익명의 전장유전체를 인종별로 모아서 –표하였다) -+,+ 년 / 인종의 

,/ 아인종에 대한 ,'+4- 명에 대한 공개 유전체 첫 –표 4 를 시작으로   

-+,0 년에 Lcihh :g]Ub :bWYghfm 를 추s하면서 최종적으로 0 인종의 

-1 아인종에 대한 -'0+/ 명의 전장 유전체 정보s 대중에게 

공개되었다(표 -),+) 위와 같은 국제적인 노력에 힘입어 모든 인u의 

유전 변이에 대한 개요와 분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연구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생물학' 의학' 약학' 생화학 및 생물 정보학 분야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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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유전학이 연구된 이래에 인u 및 

인종별 다양성 등을 이해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밑걸음이 

되었다) 단일 염기서열 변이(g]b[lY biWlYch]XY jUf]Ubh6 LGO)' 삽입*결실 

변화 (]bgYfh]cb*XYlYh]cb6 BG=>E)' 복제수 변이(Wcdm biaVYf jUf]Uh]cb6 

<GO) 등 다양한 변이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실험적 한계로 인하여 

변이 –굴 과정이 어려운 영역을 정의하고 알림으로써 모든 영역에 

걸쳐 더 정확한 변이를 얻기 위한 기술 –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표 - 공개 전장유전체 ,+++ GYbcaYg IfcjYWh' dhUgY . 정보의 인종별 분포 

인종 아인종 설명 샘플 수 총i 

>Ugh 

:g]Ub 

:bWYghfm 

(>:L) 

<=Q <h]bYgY =U] ]b Q]ghiUb[VUbbU' <h]bU 4. 0+/ 

<A; AUb <h]bYgY ]b ;Yj]b[' <h]bU ,+. 

CIM CUdUbYgY ]b Mckmc' CUdUb ,+/ 

ADO D]bh ]b Ac <h] F]bh <]hm' O]YhbUa 44 

<AL LcihhYfb AUb <h]bYgY ,+0 

Lcihh 

:g]Ub 

:bWYghfm 

(L:L) 

;>; ;Yb[Ul] ]b ;Ub[lUXYgh 31 /34 

GBA GijUfUh] BbX]Ub ]b Acighcb' MQ ,+. 

BMN BbX]Ub MYli[i ]b hhY ND ,+- 

ICE IibjUV] ]b EUhcfY' IUk]ghUb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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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N Lf] EUbkUb MUa]l ]b hhY ND ,+- 

>ifcdYUb 

:bWYghfm 

(>NK) 

<>N NhUh fYg]XYbhg k]hh GcfhhYfb UbX 

PYghYfb >ifcdYUb UbWYghfm 

44 0+. 

FBG F]bb]gh ]b F]blUbX 44 

G;K ;f]h]gh ]b >b[lUbX UbX LWchlUbX 4, 

B;L BVYf]Ub dcdilUh]cb ]b LdU]b ,+2 

MLB McgWUb] ]b BhUl]U ,+2 

:aYf]WUb 

:bWYghfm 

(:FK) 

<EF <clcaV]Ubg ffca FYXYll]b' <clcaV]U 4/ ./2 

FQE FYl]WUb :bWYghfm ffca Ecg :b[YlYg 1/ 

I>E IYfij]Ub ]b E]aU' IYfi 30 

INK IiYfhc K]WUbg ffca IiYfhc K]Wc ,+/ 

:ff]WUb 

:bWYghfm 

(:FK) 

:LP :ff]WUb :bWYghfm ]b LcihhkYgh NL 1, 11, 

:<; :ff]WUb <Uf]VVYUb ]b ;UfVUXcg 41 

>LG >gUb ]b G][Yf]U 44 

GP= GUaV]Ub ]b PYghYfb =]j]g]cb ,,. 

EPD EihmU ]b PYVimY' DYbmU 44 

FLE FYbXY ]b L]YffU EYcbY 30 

RKB RcfiVU ]b BVUXUb' G][Yf]U ,+3 

총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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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유전체 정보는 fhd5**fhd),+++[YbcaYg)YV])UW)ik*jcl,*fhd*fYlYUgY* 

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익명화되었지만 유전체 제공자의 인종 및 

성별 정보와 s계 구성도도 함께 내려 받을 수 있다(표 .)) 해당 정보는 

MhY BbhYfbUh]cbUl GYbcaY LUadlY KYgcifWY(BGLK) 로 -+,2 년에 

이동되어 타 유전체 프로젝트와 함께 관리되고 있다 

(hhhd5**kkk)]bhYfbUh]cbUl[YbcaY)cf[*))  

 

표 . 공개 전장유전체 ,+++ GYbcaYg IfcjYWh 정보의 변이 갯수 

염색체 염색체 v이 (HV) 변이 수 용량 (94) 

<hf, -/4'-0+'1-, 1'/13'+4/ 1- 

<hf- -/.',44'-2. 2'+3,'1++ 12 

<hf. ,43'+--'/.+ 0'3.-'-21 01 

<hf/ ,4,',0/'-21 0'2.-'030 00 

<hf0 ,3+'4,0'-1+ 1'-10'21. 0+ 

<hf1 ,2,',,0'+12 0'+-/',,4 /3 

<hf2 ,04',.3'11. /'2,1'2,0 /0 

<hf3 ,/1'.1/'+-- /'042',+0 // 

<hf4 ,/,'-,.'/., 0'0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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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0'0./'2/2 .'44-'-,4 .3 

<hf,, ,.0'++1'0,1 /'+/0'1-3 .4 

<hf,- ,..'03,'340 .'313'/-3 .2 

<hf,. ,,0',14'323 -'302'4,1 -3 

<hf,/ ,+2'./4'0/+ -'100'+12 -1 

<hf,0 ,+-'0.,'.4- -'/-/'134 -. 

<hf,1 4+'.0/'20. -'142'4/4 -1 

<hf,2 3,',40'-,+ -'.-4'-33 -. 

<hf,3 23'+22'-/3 -'-12',30 -- 

<hf,4 04',-3'43. ,'3.-'0+1 ,3 

<hf-+ 1.'+-0'0-+ ,'3,-'3/, ,3 

<hf-, /3',-4'340 ,',+0'0.3 ,, 

<hf-- 0,'.+/'011 ,',+.'0/2 ,, 

<hfQ ,00'-2+'01+ .'/12'342 -1 

총계 .'+.1'+..'2/1 3/'2.4'1/- 3+2 

 

>l:<(>lcaY :[[fY[Uh]cb <cbgcfh]ia)는 다양한 대규모 시퀀싱 

프로젝트의 진유전체 정보를 집계하고 요약하여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연합체이자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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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d5**YlUW)VfcUX]bgh]hihY)cf[*)/+) 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해주는 

진유전체 서열은 다양한 질병을 z는 인구 집단의 연구를 위해서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1+'2+1 명의 진유전체 정보를 얻었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변이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한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진유전체 정보는 동일한 분석 방법에 의해서 처리되었으며 

대부분은 s족관계s 아닌 비혈연 집단이다) 변이 정보 뿐만 아니라 

시퀀싱 리드의 배율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변이의 품질도 유추할 수 

있으며 ,DGI 와 마찬s지로 인종별 분포 차이도 계산해서 제공해준다) 

유전체 집합 데이터베이스인 [bca:=(GYbcaY :[[fY[Uh]cb 

=UhUVUgY)는 -+,2 년 - 월 -3 일에 공개되어 지금까지 공개된 유전체 

정보 중 s장 큰 몸집을 자랑한다 

(hhhd5**[bcaUX)VfcUX]bgh]hihY)cf[*)/+) 본 데이터는 ,0'/41 명의 

전장유전체 정보와 ,-.',.1 명의 진유전체 정보로부터 얻었으며' 

지금까지 공개된 ,DGI' >l:< 등의 공개 데이터를 모두 통합한 

데이터베이스이다) 또한 0'+++ 명이 넘는 :gh][bUn] CYk]gh(:LC) 인종에 

대한 정보 공개는 최초로 이루어≤ 해당 인구집단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t광을 받고 있다) 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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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전체 정보는 >l:< 에서와 마찬s지로 모든 유전체 정보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지만 >l:< 정보를 만들때와는 

변이 추출과정이 다른 부분이 있다) 이는 대용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된 분석 플랫폼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최종적으로 

얻은 변이 정보와 배율 정보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아 질환의 유전체 및 , 촌 관계에 있는 동일한 s계의 

유전체도 제거 하였으나 적은 빈도로 나타나는 질환의 원인 변이 등은 

제거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 사용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공개 유전체 데이터는 생물 및 의학 집단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다) 우선 전장 

유전체에 대해서는 -/ 개의 염색체별로 정보s 제공되며' 특이적으로 

전장 유전체에서 얻은 진유전체 부분을 동시에 제공해준다) 또한 

진유전체 정보로부터 얻은 변이 정보도 같이 제공해주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만큼 어떤 정보를 이용해야 할 지 모를 수 

있다) 세 s지 정보에서 제공해주는 전체 유전자좌는 -0-'0//'0// 개 

이며' 단일 염기서열 변형은 -/+'.4-'40+ 개' 삽입 및 결실은 

.2'-2/'+2. 개이고 세 s지 서로 다른 파일의 변이 분포는 그림 ,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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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특이하게도 진유전체에서 –굴된 변이 중 전장유전체에서 

–굴되지 않은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띈다) 실험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굴된 변이는 매우 중요한 정보s 될 수 

있으므로 모든 데이터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DGI 샘플을 실제로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변이 –굴 과정을 

다르게 거쳤기 때문에 [bca:= 에서 제공하는 전장유전체에 포함되지 

않는 변이s 실제로 ,DGI 에서 –굴된 사례s 있다)  

 

 

그림 1 gnomAD 에서 제공해주는 변이 정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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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MIM, 936, ANGrS9K4, 36M7 r리j 6ruM4GTk 

온라인 멘델 상속(Hbl]bY FYbXYl]Ub BbhYf]hUbWY ]b FUb6 HFBF6 

hhhdg5**kkk)ca]a)cf[*)은 유전자와 표현형 관계에 중점을 두고 유전 

질환 및 형질 연구에 대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약 1+ 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지식베이스이다 /,) 현재까지 -.'43/ 여개의 항목 

