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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Next-generation sequencing is a powerful technology that
allows simultaneous analysis of several genes but also demands a welldesigned quality management system owing to its complexity. We aimed to
analyze the results of next-generation sequencing (NGS)-germline proficiency
testing (PT) survey perform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during 2017–2019 to assess the current status of the
NGS-based genetic testing in Korea.
Methods: The recent 3-year results from the PT survey were investigated.
During this period, PT survey was performed twice every year with two or
three challenges per round. Correct results (%) were calculated from all
tested regions; the trend by year and variation type was analyzed and the
probable causes estimated.
Results: During this period, the number of participating laboratories
increased from 5 to 22. The correct results were 97.2% in average and
showed a gradual increase with year. The most common ‘unacceptable’
results were false-negative or false-positive, followed by inappropriate
nomenclature and zygosity assignment.
Conclusions: The PT survey shows that the overall performance of NGS
laboratories in Korea is highly confident, although some improvements may
be needed. A method-based PT survey for the NGS test serves as a useful
approach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NGS laboratories.
(Lab Med Qual Assur 2020;42:48-53)
Key Words Next-generation sequencing, Proficiency test, Method-based
proficiency test

서론

실시됨에 따라 여러 임상검사실에서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패널을

이 분자진단에 도입되면서 단일유전자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우선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는 전통적 분자진단에서 수십 내지 수백 개 유전자의 정보를 동시
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분자진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

내에서도 최근 NGS 기반 유전자패널검사가 제한적 선별급여로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NGS 기술은 대용량의 유전자 정보를 상
대적으로 저비용에 제공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자진단에

NGS 검사는 검사절차가 다단계로 복잡할 뿐 아니라 NGS 장비에
따라 특정 종류의 오류에 취약할 수 있고, 생물정보학적 분석과정

에 따라 검출할 수 있는 유전자 이상의 유형 및 범위가 제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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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따라서 검사결과의 정확도를 보증하기 위해 검사단계별

신빙도조사용 전자데이터는 전장엑솜염기서열분석 데이터로부

정을 통해 엄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1-3].

였다. 선정된 특정 검사대상 부위에 대해 전장유전체염기서열분

또는 전체 검사과정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뿐 아니라 검사 전 과
일반적으로 신빙도조사는 분석물질에 특이적으로 고안되지만,

NGS 유전자패널은 대상으로 하는 질환의 종류 및 유전자 조합이
기관마다 다양하므로 분석물질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분석물질에 특이적인 신빙도조사프

로그램이 아니라 검사법 수행능을 평가하는 검사법 기반의 신빙도
조사프로그램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4,5].

저자들은 검사법 기반의 신빙도조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

현되어 지난 3년간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주관으로 시행된
NGS-germline 신빙도조사사업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NGS 유전
자패널 검사법의 정확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터 검사대상을 선정한 후 필요한 유전자 부위를 추출하여 제작하
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염기변이 유무 및 유형을 검증하였다. 필요
한 경우 염기변이 특이적 시발체를 이용하여 Sanger 염기서열분
석법으로 특정 염기변이를 검증하였다. 전장유전체염기서열분석

은 평균 30×, 전장엑솜염기서열분석은 평균 200×의 깊이(read
depth)가 되도록 하였다.

3. 신빙도조사 평가항목 및 기준

검체당 35–50개 내외의 검사대상 유전체 부위를 제시하였다.

전자데이터 검체는 제시된 전체 검사대상에 대해 염기변이의 유무

및 유형, 변이의 깊이, 변이 대립유전자 빈도, 동형/이형접합 여부,
염기변이의 명명, 임상적 의미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핵산 검체는

제시된 검사대상 중 해당 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유전체 부위

1. Next-generation sequencing-germline 신빙도조사
자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시행

한 NGS-germline 신빙도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기간 NGSgermline 신빙도조사는 연간 2회 시행되었고, 시행 첫 해인 2017

년은 회차당 1개 검체(1차는 전자데이터, 2차는 핵산), 그 이후부
터는 회차당 각각 2개 검체(전자데이터 및 핵산),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인 2019년 2차는 총 3개의 검체(2종의 전자데이터 및 1종의
핵산)를 사용하였다.

