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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의 정의

1.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

  기존의 생어(Sanger) 시퀀싱 프로세스에 비해 향상된 

유전자 시퀀싱 기술로 DNA 또는 RNA 서열을 빠륵 분석

하여 DNA의 경우 whole-genome sequencing (WGS), 

whole exome sequencing (WES), TS 분석을, RNA의 경

우transcriptomics를 보기위한 RNA sequencing (RS) 분

석기법이다.

2. 액체 생검(LB)

  액체 생검(liquid biopsy)이란 암세포의 괴사과정에서 

생기는 미량의 암세포 DNA 조각을 말초혈액에서 찾아내

는 진단기술로  하여 혈류 속에 존재하는 종양세포나 종

양세포로부터 분비되는 DNA 핵산, 엑소좀(exosome), 

long non-coding RNA (lncRNA), microRNA (miRNA)등

을 분석해 이러한 유전적 정보에 기반하여 암을 진단하

는 방법이다. 

▶▶ 그림 1. 조직 생검 대 액체 생검

Ⅱ. LB 기반의 NGS 기술 응용

1. 액체 생검 기반 기술을 이용한 비침습적 고형암 

검사

  혈액 내에 존재하는 암세포 유래 DNA(Circulating 

Tumor DNA, ctDNA)를 NGS기술로 분석하여 암 발생 

및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기존의 암 검사가 조직 

샘플을 채취하는 것과 달리 혈액만으로 검사가 가능하

다. 목표 항암제 처방 등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

이 되며, 치료 후 예후와 내성을 추적 관찰할 수 있다. 

2.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을 이용한 비침습적 고형암 

검사

  기존의 단일 유전자 변이 검사와 달리 NGS 기술을 이

용하여 암 발생에 관련된 주요 유전자들의 다양한 변이

를 분석함으로써 암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인별 암 맞

춤 치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이다. 목표 항암

제 처방 등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단일 

유전자 검사와 달리 다양한 체세포성 암 관련 유전자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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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술은 하나의 유전체를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분해하여 각 조각을 

동시에 읽어낸 뒤, 전산기술을 이용하여 조합함으로써 방대한 유전체 정보를 빠르게 해독하는 방법이다. 한편, 액체 생검(LB, 

liquid biopsy)이란 암세포가 깨지면서 생기는 미량의 DNA 조각을 말초혈액 속에서 찾아내 암을 진단하는 기술로 조직 생검

(tissue biopsy)에 비해 비침습적이다. 본 논문은 NGS와 LB 기술을 접목했을 때 확진이 가능하고 예후 및 치료경과의 예측이 가

능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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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액체 생검 기반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 

응용 기술

▶▶ 그림 3. 액체 생검 기반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 

기술의 단계

Ⅲ. 기술 응용 분야

1. 질병의 진단(확진)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 증폭, 융합을 검출했을 때 

(예,  TET2, DNMT3A, TP53, SF3B1, SRS F2, U2AF1, 

ZRSR 2, ASXL1, RUNX1, EZH2, NR AS 등의 검출 시 골

수이형성 증후군으로 진단) 질환의 확진이 가능하다.

2. 예후 예측

  질병 예후에 대한 예측을 위한 표지자를 검출하여 (예, 

FLT3, NPM1, CEBPA 유전자 검사를 통해 급성골수성 백

혈병에서 예후를 평가 가능) 최적의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치료 경과 예측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끝난 환자에게서 미세잔존질환

(Minimal residual disease)를 평가하여,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혈액암의 재

발을 좀더 이른 시점에 예측할 수 있다. 

Ⅳ. 결론

  2017년 3월 1일부터 혈액암, 고형종양, 유전질환을 대

상으로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을 이용한 유전자 패

널검사에 대해 보험 급여(본인 부담50%)가 적용되게 되

었고, 검사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은 진단 시 1회 인정하

고, 재발 및 치료 불응 시에는 추가 1회를 더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향후 임상적 상용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고

형암의 경우 검체는 생검을 통해 침습적으로 수집해야하

고 추적검사가 쉽지 않아 치료경과 예측 등이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액체 생검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염기

서열분석법을 응용했을 때 질환의 확진 뿐만 아니라 예

후 예측과 치료 경과 예측이 가능하여 보다 효과적인 치

료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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