중에서 3'.2, 건이 질병을 포함한 표현형에 대한 정보였으며 나머지는 

연관된 표현형 정보를 포함하는 유전자 정보이다) 최근에는 유전자에 

존재하는 원인 변이 정보도 약 .'/.2 건에 대하여 제공해주고 있어 

유전자와 표현형 관계 연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본 지식베이스는 O]Whcf FWDig]Wk 박사s ,411 년에 최초로 출판한 

FYbXYl]Ub BbhYf]hUbWY ]b FUb(FBF)을 시작되었으며 모든 항목에는 

1 자리의 ’호s 부여되어 있는데 (,) ,+++++(-44444 는 ,44/ 년 0 월 

,0 일 이전에 작성된 상 염색체 유전자 좌혹은 표현형에 대한 정보 (-) 

.+++++(.44444 는 Q 염색체와 연관이 있는 유전자좌 혹은 표현형에 

대한 정보 (.) /+++++(/44444 는 R 염색체와 연관이 있는 유전자좌 

혹은 표현형 정보 (/) 0+++++(044444 는 미토콘드리아 좌위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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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형 (0) 1+++++ 이상은 ,44/ 년 0 월 ,0 일 이후에 갱신된 상 염색체 

유전자좌 혹은 표현형 정보s 수록되어 있다) 

복잡질병과 연관이 있는 유전자 정보를 모아둔 GYbYh]W :ggcW]Uh]cb 

=UhUVUgY(G:=6 hhhdg5**[YbYh]WUggcW]Uh]cbXV)b]h)[cj*)는 문헌 고찰을 

통해 얻은 질병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유전자 정보를 총 망라하고 

정리한 데이터베이스이다) 특히 연관성이 없는 유전자에 대해서도 같이 

제공을 하므로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암 연구' 그 중에서 

<UbWYf GP:L 를 통해서 얻은 유전자와 변이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한 

키와 같은 복잡 표현형에 대한 다수의 GP:L 연구 결과를 같이 

제공해주고 있다) 약 3 만 여개의 논문으로부터 얻은 2 천여개의 변이' 

유전자 혹은 단‘질 정보를 연구된 질병과 함께 제공해주고 있다) 해당 

데이터는 -+,/ 년 3 월 ,3 일을 기준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s 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제공해주고 있다) 

IhUfaGD;(hhhdg5**kkk)dhUfa[kV)cf[*)는 약물에 관한 통합적인 

지식베이스로 약물의 투여 지침 및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z는 유전자 및 유전자형 정보를 포함한 약물 연관 정보를 

제공한다 /-'/.) 인u의 유전 변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헌 고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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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유전자형과 약물의 반응성을 바탕으로 그들의 연관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00+ 개의 대립형질 정보를 

포함하여 /'/2/ 개의 약물과 유전자형에 대한 상관 관계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림 -)) <l]b]WUl IhUfaUWc[YbYh]Wg BadlYaYbhUh]cb 

<cbgcfh]ia(<IB<)이 구성되었으며 본 협력단에서는 전문s들의 

검토를 통해서 약물 지침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제공해주고 있다)  

 

 

그림 2 PharmGKB 의 정보 획득 방법 및 구성                                

(출처: http://pharmgkb.blogspot.kr/2012/04/pharmgkb-knowledge-pyramid.html) 

 

IhUfaU:=F>(hhhd5**kkk)dhUfaUUXaY)cf[*) 는 MhY IhUfaU:=F> 

<cbgcfh]ia 에서 지정한 약물의 흡수(UVgcfdh]cb)' 분포(X]ghf]Vih]cb)' 

대사(aYhUVcl]ga) 그리고 배설(YlWfYh]cb)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중요도에 따라서 WcfY' YlhYbXYX 그리고 전체로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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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bk(hhhdg5**kkk)Xfi[VUbk)WU*) 는 캐나다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베이스로 의약품 및 의약품 타겟 정보를 모두 망라한다 //(/1) 

,'2.. 개의 승인 된 소분자 의약품' 32+ 개의 승인 된 생명 공학 

의약품 등 영양 보조 식품 및 실험 약물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2- 

개의 약물 표적' 효소' 수송체' 캐리어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t 

의약품별로 화학실을 비롯한 -++ 개 이상의 정보s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의 절반은 약물역동학' 화학 데이터에 사용되고 나머지 절반은 

약물의 타겟 정보 혹은 연관이 있는 단‘질을 나열한다)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FYbXYl]Ub X]gYUgY' WcadlYl X]gYUgY' 그리고 

dhUfaUWc[YbYg 에 대하여 -0 개의 유전자 목록을 확보하였다 (표 /)) 

 

표 / 최적표준 유전자 리스트 

IhYbchmdY WUhY[cfm GYbY l]gh Gc) cf [YbYg 

FYbXYl]Ub X]gYUgY HFBF -,., 

(ffca HFBF) =Y bcjc /12 

 =ca]bUbh bY[Uh]jY .1/ 

 AUdlc]bgiff]W]YbWm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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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WYgg]jY 3,2 

<cadlYl X]gYUgY :[]b[ ., 

(ffca G:=) <UbWYf -20 

 <UfX]cjUgWilUf -31 

 <hYaXYdYbXYbWm 0/ 

 =YjYlcdaYbhUl 0/ 

 AYaUhclc[]WUl /+ 

 BbfYWh]cb 44 

 GYifclc[]WUl ,12 

 FYhUVcl]W .2+ 

 GcfaUl jUf]Uh]cb -- 

 IhUfaUWc[Ybca]W ,4 

 IgmWh ,3/ 

 KYbUl 2- 

 KYdfcXiWh]cb 24 

 O]g]cb ./ 

IhUfaUWc[YbYg :=F>' Wc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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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ca :=F>'  

 IhUfaGD;) 

:=F>' YlhYbXYX -12 

:=F> -44 

IhUfaGD;' OBI 11 

IhUfaGD; .12 

 

).-.3 CI8D, AURyANKT2, 97BA r리j 5366 

특정 변이s 아미노산 혹은 단‘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햐을 크게 

세 s지로 계산하여 제공해준다) (,) 기능 예측 점수 (fibWh]cb 

dfYX]Wh]cb gWcfY)' (-) 보존 점수 (WcbgYfjUh]cb gWcfY)' (.) 앙상블 점수 

(YbgYaVlY aYhhcX) 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점수 체계s 

–표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s장 많이 사용하는 네 s지만 소개한다) 

기능 예측 점수는 대표적으로 LBFM s 있다) 이는 획득된 혹은 유전된 

변이로 인한 아미노산 치환이 단‘질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여 수치로 제공해 준다 (hhhd5**g]fh)jWj])cf[*)/2'/3) ILB(;E:LM 를 

통해 수집된 단‘질 서열로부터 계산된 예측 점수는 아미노산 보전 

정도에 기초하여 단‘질 기능을 예측한다) LBFM 는 + 과 ,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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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tt의 변이마다 제공해주며' +)+0 이하일 때는 단‘질 기능에 

있어서 유해한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Iclmacfdh]ga IhYbchmd]b[ j-(IclmIhYb-) 도 마찬s지로 단일 염기 

서열 변이의 손상 효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tt의 변이에 점수s 

부여된다(hhhd5**[YbYh]Wg)Vkh)hUfjUfX)YXi*ddh-*)/4) 총 3s지의 단‘질 

서열 및 . s지 단‘질 구조 정보를 통합하여 변이의 손상 점수를 

예측한다) 특히 Nb]Ifch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희귀질병을 일으키는 

변이에 대한 단‘질 기능 예측을 위해 .',00 개의 대립 유전자와 

인u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포유류 단‘질 서열을 이용하여 예측 

점수를 계산하였다)  

보존 점수(WcbgYfjUh]cb gWcfY)는 GYbca]W >jclih]cbUfm KUhY Ifcf]l]b[ 

(G>KI)를 많이 사용하며' 최대 우도 진화 속도를 추정하여 진화적으로 

제약이 있는 위치를 알아볼 때 사용하는 점수이다 

(hhhd5**aYbXYl)ghUbfcfX)YXi*L]XckEUV*XckblcUXg*[Yfd*)0+'0,) 변이s 

나타나는 위치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진화적 제약을 받는지 혹은 치환이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한 빈도를 계산하는 본 예측 기법은 .0 종의 

포유류 단‘질 서열을 이용하여 예측한다) 점수는 최대 1),3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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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점수를 z을 수 있으며 점수s 높을 수록 진화적으로 더 

보존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 이상의 점수를 z는 위치는 변이 

생성과정에서 제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표된 다수의 기능 예측 점수를 고려하여 다시 하나의 대표 

점수로 만든 것을 앙상블 점수라고 하며 아래 소개하는 점수s s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단‘질 기능을 바탕으로 변이의 영향력을 

예측해주는 점수이다) <:== 점수는 인u의 유전체에서 나타나는 단일 

염기 서열 변이 및 삽입*결실에 대하여 단‘질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까지 공개된 점수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예측해준다(hhhd5**WUXX)[g)kUgh]b[hcb)YXi*)./) 이는 지금까지 –표된 

예측 점수들은 단일 정보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거나 제한된 정보를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므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s중치를 

적용하여 예측된 점수를 만들 필요s 있었던 것이다) 자연적으로 

나타난 변이 및 지금까지 –표된 예측 점수들을 바탕으로 통합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점수를 tt의 변이에 부여한다) 따라서 단‘질의 

기능적인 범주에서 변이의 효과 및 구조까지 고려된 해당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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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인과성 혹은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우선 순위 점수로 사용될 

수 있다)  

 

).. 연o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임상환경에서 예후' 예측 및 진단에 활용하기 위한 시퀀싱 분석이 

활–히 진행되고 있다 0-) 그러나 시퀀싱 기술의 근본적인 한계s 있고 

빠른 기술–전으로 그 품질에 대한 평s는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상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시퀀싱 정보는 거짓 양성 

변이의 최소화s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퀀싱 분석에서 거짓 

양성 변이를 배제하기 위한 과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이에 대한 추s 검증은 많은 시u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시퀀싱 결과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거짓 양성 변이를 제거하는 전략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퀀싱 기계에 따른 계통오류의 