에 대해서만 동일한 항목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평가는 염기변이 유무, 염기변이 유형, 동형/이형접합 여부, 염

기변이 명명의 4가지 항목에 대해 시행하였다. 검사대상 유전

체 부위마다 상기 항목에 대해 모두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acceptable’로 평가하였고, 한 가지 항목이라도 허용기준을 만족

하지 못하는 경우 ‘unacceptable’로 평가하였다. 허용기준은 10
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한 항목은 80% 이상의 일치를 기준으로 하

였고, 80% 미만인 것은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참여기관이 10개
미만인 항목은 예상결과를 허용기준으로 하였다.

4. 자료분석 및 통계

2. 신빙도조사 물질 준비 및 특성 규명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신빙도조사프로그램에 참여

신빙도조사 물질은 세포주에서 추출한 핵산 및 여기서 유래한

한 기관 수와 검체의 검사대상 수를 조사하였다. 검체당 ‘correct

정으로 제작하였다. 전장유전체염기서열분석은 핵산을 추출한

수의 합을 분모로 하고, 이 중에서 ‘acceptable’ 결과를 보인 검사

전자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각 물질은 다음과 같은 과
후 insert size가 평균 550 bp가 되도록 분절하고 TruSeq DNA

Sample Kit (Illumina Inc., San Diego, CA, USA)를 이용하여
라이브러리를 제작한 후 HiSeq 2500 (Illumina Inc.)에서 2×

150 bp paired end 모드로 염기서열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장엑
솜염기서열분석은 핵산을 추출한 후 insert size가 평균 250 bp

가 되도록 분절하고 Agilent SureSelect Target Enrichment

System kit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

로 라이브러리를 제작한 후 HiSeq 2500에서 2×125 bp paired

results (%)’은 해당 검체마다 참여기관이 회신한 모든 검사대상
대상 수의 합을 분자로 하여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구하였다. 계산
된 ‘correct results (%)’의 연도 및 검사대상 염기변이 유형에 따
른 추이를 분석하였다. ‘Unacceptable’ 결과는 유형을 분석하고
가능한 원인을 추정하였다.

결과

NGS-germline 신빙도조사의 참여기관 수는 시범사업으로

end 모드로 염기서열분석을 시행하였다. 염기서열분석 원시 데

시행한 2017년도 1회차는 5개 기관, 2회차는 6개 기관이었다

index.shtml)로 hg19 표준염기서열에 정렬하여 bam 파일을 제

고, 회차당 최대 참여기관 수는 2018년 1차 18개에서 2019년 2차

이터는 BWA ver. 0.7.12 (http://bio-bwa.sourceforge.net/
작하였고, GATK HaplotypeCaller로 염기변이를 검색하였다[6].
www.jlmqa.org

(Table 1). 2018년부터 동일 회차에 2종 이상의 검체를 발송하였
22개로 증가하였다. 3년간 신빙도조사에 참여한 총 23개 기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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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2개 기관이 사용 중인 NGS 장비 및 시약 정보를 제공하였

SNV (96.4%), indel (91.0%) 순이었다. Indel 염기변이는 가장

개, 써모피셔 플랫폼(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여기관별로 ‘acceptable’ 결과의 백분율은 회차별로 차이는 있지

고, 이 중 일루미나 플랫폼(Illumina Inc.)을 사용하는 기관이 16
USA)을 사용하는 기관이 6개였다(Table 2). 검사대상 유전체 부

위는 검체당 평균 48.6개였고, 이 중에서 ‘no variant’는 30.6%

낮은 성적을 보였을 뿐 아니라 회차별 성적의 변동폭도 높았다. 참
만 일부 기관에서는 현저히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Fig. 1).

‘Unacceptable’ 평가결과를 4가지 평가항목-염기변이 유무,

였고 single nucleotide variant (SNV)는 63%, insertion/

염기변이 유형, 동형/이형접합 여부 및 염기변이 기술-에 따라 분

3년간 신빙도조사의 ‘correct results (%)’는 평균 97.2%였고,

이 중에서 평가항목별로는 염기변이 유무(64건; 위음성 56건, 위

deletion variant (indel)은 6.4%였다.

연도별로는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3). 염기변이 유형별

로 ‘no variant’가 99.6%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였고, 다음으로

석한 결과, 3년 동안 총 108건의 ‘unacceptable’ 결과가 있었고,
양성 8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염기변이 기술(32건), 동형/이
형접합 여부(11건), 염기변이 유형(1건) 순이었다(Table 4).