정의s 선제되어야 하며 거짓 양성 변이를 배제하기 위한 특화된 

도구의 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많은 노력으로 참양성 변이를 확보하여 현재까지 멘델의 법칙을 따르는 

희귀질환에서 병인을 찾는데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GP:L 와 YJ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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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도 흔한변이에 대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왔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직 드문 변이에 대해서는 평s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며 유의한 변이를 찾았더라도 변이의 기능 및 해석에는 여전히 

한계s 있고 개인별로 추출되는 변이의 갯수s 너무 많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의미를 지닌 

유전자 단위의 변이의 효과를 합치는 유전자 점수 방법이 다수 소개 

되었으나 유전자 점수u의 특징은 비교된 적이 없다) 따라서 서로 다른 

유전자 점수에 대하여 성능을 평s하고 분석 목적에 따라 최적화된 

유전자 점수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s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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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시퀀싱 데이터에서 높은 신뢰도의 

변이를 얻기 위한 접근법 

 

2.) 연o배h 

최근 차세대 시퀀싱 기술이 급속히 –전함에 따라 많은 양의 데이터s 

생성되고 있으며 많은 수의 변이 또한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의 –전으로 시퀀싱 데이터의 품질 안정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술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하여 시퀀싱 에러s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의성이 높은 변이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구 결과s 반복 연구에서는 재현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시퀀싱 실험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약 ,% 정도로 알려≤ 있다 

(표 0)) 현재까지 시퀀싱 방법에 대한 취약점은 많이 보고되었으나 모두 

실험과정에서의 기술적 한계에 대한 주장이 많다 ,.'0.'0/) 시퀀싱 결과에 

대한 평ss 이루어진 논문은 특정 염기서열이 반복되는 lck 

WcadlYl]hm fY[]cb 을 마스킹하여 거짓 양성 결과를 줄였다는 것이다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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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 시퀀싱 장비별 에러율 

ARGtLUrS ArOSGry KrrUrs 7rrUr rGtK (%) 

Bllia]bU LiVgh]hih]cb r +), 

Bcb McffYbh BbXYl r , 

HlfcfX GUbcdcfY =YlYh]cb / 

IUW;]c BbXYl r , 

:XUdhYX ffca GGL f]YlX [i]XY MUVlY .W' -+,/ 

 

이 연구의 목표는 미국의 식품의약국에서 승인한 Bcb Ifchcb 시퀀싱 

장비를 이용하여 추출된 변이에 대한 시퀀싱 오류를 파악하고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거짓 양성 변이를 줄이는 것이다) 실제로 F]b]kYl Yh 

Ul)에서는 재정렬이 까다로운 IKGI 에 대하여 재정렬 상태를 확인하여 

거짓 양성 변이를 걸어내고 분석을 시작하였다 01) 

 

2.2 정렬된 리드(rKGd) 판독을 위한 캡쳐 도o b발 

시퀀싱 정보를 이용하여 재정렬된 리드들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거짓 양성 변이들을 찾아낼 수 있다) 리드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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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담고 있는 ;:F 파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BbhYf[Uh]jY 

GYbca]W O]YkYf (BGO)02 를 이용하여 확인이 s능하다) 사용자 중심의 

사용하기 편한 BGO 는 하나 혹은 적은 수의 ;:F 파일을 열람하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많은 수의 ;:F 파일에 대하여 진유전체에서 

–견되는 변이 수준을 열람하는데는 한계s 있다) 고배율 리드들은 

하나의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삽입된 변이는 표현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염기서열이 삽입된 것인지' 다양한 염기서열이 삽입된 

거짓 양성인지 판단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퀀싱 데이터에서 얻은 리드들의 정렬 상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참조하기 위한 도구인 <Udhif]b[ KYUX :l][baYbhg 

(<UKY:l) 를 개–하였다) <UKY:l 은 ;:F' 인u 참조 유전체 서열 

그리고 열람하고자 하는 관심 영역을 입력으로 받는다 (그림 .)) Imhhcb 

gWf]dh 언어로 구현되었으며' 우선 사용자 ;:F 파일의 관심영역을 

L:FMcclg03 를 통해서 텍스트 기반으로 추출하여 모든 리드 정보 및 

참조유전체 서열을 배열에 저장한다) 저장된 모든 배열에 대하여 

리드의 방향' 변이의 위치' 삽입 및 결실' 리드의 배율 등을 계산하여 

좌표 x을 K gcfhkUfY 의 입력으로 만들어주면 최종적으로 K 을 

실행하여 시t화된 정렬상태를 얻게된다) 이때 사용자의 선택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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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변이 목록인 O<F 와 <UKY:l 에서 동시에 제공해주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입력으로 넣어줄 수 있다) O<F 를 입력으로 사용하며' 

최종 캡쳐에 추출된 변이 정보를 포함하여 시t화를 해주며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입력으로 넣으면 사용자 관심영역에 속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유전자 심볼을 캡쳐의 제목으로 출력해주어 어떤 유전자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있다) 

본 도구는 BGO 에 비해서 약 2 배 빠르게 스냅샷을 얻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병렬 컴퓨팅 환경을 지원하여 이보다 더 빠르게 켭쳐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고배율의 리드정보를 하나의 그림에 담을 수 있으며' 

삽입*결실 변이도 모두 표현해주므로 명확하게 거짓 양성 변이를 

파악할 수 있다(표 1)) 거짓 양성 변이의 판별은 사용자 주관이 들어v 

수 있는 부분으로 특이적인 패턴이나 유전학적 s정을 거스르는 변이의 

본포 및 정렬 알고리즘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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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리드 정렬 캡쳐 도구 작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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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UKY:l 과 BGO 의 특징 비교 

8KGturKs 5GBK3R I9F 

M]aY% 
0)-1 a]bg 

(.),1 gYW * gbUdghch) 

.4)/2 a]bg 

(-.)13 gYW * gbUdghch) 

IUfUllYl Wcadih]b[ � l 

=]gdlUm ]bgYfhYX VUgY � l 

Liddcfh fill(XYdhh � l 

%KUbXcalm gYlYWhYX ,++ hUf[Yhg (lcW]) ]b U khclY([YbcaY gYeiYbW]b[ XUhU 

k]hh /+l) 

 

결과 파일의 위쪽에는 파일 이름' 염색체 위치' 유전자 이름' 배율을 

포함한 정보s 표시된다) 상단 패널의 막대 그래프는 배율을' 아미노산 

서열의 1 s지 s능한 오픈 리딩 프레임 그리고 인u 참조 유전체 서열 

정보s 표시된다(그림 /)) 또한 사용자의 O<F 파일의 변이 정보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형 접합체의 경우 ','' 동형 접합체의 경우 '-' 이다) 

삽입의 경우'%'' 삭제의 경우 '8' 를 표현한다) 정렬된 리드는 ':'' '<'' 'G' 

그리고 pMq 네 s지 색상으로 참조 유전체 기준으로 일치하지 않는 

변이를 표현하였고 삽입은 'B' 그리고 삭제는 '='로 표시된다) 꺽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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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의 방향은 리드의 방향을 나타내며' 순방향 정렬의 경우 '9' 와 

역방향 정렬은 '7' 로 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s 입력한 목표 

위치s s운데 검은 색 사t형으로 배치되며 이미지의 마지막 줄에는 

O<F 에서 존재하는 정보s 다시 한 ’ 표현된다)  

결과적으로 해당 도구는 시퀀싱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짓 양성 

변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환자군에서 리드 정렬 상태를 

체계적으로 열람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해당 툴의사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으며 툴은 hhhd5**kkk)gbiV])cf[*gcfhkUfY*<UKY:l* 에서 

내려 받기 s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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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거짓 양성 변이 판별을 위한 리드 정렬 캡쳐 도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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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오류가 발생하u 쉬운 영역에서 진유전체 변이 신뢰도 평가 

2.3.) d짓 양성 변이를 유발하는 i통오차 프로파일 

-)- 절에서 소개한 <UKY:l 을 이용하여 진유전체 시퀀싱 분석 결과에 

대하여 거짓 양성 변이s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영역에 존재하는 변이에 

대하여 리드 정렬 상태를 파악하여 계통오차 프로파일을 얻었다)  

 

본 연o에 사용된 자료원 

(,) Bcb Ifchcb 으로 시퀀싱된 -2 명의 진유전체 

(-) 변이s 코딩 영역임을 판단하기 위한 GMF 파일 (>bgYaVl 20)  

(.) XVLGI 데이터베이스 

(/) ,DGI 와 >l:< 공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MhYfac F]ghYf 회사 장비인 Bcb Ifchcb 을 이용하여 시퀀싱 되고 

변이까지 추출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여 s장 기본이 되는 환경변수 

x을 사용하여 변이를 얻었다) 얻어진 변이로부터 매우 드문 변이는 

그림 0 와 같이 공개 유전체 데이터 베이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XVLGI 에 보고되어 있는 있는 변이 120 개의 변이를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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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 거짓 양성 변이 판별 작업 흐름도 

 

약 1 만여명의 샘플 정보로 이루어진 공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고되지 않았으나 XVLGI 에 보고되어 있는 매우 드문 120 개의 

변이에 대하여 -2 명의 샘플에서 얻은 ,3'--0 개의 캡쳐를 전문s 

- 명이서 직접 눈으로 파악하여 거짓 양성 변이를 판별하였다) 위 

과정을 두 ’을 거쳤으며 한 ’의 과정을 마친 후 두 명의 전문ss 

에러의 기준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두 ’째 과정을 마쳤다) 첫 ’째 

과정에서 얻은 <chYbqg DUddU (!) x은 +)1./1 이었으며 두 ’째 

과정에서 얻은(!) x은 +)10,. 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 x은 아래 

수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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κ =
두	명의	평s자들의	일치	확률 − 	두	명의	평s자들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

1 − 	두	명의	평s자들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
 

 

이때 -�- 분할표를 이용하여 d+(두 명의 평s자들의 일치 확률)과 

dY(두 명의 평s자들이 우연히 잋리할 확률)은 아래와 같이 구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두 ’의 판별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두 명의 전문ss 

동의한 거짓 양성 변이는 .4.(03)-%)개' 두 명의 전문s의 의견이 

엇v린 거짓 양성의 s능성이 있는 변이는 ,-1 개 그리고 참으로 

평s되는 나머지 ,01 개의 변이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0,4 개의 거짓 

양성의 s능성이 있거나 거짓 양성인  변이의 리드 정렬 상태를 

파악하여 네 s지로 정리하여 Bcb Ifchcb 장비의 특이적인 에러 

프로파일을 정의하였고 –표하였다(표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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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거짓 양성 변이의 정렬 특성에 대한 계통오차 정의 및 설명 

i통오차 설명 

L]adl]W]hm 

fY[]cb 

LYeiYbWY WUllYX ]b fY[]cbg hUj]b[ Ub ibigiUl Wcadcg]h]cb 

cf biWlYch]XYg giWh Ug G<*:M(f]Wh UbX hcac(

*WcdclmaYf gYeiYbWYg) 

LGO WlighYf Filh]dlY (hhfYY cf acfY) jUf]Ubh WUllg XYhYWhYX ]b fYlUh]jYlm 

gaUll [Ybca]W fY[]cbg (id hc 0+ Vd)) 

IYf]dhYfUl 

gYeiYbWY fYUX 

OUf]Ubh WUllg hhUh cWWif bYUf hc (k]hh]b 0 Vd) cf Y]hhYf hhY 

ghUfh cf YbX cf fYUXg) 

;UgY ]bjYfg]cb LYeiYbh]Ul WUllg cf -o. Vd XYhYWhYX k]hh K>F(:EM 

]bjYfhYX VUgYg) 

 

참조 유전체 서열의 단순 영역에서 나타는 거짓 양성 변이는 그림 1U 

와 같이 pMq의 반복 서열로 이루어≤ 있는데 주변에 p<q 변이s 잘 못 

읽히는 경우s 생겨서 거짓 양성 변이를 보고하게 된다) 비교적 좁은 

영역에서 많은 단일 염기 서열 변이를 보고하는 그림 1V 도 거짓 양성 

변이의 한 예이다) 리드의 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p<q 의 

경우에도 거짓 양성 변이로 볼 수 있다(그림 1W)) 마지막으로 pMGq s 

pGMq 로 정렬된 리드도 거짓 양성 변이를 보고한다(그림 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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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계통오차 네 s지에 대한 리드 정렬 패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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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jt 알j리즘 적용을 통한 d짓 양성 변이 배제 

-).), 절에서 얻은 0,4 개의 거짓 양성 변이에 대하여' ,)-)- 절에서 

소개한 데 노보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 -+,(.3)2%)개의 변이는 더 

이상 보고되지 않고 .,3 개의 변이만이 재추출되게 된다) 즉' -+, 개의 

거짓 양성 변이는 고급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더 정교한 변이 추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3 개의 변이는 재추출되므로 앞서 소개한 변이 프로파일을 참조하여 

알고리즘의 개량을 필요로한다)  

 

2., kb 변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증d u반 신뢰도 평가 

위와 같이 계통오류를 이해하고 추출된 변이에 대하여 리드 재정렬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y력한 품질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변이에 대하여 직접 눈으로 리드 재정렬 상태를 

확인하기란 여전히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에게서 

보고되는 변이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보다는 기 보고된 변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효율적이다) 본 과정은 전장유전체 

데이터베이스인 ,GDI' 시퀀싱 데이터의 총 집합체인 [bca:=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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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델의 법칙을 따르는 희귀질환의 원인 유전자를 망라한 HFBF 을 

이용한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다수의 샘플에서 보고되었거나 

실험적으로 검증된 변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람수도 많고 인종군도 다양하므로 거의 

모든 변이s 보고 및 정리되어 인u의 대표 유전변이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s –견한 변이는 반드시 일반 인구집단의 대표 

데이터베이스인 ,DGI 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변이의 빈도를 통계적으로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DGI 데이터베이스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빈도s 낮은 변이s 사용자의 연구 집단에서 모두 

–견 되었다면 해당 변이는 거짓 양성의 확률이 높은 것이므로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한다) 반대로 사용자 연구 집단에서 ,+%의 빈도로 

–견된 변이s ,DGI 에서도 약 ,+%의 빈도로 보고되었다면 이는 

신뢰할만한 변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요약 

대다수의 변이는 특정 인종에서 혹은 일반인에서 공유되고 있으므로 

-)/ 절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지금까지 보고된 변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신뢰도를 평s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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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없는 매우 드문 변이의 경우 -). 절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시퀀싱 

특이적인 프로파일을 숙지하고 리드 정렬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위의 과정을 통해서 시퀀싱 실험 과정에서 –생할 수 

있는 계통오류를 최소화하여 최종적으로 신뢰도 높은 변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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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물유전체에서 시퀀싱 정보 분석을 위한 

유전자 u반 분석법 

 

3.) 연o배h 

질병과 연관이 있는 변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아미노산의 

변형' 보존 점수' 기능 점수 등 많이 접근법이 소개되어 왔으나 

유전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매우 적다) 유전자 단위의 분석은 

질병의 해석 등에 더 유리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수의 변이를 처리하는 것 보다 그 복잡도s 적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소개된 유전자 점수를 비교하고 특정 질병군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유전자를 참조하여 유전자 점수의 성능을 

파악하여 t 유전자 점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나아s 

약물유전체 분석에서 s장 성능이 좋은 유전자 점수를 이용하여 약물 

유– 표현형의 원인 혹인 연관 변이와 유전자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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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전자 점수 시스템 성능 및 특징 

본 연o에 사용된 자료원 

(,) IGL' KOBL' 그리고 G=B 유전자 점수 

(-) 표 / 에서 소개된 -0 개의 유전자 리스트 

 

3.2.) 유전자 점수 시스템의 비n 

s장많이 사용되고 있는 KOBL 와 G=B 유전자 점수와 IGL 를 비교하면 

표 3 과 같다) KOBL 는 대립형질의 빈도(UllYlY ffYeiYbWm' :F) 를 

이용하여 J,(,gh eiUfh]lY)에 해당하는 유전자는 p]bhclYfUbhq' J/(/hh 

eiUfh]lY)에 해당하는 유전자는 phclYfUbhq로 정의한다) G=B 는 

<:== 점수와 :F 를 이용하는데 분포의 이상치(cihl]Yf)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A][h 그룹으로 분류하고 ph][hlm XUaU[YXq로 정의하였다) 

IGL 는 점수체계에 따른 하위구조는 z고 있지 않다) t 유전자 점수별 

하위 구조별로 유전자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2 과 같다) KOBL 의 

phclYfUbhq 항목에 해당하는 유전자s IGL 에서 다른 군에 비해 더 

낮은 분포를 보이며 G=B 의 ph][hlm XUaU[YXq 항목에 해당하는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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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IGL 에서 더 낮은 분포를 보인다) 영(nYfc)에 s까울 수록 

pXUaU[YXq로 정의하는 IGL 와 G=B 는 방향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KOBL 는 유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확한 해석은 

어렵다)  

 

표 3 유전자 점수 시스템 비교 

CystKS CUurIK LKvKR BGTMK CuHMrUuV 

KOBL :F IcdilUh]cb S(3)-4' -4)20T 
J,5 BbhclYfUbh 

J/5 MclYfUbh 

J-(.5 chhYfg 

G=B 
<:== 

+ :F 
IcdilUh]cb S+' /-)4,T 

A][h5 h][hlm XUaU[YX 

Eck5 bc bcbgmbcbmacig 

BbhYfaYX]UhY5 chhYfg 

IGL LBFM BbX]j]XiUl S+' ,T G*: 

 

우선 KOBL 와 IGL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DYbXUllqg hUi (0) x은 

+)444 이지만 I x은 +)/44 로 유의하지는 않다) 반면 G=B 와 IGL 

점수는 0 x은 +)4+- 이며 I x은 +)++, 보다 작게 나타나 매우 

유의하다) 0 x은 아래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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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 	
부합	데이쌍의	수 − (비부합	데이터쌍의	수)

1
2 5(5 − 1)

	

 

위 통계 테스트는 K(.)+)-)에서 수행하였으며 Wcf()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50 

 
그림 2 유전자 점수의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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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유전자 점수 시스템의 평가 

알려진 질병 및 표현형에 대한 유전자의 목록은 표 / 에서 -0 개의 

유전자 리스트를 최적표준으로 삼았다) 세 s지 유전자 점수에 대하여 

tt의 점수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우선 순위를 매긴 후' -0 개의 유전자 

리스트에 존재하는 구성 유전자들이 t 유전자 점수에서 상위에 

속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으로 KH<(KYWY]jYf HdYfUh]b[ <hUfUWhYf]gh]W)를 

계산하였으며(그림 3)' 최적표준 리스트에 따라서 t 유전자 점수의 

상위부터 하위까지 전체 유전자에 대하여 민w도와 특이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어떤 유전자 점수s 어떤 유전자 리스트에서 두드러지게 

상위에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IYhfcjgk] Yh Ul)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지만 IYhfcjgk] Yh Ul)에서는 KOBL 점수만을 이용하여 

HFBF 유전자에 대해서만 검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전자 범주로 늘려서 세 s지 유전자 점수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KH< x을 비교하여 보면 IGL 는 HFBF 의 다섯개의 리스트에서 

:N<(UfYU ibXYf hhY WifjY)s 모두 +)1 을 넘지 않아 좋지 않은 성능을 

보였다(그림 4)) 복잡질환 중에서는 IhUaUWc[Ybca]Wg (:N< 8 +)13) 

에서 s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그림 ,+)' 세부적으로 :=F>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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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8 +)2-) 및 IhUfaGD; OBI (:N< 8 +)1.) 에서 G=B 및 KOBL 에 

비하여 s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그림 ,,)) KOBL 는 IGL 와 G=B 에 

비하여 HFBF 의 다섯개의 리스트에서 모두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이는 기존에 –표된 논문이 재현된 것이다 .+) 민w도(gYbg]h]j]hm)와 