Table 1. Number of participants and NGS challenges during 2017–2019

Round

Sample

Participants

Target

2017-1

NGS(G)-17-01

5

35

2018-1

NGS(G)-18-01

18

50

NGS(G)-18-03

17

2017-2

2018-2
2019-1
2019-2

Mean

NGS(G)-17-02

6

NGS(G)-18-02

15

NGS(G)-18-04

17

NGS(G)-19-01

19

NGS(G)-19-02

22

NGS(G)-19-03

19

NGS(G)-19-04

22

NGS(G)-19-05

1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r number (%).
Abbreviation: NGS, next-generation sequencing.

15.7

No variant
11

49

16

13

50

15

49

13

52

16

50

15

50

16

50

13

50

50

48.6

Table 2. Sequencing platforms of 22 participants

Illumina

20

16

14.9 (30.7)

No. of
labora
tories

Equipment

MiSeq (Illumina)

Enrichment

SureSelect Target Enrichment (Agilent)

4

TruSight One Sequencing (Illumina)

2

Total

14

NextSeq (Illumina)

TruSeq Custom Amplicon (Illumina)
Others

2

1
9

16

Type of variant

Single nucleotide
variant

Indel

29

4

23

33

33

34

34

31

32

35

30

23

30.6 (63.0)

Thermo Fisher Scientific
Ion S5 XL (Thermo)
Ion Ampliseq (Thermo)

1

4

2

2

2

4

2

2

0

11

3.1 (6.4)

No. of
labora
tories
6

6

6

The instruments were from the following companies: Illumina Inc. (San Diego, CA, USA) and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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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변이 유무에서 ‘unacceptable’ 평가결과를 염기변이 유형

으로 나누어 보면, 위음성의 경우 SNV에서 50건, indel에서 6건
이었고, 위양성 8건은 모두 ‘no variant’였다. 검사대상 중 2건 이
Table 3. Overall survey results over 3 years

Sample

2017-1

NGS(G)-17-01

97.9

2018-1

NGS(G)-18-01

95.0

2017-2

2018-2
2019-1
2019-2

Mean

NGS(G)-17-02
NGS(G)-18-02
NGS(G)-18-03
NGS(G)-18-04
NGS(G)-19-01
NGS(G)-19-02
NGS(G)-19-03

NGS(G)-19-04

NGS(G)-19-05

Total

Indel

100.0

94.5

100.0

89.9

100.0

98.2

100.0

96.2

100.0

100.0

100.0

NA†

99.6

96.4

100.0

98.9

98.6

93.3

93.5

100.0

98.0

97.6

97.4

100.0

98.8

100.0

97.2

99.0

99.6

100.0

95.2

100.0

100.0

97.2

96.3
98.3
99.3

95.2

염기변이 기술에서 ‘unacceptable’ 평가결과를 보인 경우는

SNV에서 25건, indel에서 7건이었다. 이를 원인에 따라 분류하
한 경우와 변이의 위치(numbering)를 잘못 기술한 경우가 각각

Single
No
nucleo
variant
tide
variant

96.9

들 기관에서 발생한 위음성이 전체 위음성의 92.6%였다.

면, 제시된 RNA reference transcript 외 다른 transcript를 사용

Correct results (%)

Round

상의 반복적인 위음성을 보인 참여기관은 총 4개 기관이었고, 이

50.0

NA*

84.6
96.2

100.0
88.1

91.0

Abbreviations: NGS, next-generation sequencing; NA, not avail
able.
*Four indel variants were included in the sample, but all these
variants were excluded from the evaluation because agreement
was achieved among less than 80% of participants. †No indel
variant was included in the sample.

8건으로 가장 많았다(Table 5). 다음으로는 표준염기서열이나 변

이염기서열을 잘못 기술한 경우, 변이를 coding DNA reference

sequence 대신 non-coding DNA reference sequence를 사용
하여 기술한 경우, 사무적 오류, 표준아미노산서열을 잘못 기술한
경우 등이 있었다.