특이도(gdYW]f]W]hm)는 tt 아래의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N< x을 계산하였다)  

민w도 = 	
참양성

참양성 + 거짓음성
 

특이도 =
참음성

참음성 + 	거짓양성
 

 

본 연구에서 :N< 를 구하고 KH< 를 시t화하기 위해 사용한 툴은 K 

(.)+)-)이며' dKH< (hhhdg5**WfUb)f(dfcjYWh)cf[*kYV*dUWkU[Yg*dKH<* 

]bXYl)hhal)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그림 8 9전자 점수 시스템 성능 평가 방0 



 
 

 
                    그림 9 희귀질환 관련 9전자8 대한 9전자 점수 성능 비교 



 
 

 
                   그림 10 1잡질환 관련 9전자8 대한 9전자 점수 성능 비교 



 
 

 

 
                       그림 11 약물 관련 9전자8 대한 9전자 점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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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전자 단위 접근.을 이용한 약물유발 표현형과 연관있는 변이 

및 유전자 추출 

 

본 연구3 사용된 자료원 

(1) 리토드린 투여받g 폐부종을 일으킨 산모 1, 명의 진유전체 

(() 리토드린 투여받g 부작용이 없었던 산모 1( 명의 진유전체 

()) 리토드린 투여받은 후 폐부종 및 심박 o속증을 보인 부작용 

산모 11 명 (1 i d치t 산모 4 명) 

(4) 리토드린 투여받g 부작용이 없었던 산모 4, 명 

(5) 약물을 투여받지 않은 건강한 산모 -. 명 

 

우선 (1)i (()의 진유전체 데이터를 이용하여 초p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5) 자료원을 이용하여 초p 분석 ci를 검증하였다. 

또한 제 ( 장에서 소개한 ‘차세대 시퀀싱 데이터에서 s은 신뢰도의 

변이를 얻p 위한 접n법’ 여i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분석법(m림 1()와 

적용한 분석법(m림 1))의 ci를 비교하였다. 초p분석을 진행한 

1, 명의 부작용l은 리토드린을 사용한 후 폐부종 증상을 보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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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세의 산모로 )- 주 이전에 분만한 산모 14 명i )- 주 이후에 분만한 

산모 ( 명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중 1( 명에 대해서t 조p진통 혹은 

조p양막파수 진w명i 스테로이드 투여 여부에 따라서 리토드린을 

사용하였으q 부작용이 없었던 환자를 대조l으로 선별하였으며, 

q머지 4 명에 대해서t 대조l을 구할 수 없었으며 )- 주 이후에 

분만한 산모 ( 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 명 대해서t 모두 전혈 

체취하여 플라즈마를 분리하g PED blMMD CEll i bSFFy CMAR )00-400 

S9 검체로부터 3N1 를 추출하여 7ML 1KNlISEO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진유전체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퀀싱은 7ML PPMRML, ThEPKM 

5IshEP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리드t ThEPKM 5IshEP 에서 제h해주t 

TM1P (TMPPELR MANNILG 1lIGLKELR PPMGPAK) AlIGLEP 를 이용하여 

정렬하였으며 변이t 61T8 ).)19 을 이용하여 추출하였g SLN4FF 

4.1,0 을 이용하여 주석처리 하였다. 

초p 분석은 진유전체 정보를 이용하여 샘플별로 19,-(9 개의 w백질을 

만드t 코딩 유전자에 대하여 P6S 를 f산하여 유전자 w위 분석을 

수행하였g, y불어 유해한 변이에 대한 피셔검증 ci의 h유되t 

ci를 최종적으로 얻b 되었다. 제 ( 장의 여i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분석은 w백질 pu에 영향을 미칠 a으로 예측 되t 미스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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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ELsE), r센스(LMLsELsE) m리g 리드쓰루(PEADRhPMSGh) 변이 

)0,4.5 개를 선별하여 S75T m리g 2133 점수를 주석처리 하였다. 

이후에 유전자 별로 각 샘플의 P6S 를 f산하여 폐부종을 일으킨 li 

대조l에 대하여 P6S 의 분포 차이를 SRSDELR’s R-REsR 를 수행하여 

P 값이 0.01 미만인 유의한 유전자 1(- 개를 선별하였으며, 각 변위 

별로t S75T ≤ 0.05 이g 2133 0 15 인 유해하다g 예측된 변이 

9,9(0 개를 선별하여 부작용li 대조l간 AllElE CAPPIEP(12)와 LML-

CAPPIEP 에 대하여 54T 를 수행하여 P 값이 0.01 미만인 변이 ,) 개를 

추렸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얻은 ci의 교집합을 

취하면 총 )) 개의 유의한 변이가 )( 개의 유의한 유전자를 보g하였다 

(표 9). 모든 분석은 2ELROS ,.9 환e의 서버에서 PyRhML (.- 버전i > 

sMFRTAPE ).0.( 버전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그a 1( i과 c법m o용t지 gl hb유전r ef u름도 (35, SuRbLU TM IllLlL KIUUPLU1 87D, 8PsOLU’s LYIKW WLsW) 



 

s 9 i과c법m o용t지 gl 그a 1( n ef 결과 

   A9C (RLISZC6)       

9LSL  7SsLRbl NLSL ;6 W-WLsW A 53C7, N21, 5DB=, N21( CPNSPMPKISW lTKus BLM 3lW 87D A C;8D 5366 

345511 7NC9000001(1(-0 0.0000 0.)19,Z0.0( 0..,00Z0.0) KOU1,04.()4))0 5 D 0.001) 0 (,.4 

3=AK( 7NC90000019.-9, 0.0049 0.1-5(Z0.0, 0.--54Z0.59 KOU1.05,(0)0-) 9 3 0.001. 0.01 (5., 

3BM;531 7NC9000001,059) 0.0000 0.0050Z0.01 0.99,)Z0.)4 KOU11011.0.1)45 3 D 0.004( 0 ().5 

3NKB61)6 7NC9000001-(9)( 0.0000 0.0.,(Z0.0. 0.9-40Z0.54 KOU110,-0591.5 9 3 0.000- 0.0( )).0 

59TUM50 7NC9000001-905. 0.0015 0.0..5Z0.)- 0.9590Z0.15 KOU901)()-54)( 5 D 0.00(- 0 ((.) 

56)9 7NC9000001,0,54 0.00(4 0.0001Z0.)- 1.0000Z0.(, KOU11011.(()14, D 5 0.001. 0 (4.- 

5:;)=1 7NC9000001))04. 0.004) 0.0001Z0.4( 1.0000Z0.(, KOU10(0)150),5 5 3 0.000- 0 (..0 

5AN7- 7NC9000001-.--) 0.0019 0.),0(Z0.10 0.-),(Z0.)( KOU1,0.9,,)0(5 5 D 0.0005 0 ().. 

5AD( 7NC90000015-1.4 0.004, 0.19..Z0.)9 0.,.1-Z0.4- KOU105),-,401 D 9 0.009) 0 15.. 

634( 7NC90000015)0-1 0.00() 0.(4-(Z0.)4 0.9(54Z0.(9 KOU50)9).(9-1 3 9 0.000- 0 (,.5 

763B 7NC9000001)59,0 0.0000 0.0001Z0.01 1.0000Z0.01 KOU(010951)5-( D 9 0.00), 0.01 (,.5 

7A95 7NC90000015((() 0.001( 0.)51)Z0.() 0.,5).Z0.1( KOU1.04)5)4,(. 9 3 0.00), 0.01 (,.( 

7CA=1 7NC9000001)54-, 0.0001 0.(-9,Z0.09 0.--(-Z0.)0 KOU1(05),.1..) 3 D 0.0000 0.0( (4.( 

8:651 7NC9000001)-4,0 0.0000 0.(,.)Z0.05 0.9190Z0.05 KOU4015).9,1,0 5 D 0.000- 0 (4.( 

9CDM) 7NC9000001)4(0( 0.00(1 0.0001Z0.1( 1.0000Z0.-4 KOU10110(.0-51 9 3 0.000- 0 )(.0 



 

:;CD1:1D 7NC9000001.-4-5 0.0000 0.().(Z0.11 0.9(.1Z0.0- KOU,0(,10-991 9 3 0.001. 0 (5.0 

:ENK 7NC90000014(149 0.00-( 0.(9(4Z0.(9 0.911.Z0.4- KOU(10)))-11() 5 D 0.00,1 0.0) (9.1 

=3M41 7NC9000000911), 0.000, 0.0001Z0.() 1.0000Z0.40 KOU-010-5,99,0 9 3 0.001. 0.0( )4.0 

=GA6( 7NC90000019-)5) 0.00(1 0.0001Z0.(9 1.0000Z0.40 KOU.014).)(50. 5 D 0.000- 0.0( ().0 

N33=36=1 7NC9000001,.0,0 0.000. 0.)9).Z0.4. 0.91,-Z0.(9 KOU110,4.(0,95 D 9 0.0009 0.0) (4.. 

N=BA14 7NC90000015.0-- 0.0000 0.09-0Z0.01 0.951,Z0.-4 KOU110-059.-. 9 3 0.005) 0.0( (..) 

OB10:) 7NC9000001-19), 0.0000 0.0001Z0.0) 1.0000Z0.09 KOU19015.5)0.0 9 3 0.000. 0.01 ()., 

A3AA3 7NC9000001.(-5( 0.0000 0.0001Z0.05 1.0000Z0.05 KOU9011.99-45- 9 3 0.00,( 0.01 (,.1 

B9=) 7NC900000(0551- 0.000( 0.0001Z0.(5 1.0000Z0.1, KOU190115(,-,5 9 D 0.0045 0 (,.0 

B:OD( 7NC9000001409.) 0.0011 0.4549Z0.0( 0.5,.,Z0.01 KOU1,0-(())1 5 D 0.000( 0 ().. 

BDDN 7NC9000001-,((5 0.000( 0.094)Z0.05 0.....Z0.-( KOU1.0,-.,)--) 3 9 0.00,( 0.04 )1.0 

C7D4A1 7NC90000015((1- 0.001, 0.(4,1Z0.(0 0..,04Z0.44 KOU1.04(5)11.4 5 D 0.00)- 0.01 )1.0 

CA7N 7NC9000000,55(, 0.004. 0.(05.Z0.1( 0.-4,(Z0.50 KOU101,(5,4)5 9 3 0.000- 0.04 (-., 

DM5, 7NC9000001415(4 0.0001 0.(-01Z0.(4 0.90-9Z0.(1 KOU1-0-,1(19(- 9 3 0.001. 0.01 (..) 

DM7M1-,3 7NC90000000(9)) 0.00(( 0.(9.4Z0.)( 0.9100Z0.)1 KOU-01505005)4 9 3 0.00(4 0 (4.. 

F6B-( 7NC9000001,,415 0.009. 0.4(9.Z0.1) 0.4)0)Z0.05 KOU1505)99(0,4 9 3 0.001. 0.0( (-.4 

H6::51( 7NC9000001,044, 0.00(9 0.(,-5Z0.(( 0...00Z0.4, KOU901)14.)551 D 3 0.000) 0 (..) 

H6::51( 7NC9000001,044, 0.00(9 0.(,-5Z0.(( 0...00Z0.4, KOU901)14.)-41 9 3 0.009, 0.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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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여S방법을 적용한 분석 방법에서는 (1) R개 유전체 데이터 

베이스에서 발결된 변이 포함, (() 발Nh지 않은 변이는 3=:e2A 을 

이용해서 s드 정렬 상태 확인, ()) 네 가지 에러 타입에 속하지 않으면 

포함 하는 세 가지 절차r 본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추가하였다 (그림 

1)). 결S적으로 a백질 기능에 영향을 미칠 L으로 예측h는 변이 

) 만여개 중, R개유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변이가 존재하지 않으면 거짓 

양성 변이라는 가정하에 기 보고된 (-,145 유전자좌r 선별하였으며 

이는 (.4 절에서 소개된 R개유전체 데이터 베이스r 이용한 여S방법에 

속한다. 여기에서는 다수의 R개유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1659 만을 사용하였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속하지 않았e 변이 

),)40 개에 c하여 (.( 절에서 소개한 3=:e2A 도구r 이용하여 s드 

정렬 상태 캡쳐r 모l 샘플에 c하여 얻었으며 (.) 절에서 소개된 네 

가지 에러 패턴에 속하는 변이는 추후 분석에서 배제 하였고 

1,0,9 개의 변이r 참양성으로 판a하였다. 위 S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총 (.,(14 개의 변이가 본 분석에서 사용h었으며 

여S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방법에서 사용된 )0,4.5 개의 변이보다 약 

( 천여개 적은 숫자이며 이는 거짓양성 변이로 판a하여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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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분석은 앞서 그림 1( 에서 적용한 방법을 똑같이 적용하여 유전자 

a위로 95S r P±하였고, 유해한 변이r 선별하여 통P적으로 유의한 

변이r 찾았다. 결S적으로 ( 개의 유의한 변이r G는 ( 개의 유의한 

유전자r 찾았다 (표 10). 첫째는 유전자는 39T( 이고 95S 는 

부작용군에서 0.19..±0.)9 (평균±표준편차), c조군에서 

0.,.1-±0.4- 로 나타나 D-DeCD 에서 910.004,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표 11), chr105),-,401 (rC(((9(91, 910.009)) 변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 두번째 유전자는 82272471 이고 부작용군에서 

95S 가 0.)9).±0.4., c조군에서 0.91,-±0.(9 로 P±h어 D-DeCD 에서 

910.000.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chr110,4.(0,95(rC1((()9.,, 

910.0009)변이r 찾았다. 위 두 개의 변이는 아직까지 s토드t 

약물S의 연T성이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발N이며 추후에 더 많은 

수의 샘플에서 K증 S정을 거칠 L이다.  



 

 
I림 13 여과 방O을 적T한 약M유전체 P석 흐K도 (1KGP, D;e 1000 GenAmeC PrAjecD; (), nEmber Af allele carrier; ,E3, 

,iC;erGC eFacD DeCD; gnAm(D, genAme aggregaDiAn daDabaCe; 10I0, 1nline 0endelian In;eriDance in 0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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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여g방법을 적용하여 얻은 유의한 유전자 

 P9S (NeEO±S6)  

9eOe 54S7, N3). 5CAL, N3)2 S%SeRS P 

5PC2 (.)100 ± (.31 (..0)/ ± (.,/ (.((,. 

N44L46L) (.3130 ± (.,0 (.1)./ ± (.21 (.(((0 

 

표 )) 5PC2 에서 유의하게 찾은 변이의 통d 검정 결g 

rR222121) 5ErrLer NPO%FErrLer CPSEM 

54S7 )) - ). 

5CAL 2 )( )2 

CPSEM )3 )- 20 

8LRKer’R P2(.((13, OA2 ))()./2%.1./) 

표 )2 N44L46L) 에서 유의하게 찾은 변이의 통d 검정 결g 

rR)222310. 5ErrLer NPO%FErrLer CPSEM 

54S7 )( . ). 

5CAL ( )2 )2 

CPSEM )( )0 20 

8LRKer’R P2(.(((1, OA2 :OI (N4%:OI) 

 

앞서 그림 )2 에서 얻은 결g 중, 그림 )3 에서 얻은 결gr 포함되어 

있지만 거짓양성을 변이와 유전자를 상당수 포함하e 있t (그림 ),). 

예를 들면, 그림 )- 와 같이 FKr)02-.2(3(/3%-.2(3(/, 위치에서 

2 개의 SND 가 보e되었t. )K9P 에 의하면 FKr)02-.2(3(/3 변이r 

2,(-, 명 중에서, 74S 2 명에서만 보e된 매우 드문 변이이t. 인접한 

변이인 FKr)02-.2(3(/, 의 c우, 48 가 (.33 인 SNP 이t.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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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상태를 보면 위 두 개의 변이를 모두 갖e 있te 보m 어려울 

뿐만 아s라 리드 정렬방법에 따라서 드문 혹은 흔한 변이가 

보e되었te 할 수 있t. 또한 그림 ). 처럼 네 가지 에러 패턴 중 

하n인 VSND FMTRSer’에 속하r 변이가 n타oe ). 명 중 

)2 명(/-%)에서 동형접합체로 보e 되었으며, )K9P 에서 48 (.)2 로 

발a된 SNP 이t. 하지만, 2,-(, 명 중에서 74S 에서r 전혀 발a되지 

않은 변이이t. 위와 같이 거짓 양성 변이를 최소화하m 위한 여g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결g에서r 유의한 결g를 찾았te 하더라도 

f개유전체 데이터 베이스에서 보e된 변이의 48 와r 큰 차이를 

보이며 리드 정렬 상태도 매우 의심스러운 패턴을 보인t. 모든 통d 

검정은 A(3.(.2)에서 수행하였으며 유전자 u위의 S%SeRS r S.SeRS()와 

변위 u위의 87C r ILRKer.SeRS()를 이용하였t. 

 

그림 ), 여g방법을 미/적용한 결g의 비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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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LPK2 에서 보e된 변이의 리드 정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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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7SPL) 에서 보e된 변이의 리드 정렬 상태 

 

5PC2 에서 찾은 rR222121) 의 c우 이미 뇌병증g 연h이 있te 

O=:= 에서 보e되어 있을 뿐만 아s라 해당 변이를 갖게되면 

5PC 효소 활동이 /(%로 줄어든tr 보e가 있t .). 아직 리토드린 

약물g의 상hhd를 밝혀지지 않은 매우 중요한 결g로 우리r 더 

많은 수의 샘플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플±이t임(8MTLGLgN) 

방법으로 검증하였t. 부작용군 및 대조군을 합하여 )3- 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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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으며, 부작용군 )) 명 중에r 초m 분석에 사용된 폐부종 환자 

, 명이 포함되어 있e n머지 / 명은 폐울혈, 심박l속증g 같은 t른 

부작용을 보인 산모들이t. 약물을 사용하였으n 부작용이 없었던 

,. 명g 건강한 산모 /0 명은 초m 진유전체 분석에서 사용하지 않은 

샘플이t. 플±이t임 결gr 부작용군g 대조군에 대하여 대립형질 

빈도를 이용한 8LRKer’R P3(.(,, 로 n타o으며, 유전좌형을 

우성대립인자로 가정하면 8LRKer’R P3(.(2(, 54CC 를 통해서도 

P3(.(2- 의 유의성을 보였t(표 )3). 뿐만 아s라 부작용군을 건강한 

산모군g 비i하여도 대립형질 빈도를 이용한 8LRKer’R P3(.(2- 로 

n타o으며, 유전좌형을 우성대립인자로 가정하면 8LRKer’R P3(.(,-, 

54CC 를 통해서도 P3(.()( 의 유의성을 보였t. 모든 통d검정은 

A(3.(.2)를 이용하였t.



 

 

 

표 1) rs(((9(91 변이 통계 플루이C임 검H 결과 

)rou9s 

A55e5ic (requency )enoty9e (dominant mode5)  

T ) (isher’s P 
OR 

(%5% CI) 
TT T) )) (isher’s P 

OR 

(%5% CI) 
CATT P 

14s5, 3011 1) 9 0.044 ).054 

(1.1(–..)0) 

) - 1 0.0(0 5.511 

(1.(.–()..) 