3년간 신빙도조사에 포함된 총 검사대상 수는 535개였는데, 이

Table 4. Unacceptable results from the four evaluation compo
nents

Sample
NGS(G)-17-01

NGS(G)-17-02

NGS(G)-18-03

4/0

NGS(G)-18-02

NGS(G)-18-04

NGS(G)-19-01

NGS(G)-19-02

NGS(G)-19-05
Total

Variant
type

Zygo
sity
1

2/0

24/3

NGS(G)-19-04

90

0/0

NGS(G)-18-01

NGS(G)-19-03

100

False
neg/
pos

7/2

1

0/2

Nomen
Total
clature

3

1

3/0

3/1

2

1/0

2

0/0

12/0

56/8

1

2

11

Abbreviation: NGS, next-generation sequencing.

3

7

34

7

15

1

1

1

5

3

5

32

3

10

4

8

9

3

19

108

%

80

2

70
60

Table 5. Common causes of incorrect response in nomenclature

Laboratory
A
B
C

Cause

Use of different RNA transcript

50
2017-1

2017-2

2018-1

2018-2

Year

2019-1

2019-2

Fig. 1. Performance by laboratories in the next-generation
sequencing-germline proficiency testing survey. The laboratory
A and B showed much improved performance in the next round
of the survey compared to the first survey. The laboratory C
participated in only two target regions in the 2019-1 survey and
failed both of them due to the transcriptio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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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으로 지난 3년간 평균 15개 이상의 국내 NGS 검사기관이

300

회차당 평균 48개 검사대상에 대해 참여하였고, 평가 가능한 검사

대상 중 97.2%의 ‘acceptable’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국내 NGS 검
사기관이 우수한 NGS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200

정량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검사수행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NGS 검

사에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었다. 첫째, ‘unaccep

100

table’ 결과의 상당수는 위음성 또는 위양성이었고 이들 오류는
일부 검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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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t allele frequency (%)
Fig. 2. Distribution of variant allele frequency considering hetero
zygous variants only.

중에서 참여기관 간 80% 미만의 일치를 보여 평가에서 제외된 경

우는 16개였고, 2017년에 0개, 2018년에 12개, 2019년에 4개였

다. 염기변이 유형별로는 SNV 및 indel이 각각 8개에 해당하였다.
전체 337개 SNV 중에서 평가에서 제외된 SNV의 비율은 2.4%였

고, 전체 34개의 indel 중에서 평가에서 제외된 indel의 비율은
23.5%로, SNV 염기변이에 비해 indel 염기변이에서 평가 제외되

해당 기관에서는 분석파이프라인에서 염기변이 발굴기준에 대
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Human Genome

Variation Society에서 제시하는 염기변이의 명명법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기술
이 가능할 때 가장 3’ 위치로 기술하고 있는지, 또 제시된 RNA

reference sequence에 따라 표준염기서열 및 변이염기서열을

기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째, indel 염
기변이는 SNV 염기변이에 비해 염기변이 발굴, 염기변이 기술 등
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점검
및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년간의 짧은 기간

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흔히 발생하였다.

에 수행된, 그것도 검사법 기반의 신빙도조사결과를 이용한 것이

변이에 대해 참여기관이 보고한 변이 대립유전자 빈도의 분포는

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unacceptable’ 결과의 원인을

전체 검사대상 중에서 ‘acceptable’ 평가결과를 보인 이형접합

Fig. 2와 같았다. 95% 이상의 참여기관이 40%–60%의 변이 대

립유전자 빈도를 보고하였고, 변이 대립유전자 빈도를 30% 미만
또는 75% 이상으로 보고한 기관은 전체의 0.6%에 불과하였다.

고찰

어서 국내 NGS 검사기관의 전체 검사수행능에 대한 평가로 일반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기서 제시한 원인은 확정된 것이
라기보다 추정에 가깝다는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주관한 NGS-

germline 신빙도조사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내 NGS 검사기관의

검사수행능은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수하였으

신빙도조사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검사실의 검사수행능을

실제로 개선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드물지만, 일부 연구는 신

빙도조사프로그램이 검사프로토콜의 오류를 찾아내거나 또는 검
사법과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7,8]. 아울러 통상적인 검사대상 특이적 신빙도조사프로그램

뿐 아니라 검사법 기반 신빙도조사프로그램도 해당 검사법을 시행
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수행능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할 기회를 제

며, 검사법 기반의 신빙도조사프로그램이 이러한 NGS 검사기관
의 검사수행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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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NGS-germline 신빙

도조사프로그램은 NGS 검사를 위한 검사법 기반의 신빙도조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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