0.0(5 

198tr97, 304, -5 1- )1 1) ( 

14s5, 3011 1) 9 0.0(5 ).0)( ) - 1 0.045 4.-,( 0.010 

2547t6=, 30-. 1(- (9  (1.1.--.--) 50 (- 1  (1.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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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요약 

본 분석을 통해서 세 m지 유전자 점수 중, EGH m 약물 관련 유전자의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m장 두드러지는 성능을 보여 약물유전체 분석에 

m장 유리하다는 z론을 얻었다' 실제로 EGH 를 이용하여 약물 유발 

부작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부작용군과 대조군 분석에서 유의한 

유전자를 찾았다' 또한 유전자에 존재하는 변이에 대하여 샘플의 수m 

더 큰 외부코호트에서 t증하여 여전히 높은 유의성을 보이는 u을 

확인하였다' z론적으로 EGH 의 유용성을 입증하였을뿐만 아니라 

GKIH 는 멘델의 법칙을 따르는 희귀질환과 연관이 있는 유전자의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적합한 u으로 보아, 서로 다른 유전자 점수는 그 

목적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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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세대 시퀀싱 분석을 통해서 얻은 변이 정보에 대하여 

s’ 양성 변이를 판별하여 계통오류를 정의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높은 신뢰도를 p는 변이를 확보하여 유전자 점수 기법을 이용한 

약물유전체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근에서야 시퀀싱 정보의 오류를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시퀀싱 실험 방법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는 다수 있었지만 해당 문제점이 시퀀싱 z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m한 보고는 매우 드물며, Ion Eaocon 기계에서 발생하는 

계통오류를 파악한 u은 처음이다' 계통오류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변이 

추출 알고리즘을 더욱 정교하v 구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변이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추출되므로 ”조유전체의 특징 및 발y된 

대립형질의 빈도 등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무엇보다도 시퀀싱 

정보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s’ 양성 변이를 판별하는 과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들이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추후에 다른 실험 기법을 이용하여 t증을 하v 되므로 많은 시o 및 

비용이 요구된다' 또한 시퀀싱 정보의 재사용은 실험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추출된 변이에 대한 평m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매우 적합한 방법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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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싱 기술에 따라 계통오류m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계통오류m 고려된 고도화된 변이 추출 

알고르즘의 r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렬이 어려운 유전체 영역을 

정의하고 정확한 변이 추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양성 변이를 확보한 후 분석을 진행 하더라도 샘플의 수에 따라서 

급x히 늘어나는 전체 변이의 수는 하나의 정형화된 분석 방법을 

적용하기 매우 어려울뿐만 아니라 연구자에v 큰 장애물이다' 따라서 

무수히 많은 변이를 적절히 변형하여 의미있는 단위로 합칠 필요m 

있으며,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인 의미를 지닌 유전자 단위로 다수의 

변이에 대한 평m 방법 및 주석 정보를 합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다수의 유전자 점수법이 소r /+ 되었고 본 연구에서 다양한 질병의 

관점에서 적합한 점수를 비교 t증하였다' 또한 약물유전체 분석에 

최적화된 유전자 점수를 실제 약물유전체 분석에 적용하여 

약물부작용과 연관이 있는 유의한 변이 및 유전자를 찾을 수 있었으며 

더 많은 수의 샘플에서도 재t증되는 z과를 얻었다' 유전자 점수의 

비교 과정을 통해서 멘델의 법칙을 따르는 희귀질환 유전자의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좋은 성능을 보인 유전자 점수도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맞v 희귀질환, 드문질환 혹은 약물유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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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필요한 유전자 점수를 적절히 선택하여 활용하는 u이 

필요하다' 반대로 새로운 질병에 대한 정보m 부족하면 다수의 유전자 

점수를 적용해보고 질병의 특징을 유추해보는 u도 m능하다' 

마지막으로 질병의 범주를 고려한 유전자 점수의 적절한 활용뿐만 

아니라 질병과의 연관성이 알려진 유전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점자 

점수의 보정 및 발전도 요구된다' 

제 + 장에서 소r한 s’양성 변이를 제s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약물유전체 분석과 여과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분석 z과를 비교한 

제 , 장의 연구 z과를 보면 매우 흥미롭다' 약 + 천여r의 유전 변이m 

s’양성으로 판별되어 배제된 분석 z과는 전체를 이용한 연구 z과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s’ 양성 변이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u을 

확인하였다' 리드 정렬 상태를 확인하여 해당 변이들은 s’양성 

변이로 판별된 u이었으며 그 수m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과과정을 포함하는 분석이 더 s’ 양성 변이의 수m 명확히 적어 더 

정확한 z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해당 변이m 더 큰 수의 샘플에서 

재t증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은 약물유전체뿐만 아니라 

임상유전체 분석에서도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동화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 수 있으므로 시o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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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고도화된 변이 추출 알고리즘 및 s’ 양성 변이를 배제시키는 

자동화 과정의 r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소r된 유전자 점수법은 단일염기서열에 대해서만 다룬다' 

그러나 삽입(z실뿐만 아니라 복제수 변이 등 다수의 유전변이m 

발굴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에 대해서 유전자 단위 혹은 특정 

단위로 해당 변이의 정보를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무하다' 

무엇보다도 이들 변이는 인구 집단적으로는 매우 취합하기 어려운 

구조를 p고 있어 높은 밀도를 보이는 단일염기서열보다 다루기 

까다롭다' 따라서 유전체 관점에서 여러종류의 유전변이를 합치는 

방법론의 r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r인별 혹은 집단적인 유전자 

혹은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화된 점수를 얻어 질병 및 

표현형과의 직(o접적인 연관성을 알아내는 연구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유전체 분석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유전자 및 변이 

단위의 분석 방법을 수행하였으나 희귀질환 및 드문질환에 대해서도 

s시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nn의 비교m 필요하다' 이는 아직까지도 

질환별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분석법에 대한 정리m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질환별로 취해야 하는 전략이 매우 다름을 의미한다' 

z론적으로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는 유전체 분석은 추출된 전체 

변이로부터 s’ 양성 변이를 판별하여 배제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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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임상환경에서 요구하는 품질의 시퀀싱 z과로 

예측, 예후 및 진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약물유전체뿐만 

아니라 의료유전체 분석 전반적으로 유전자 점수와 q은 발전된 

분석법을 적용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범주 및 연구자의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석법을 선택해야 하w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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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PcioVlod H' ISTncXUhXnV P WXVW UaPRcXon oU cWT WdmPn VTnomT co 

QT dnSTa bTlTRcXeT RonbcaPXnc dbXnV G:GE++' LPbbTamPn LL, 

TS' EAoH 8ompdc 7Xol' +)1)4/(1+)3T1))1)+.' 

SoX31)'1,01(YodanPl'pRQX'1))1)+.' 

.+' ETcTabon I6, 9odVWch :, KPnn BG' IofPaSb EaTRXbXon 

BTSXRXnT3 6SePnRTb Xn 8ompdcPcXonPl 6ppaoPRWTb Uoa cWT 

6nPlhbXb oU =dmPn KPaXPncb' JodanPl oU BolTRdlPa 7XoloVh' 

+)1,4-+.(+1)3-)-0--)/,' SoX31)'1)1/(Y'YmQ'+)1,')1'))1' 

.,' HRWXamTa B, 9'6moaT G, IYPi JO, =Pll C, FdXnRT 8' IlldmXnP 

Taaoa paoUXlTb3 aTboleXnV UXnT-bRPlT ePaXPcXon Xn mTcPVTnomXR 

bTqdTnRXnV SPcP' 7B8 7XoXnUoamPcXRb' +)1/410(1)31+.' 

SoX31)'111/(b1+1.2-)1/-)20/-h' 

.-' FdPXl B, HmXcW B:, 8odplPnS E, Tc Pl' 6 cPlT oU cWaTT nTgc 

VTnTaPcXon bTqdTnRXnV plPcUoamb3 RompPaXbon oU Ion coaaTnc, 

pPRXUXR QXobRXTnRTb PnS XlldmXnP BXHTq bTqdTnRTab' 7B8 

GTnomXRb' +)1+41,(1)3,-1' SoX31)'111/(1-01-+1/--1,-,-1' 

..' ;aXcW B8' GTnclT mPbZXnV oU lof-RomplTgXch bTqdTnR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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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paoeTb WomoloVh bTPaRW' BPaXño-GPmíaTi A, TS' EAoH DC:' 

+)114/(1+)3T+1112' SoX31)'1,01(YodanPl'ponT'))+1112' 

./' BXnXZTl :K, KPllPQW HB, ATZ B, Tc Pl' FdPncXUhXnV paXon SXbTPbT 

pTnTcaPnRT dbXnV lPaVT popdlPcXon Roncaol RoWoacb' HRXTnRT 

IaPnblPcXonPl BTSXRXnT' +)1/41(,++)3,++aP2-,++aP2' 

SoX31)'11+/(bRXcaPnblmTS'PPS.1/2' 

.0' IWoaePlSbSóccXa =, GoQXnbon JI, BTbXaoe JE' IncTVaPcXeT 

GTnomXRb KXTfTa (IGK)3 WXVW-pTaUoamPnRT VTnomXRb SPcP 

eXbdPlXiPcXon PnS TgploaPcXon' 7aXTU 7XoXnUoamPcXRb' 

+)1,41-(+)3101-12+' SoX31)'1)2,(QXQ(QQb)10' 

.1' AX =, =PnSbPZTa 7, LhboZTa 6, Tc Pl' IWT HTqdTnRT 

6lXVnmTnc(BPp UoamPc PnS H6Bcoolb' 7XoXnUoamPcXRb' 

+))24+.(1/)3+)01-+)02' SoX31)'1)2,(QXoXnUoamPcXRb(Qcp,.+' 

.2' HTo =, EPaZ N, BXn 7J, HTo B:, KXm J=' :ePldPcXon oU TgomT 

ePaXPncb dbXnV cWT Ion Eaocon ElPcUoam co bTqdTnRT Taaoa-paonT 

aTVXonb' 7PnSPpPllX DG, TS' EAoH DC:' +)1041+(0)3T)111,)-' 

SoX31)'1,01(YodanPl'ponT')111,)-' 

/)' 8XnVolPnX E, ElPccb 6, LPnV AA, Tc Pl' 6 paoVaPm Uoa PnnocPcXnV 

PnS paTSXRcXnV cWT TUUTRcb oU bXnVlT ndRlTocXST polhmoapWXbmb, 

Hnp:UU3 HCEb Xn cWT VTnomT oU 9aobopWXlP mTlPnoVPbcTa bcaPXn 

f11114 Xbo-+4 Xbo-,' ;lh (6dbcXn)' +)1+4/(+)31)-2+' 

SoX31)'-1/1(Ulh'12/2.' 

/1' 8WTn N, BXidVdRWX =, NPo 9, Tc Pl' IWTamolPQXlT pWTnochpT oU 

RPanXcXnT pPlmXcohlcaPnbUTaPbT II ePaXPcXonb Pb P paTSXbpobXnV 

UPRcoa Uoa XnUldTniP-PbboRXPcTS TnRTpWPlopPcWh' ;:7H ATcc' 

+)).4.02(1))3+)-)-+)--' SoX31)'1)1/(Y'UTQblTc'+)).')+').)' 

/+' 8XadllX :I' IWT InRaTPbXnV ImpoacPnRT oU GTnT-7PbTS 6nPlhb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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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Qbon G, TS' EAoH GTnTc' +)1/41+(-)3T1)).1.+' 

SoX31)'1,01(YodanPl'pVT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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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A 사 C 

1KGE3 IWT 1))) GTnomTb EaoYTRc 

63 PSTnobXnT 

683 PllTlT RPaaXTa 

69B:3 PQboapcXon, SXbcaXQdcXon, mTcPQolXbm PnS TgRaTcXon 

6;3 PllTlT UaTqdTnRh 

6J83 PaTP dnSTa cWT RdaeT 

76B3 QXnPah PlXVnmTnc(mPp 

83 RhcobXnT 

86993 8omQXnTS 6nnocPcXon 9TpTnSTnc 9TplTcXon 

8PGT6l3 8PpcdaXnV GTPS 6lXVnmTncb 

86II3 8oRWaPn-6amXcPVT caTnS cTbc 

8I3 RonUXSTnRT XncTaePl 

8CK3 Roph ndmQTa ePaXPcXon 

8EI83 8lXnXRPl EWPamPRoVTnTcXRb ImplTmTncPcXon 8onboacXdm 

8cal3 Roncaol 

TFIATgpaTbbXon qdPncXcPcXeT caPXc loRX 

:g683 :gomT 6VVaTVPcXon 8onboacXdm 

;:I3 ;XbWTajb TgPRc cTbc 

G3 VdPnX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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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693 GTnTcXR 6bboRXPcXon 9PcPQPbT 

G9I3 GTnT 9PmPVT InSTg 

G:GE3 IWT GTnomXR :eoldcXonPah GPcT EaoUXlXnV 

Vnom693 GTnomT 6VVaTVPcXon 9PcPQPbT 

GI;3 VTnT caPnbUTa UoamPc 

GL6H3 GTnomT-fXST PbboRXPcXon bcdSh 

IGHG3 IWT IncTanPcXonPl GTnomT HPmplT GTbodaRT  

IGK3 IncTaVaPcXeT GTnomXR KXTfTa 

IC9:A3 XnbTacXon(STlTcTXon 

IGHG3 IWT IncTanPcXonPl GTnomT HPmplT GTbodaRT 

DBIB3 DnlXnT BTnSTlXPn InWTaXcPnRT Xn BPn 

DG3 oSSb aPcXo 

EWPamGK73 IWT EWPamPRoVTnomXRb KnoflTSVTQPbT 

EolhEWTn3 EolhmoapWXbm EWTnochpXnV 

EGCE3 EaXon EaocTXn 

GD83 aTRTXeTa opTaPcXnV RWPaPRcTaXbcXR 

GKIH3 GTbXSdPl KPaXPcXon IncolTaPnRT HRoaT 

HI;I3 HoacXnV IncolTaPnc ;aom IolTaPnc 

HK6I3 HTqdTnRT KTanTl 6bboRXPcXon ITbc 

HK6I-D3 HTqdTnRT KTanTl 6bboRXPcXon ITbc DpcXm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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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E3 bXnVlT ndRlTocXST polhmoapWXbm 

HCK3 bXnVlT ndRlTocXST ePaXPnc 

I3 IhmXnT 

IHH3 caPnbRaXpcXon bcPac bXcT 

E:3 pdlmonPah TSTmP 

EGH3 ETabonPlXiTS GTnT HRoaT 

KJH3 ePaXPnc oU dnZnofn bXVnXUXRPn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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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t 

 
Introd:.tion3 6SePnRTb Xn nTgc-VTnTaPcXon bTqdTnRXnV cTRWnoloVXTb WPeT 

plPhTS P ZTh aolT Xn RlXnXRPl bTccXnVb Uoa paoVnobXb, paTSXRcXon, PnS 

SXPVnobXb cWaodVW WdmPn VTnomT PnPlhbXb' LWXlT TgcaTmT bdRRTbb WPb 

QTTn PRWXTeTS Uoa cWT RlPbbXRPl bXnVlT-loRdb lTeTl PbboRXPcXon cTbc, QocW 

cWT lof bcPcXbcXRPl pofTa Uoa aPaT ePaXPncb PnS RWPnRTb Uoa UXnSXnV 

ePaXPncb oU dnRTacPXn bXVnXUXRPnRT WPeT paompcTS XneTbcXVPcoab co TgcTnS 

PbboRXPcXon PnPlhbXb QThonS cWT ePaXPnc-lTeTl PppaoPRW PnS RonbXSTa 

VTnT- oa aTVXon-QPbTS PbboRXPcXon PppaoPRWTb' BoaToeTa, cWT qdPlXch oU 

bTqdTnRXnV SPcP SdT co cTRWnXRPl lXmXcPcXonb WPb noc QTTn aTPRWTS P 

RlXnXRPl-VaPST VTnomT' ;Pa moaT ePlXSPcXon bcTpb PaT aTqdXaTS PnS 

XaaTpaoSdRXQlT aTbdlcb PaT mPXn XbbdTb Uoa bTqdTnRXnV SPcP PnPlhbXb' 

IWTaTUoaT, Xc Xb XnSXbpTnbPQlT co dcXlXiT noc onlh P mTcWoS co UXlcTa odc 

UPlbT pobXcXeT ePaXPncb, Qdc Plbo P VTnT-lTeTl PnPlhbXb mTcWoS cWPc 

oeTaRomTb cWT lXmXc oU P bXnVlT mdcPcXon PnPlhb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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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3 LT STeTlopTS P cool cWPc RPn TUUXRXTnclh XneTbcXVPcT cWT aTPS-

lTeTl PnPlhbXb co TgRldST UPlbT pobXcXeT ePaXPncb PnS YdSVTS fTPcWTa /0. 

dlcaP-aPaT ePaXPncb PaT UPlbT pobXcXeT Qh looZXnV Xnco cWT bcPcdTb oU aTPS 

PlXVnmTncb' IWTn, fT STUXnTS bhbcTmPcXR Taaoab Xn bTqdTnRXnV SPcP cWPc 

STcTRcPQlT Qh cWT pPccTanb oU PlXVnTS aTPSb' Io UXnS cWT dcXlXch oU VTnT-

bRoaXnV bhbcTmb, fT RompPaTS cWT pTaUoamPnRTb oU EGH, GKIH, PnS G9I 

bRoaTb Qh mTPbdaXnV bTnbXcXeXch PnS bpTRXUXRXch oU paXoaXcXiT cWT Znofn 

SXbTPbT PbboRXPcTS VTnTb Uoa VTnT-bRoaT dcXlXch' 

 

Res:3ts3 6monV cWT /0. dlcaP-aPaT ePaXPncb, fT YdSVTS cWPc .12 ePaXPncb 

fTaT UPlbT pobXcXeTb Qh XnbpTRcXnV aTPS-lTeTl' LT STUXnTS cWT bhbcTmPcXR 

Taaoab cWPc PUUTRc .12 UPlbT pobXcXeT (1) HXmplXRXch aTVXon, (+) HCK RldbcTa, 

(,) ETaXpTaPl bTqdTnRT aTPS PnS (-) 7PbT XneTabXon Taaoab' 6b P aTbdlc oU 

TePldPcXnV cWT pTaUoamPnRT oU cWT RdccXnV-TSVT VTnT-bRoaXnV bhbcTmb Xn 

ePaXodb SXbTPbT RPcTVoaXTb, PmonV cWT cWaTT VTnT bRoaTb, EGH bWofTS cWT 

WXVWTbc pTaUoamPnRT Xn cTamb oU cWT paXoaXch oU VTnTb aTlPcTS co 

EWPamPRoVTnomXRb RompPaTS co cWT ocWTab (6J8EGH 5 )'/1, 6J8GKI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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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J8G9I 5 )'/+)' 6SSXcXonPllh, Uaom cWT lXbc oU SadV-aTlPcTS VTnTb, 

EGH Plbo bWofTS oeTafWTlmXnV pTaUoamPnRT Uoa 69B: RoaT VTnTb 

(6J8EGH 5 )'0+, 6J8GKIH 5 )'.+, 6J8G9I 5 )'/.)' ;oa cWT DBIB aTlPcTS 

VTnTb, GKIH bWofTS WXVW pTaUoamPnRT Uoa DBIB =PploXnbdUUXRXTnRh 

VTnTb (6J8EGH 5 )'-/, 6J8GKIH 5 )'0+, 6J8G9I 5 )'-0)' 

 

Con.3:sion3 7PbTS on Uoda SXbcXnRc Taaoa pPccTanb oU ePaXPnc RPllXnV cWPc 

fT STUXnTS, cWT PlXVnmTnc bcPcdbTb oU bTqdTnRT aTPSb fTaT bhbcTmPcXRPllh 

XnbpTRcTS dbXnV P WXVW-pTaUoamPnRT PlXVnmTnc RPpcdaXnV cool' HXnRT 

plPcUoam-bpTRXUXR Taaoab RPn QT RoaaTRcTS dbXnV SXUUTaTnc bcaPcTVXTb, WXVW-

qdPlXch bTqdTnRTb aTqdXaTS Xn RlXnXRPl-VaPST VTnomT RPn QT oQcPXnTS 

cWaodVW cWXb paoRTbb' In PSSXcXon, EGH bWofTS cWT QTbc pTaUoamPnRT Xn 

SadV XnSdRTS pWTnochpTb fWTaTPb GKIH Xb QTbc UXc Uoa BTnSTlXPn SXbTPbT' 

Dda aTbdlc bWofb cWPc Pn PppaopaXPcT mTcWoS Uoa cWT PnPlhbXb bWodlS QT 

PpplXTS STpTnSXnV on cWT VTnTcXR RonSXcXonb' 

------------------------------------------------- 

Keywords: GTnomT, KPaXPnc, GTnT, 8lXnXRPl pWTnochpT, EaXoaXcXiPcXon 

St:dent n:4ber: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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