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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서론: 국내 2018 년도 기준으로 여성에서 전체 암 발생 중 유방암 발생이 20.5%로

1 위를 차지하였으며 난소암 발생은 여성 전체 암 중 2.5%를 차지한다. BRCA1, 

BRCA2 는 돌연변이와 관련된 유전적 요인의 강력한 인자로 유방암 및 난소암의

바이오마커이다. BRCA1, BRCA2 유전자는 종양 억제 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에 해당하며 종양유전자(oncogene)와 다르게 ‘hotspot’이 존재하지 않아

특정 영역이 아닌 유전자 전장을 확인해야 한다. BRCA1, BRCA2 유전자 검사에는

일반적으로 Sanger 염기서열 분석이 사용되었으나 시간과 인력,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타겟 캡쳐

방법인 암 진단 키트 ‘DxSeq BRCA 1/2’를 사용하여 BRCA1, BRCA2 전장을

검사하고 표준검사법인 Sanger 염기서열분석결과와 국내 시판 허가된 타사의

앰플리콘 방법의 BRCAaccuTest 와 비교하여 BRCA 1/2 유전자 검사 키트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방법: 서울아산병원에 BRCA1/2 검사가 의뢰된 검체로, Sanger 염기서열분석으로

변이 유무가 확인된 144 개의 검체를 이용하였다. 타겟 캡쳐 방법인 ‘DxSeq 

BRCA 1/2’으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실행하여 Sanger 염기서열 분석과

앰플리콘 방법의 BRCAaccuTest 와 비교하였다.

결과: 타겟 캡쳐 방법의 염기서열 분석 결과와  기존의 알고 있던 Sanger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비교했을 때 임상적 민감도 100%, 임상적 특이도 100%, 양성

예측도 100%, 음성 예측도 100%를 보였다. 앰플리콘 방법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체 일치율 89.1%를 보였다. 앰플리콘 방법의 타사

염기서열 분석에서 5 건을 검출하지 못하였으며, 이 중 4 건은 Indel variant 이며

1 건은 CNV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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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에서는 타겟 캡쳐 방법의‘DxSeq BRCA 1/2’이 표준검사법인

Sanger 염기서열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며 타사의 앰플리콘 방법의 키트에 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DxSeq BRCA 1/2’는 임상

검사실에서 유방암 및 난소암의 유전적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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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보건복지부와 중앙 암 등록 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2018년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으로 여성에서 전체 암 발생 중 유방암

발생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에서 발생한 전체 암 중 20.5%(발생자수

23,547명)로 나타났다. 난소암 발생은 여성 전체 암 중 2.5%(발생자수

2,898명)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변화율을 보면 유방암은 연간

변화율 4.3%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1

유방암 환자 중 5-10%, 난소암의 환자 중 20%는 유전자 이상에 의해

발생하며, 대부분은 유전자 이상과 관련 없이 발생한다.2 유전자 이상에 의해

발생한 유방암 및 난소암 환자에서 상당수의 유전자 변이는 가장 중요한 유방암

감수성 유전자로 알려져 있는 BRCA1 (breast cancer susceptibility gene 1)과

BRCA2 (breast cancer susceptibility gene 2)에 존재한다.3 BRCA1 과 BRCA2 는

각각 염색체 17q21.31과 13q13.1에 위치하며 약 110kb와 약 84.2kb로 이루어진

매우 큰 유전자이다. 4

BRCA 유전자는 종양 발생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이며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데 관여하여 유전체를 안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BRCA1, 

BRCA2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이 유전자들이 코딩하는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변형이 일어나 손상된 DNA에서 올바른 복구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세포들은 추가적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암을 유발하게

된다.5 BRCA1 돌연변이시 70세까지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은 57%, BRCA2

돌연변이시 49% 이며 BRCA1 돌연변이시 70세까지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은

40%, BRCA2 돌연변이시 18%로 보고되어 있다. 6

이처럼 BRCA1과 BRCA2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관련된 유전적 요인의

유방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고 이는 전체 유전성 유방암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BRCA1, BRCA2 유전자 돌연변이는 유방암 및

난소암에 대해 명확한 바이오마커임을 확인할 수 있다.7,8

암이 발병하는 원인은 크게 유전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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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담배, 방사선, 자외선,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등이라 할 수 있다. 유전적

원인은 종양 관련 유전자에 발생하는 생식세포 변이(germline variant)에 의해 암

발생 소인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유전자 이상을 일으키는 주요 유전자를 크게

종양유전자(oncogene)와 종양 억제 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로 구분할 수

있다. 9

종양유전자(oncogene)은 유전자 변이로 인해 암세포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촉진시키는 유전자이다. 정상 세포에도 proto-oncogene 상태로 존재하며 세포의

증식, 분열의 제어 등 성장을 촉진하는 유전자에 발생하는 activating mutation에

의해 코딩하는 단백질의 기능을 증폭시켜 암을 유발하게 된다. 

종양유전자(oncogene)의 경우 mutation이 집중되어 있는 ‘hot spot’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이 특정한 영역을 확인하여 환자의 암 발생 위험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종양 억제 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는 정상세포에서

무분별한 세포의 분열과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유전자이며 loss-of-

function mutation이 발생하면 세포의 분열과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을 상실하여

세포의 과잉성장이 일어나 암을 유발하게 된다. 종양 억제 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는 oncogene과 달리 대부분 ‘hotspot’이 존재하지 않는다.

BRCA1, BRCA2 는 종양 억제 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에 해당하여

특정한 영역이 아닌 유전자 전장을 확인해야 유전자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10,11

BRCA1, BRCA2 유전자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Sanger 염기서열분석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BRCA1, BRCA2 유전자는 크기가 비교적 큰 편이고, 

엑손 개수도 많아 많은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된다. 최근에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법을 사용하여 BRCA1, BRCA2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차세대 염기서열분석은 하나의 유전체를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분해하여 장비가 인식할 수 있는 특정 염기서열을 가진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붙여주어 동시에 읽어낸 뒤 전산기술을 이용하여 조합함으로써 방대한 유전체

정보를 빠르게 해독하는 방법이다. NGS는 대량의 검체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검사할 수 있고 다수의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처리량을 가져 BRCA1, 

BRCA 2 의 변이를 찾아내기 좋은 검사법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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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검사법은 선별 방법에 따라 앰플리콘 방법과 캡쳐 방법으로

나뉜다. PCR 프라이머로 증폭을 하는 앰플리콘 방법은 짧은 준비시간, 상대적 적은

양의 DNA를 필요로 하여 잘 디자인된 작은 수의 유전자 패널에 대한 검사에

유용하다. 프로브(probe)로 교합하는 캡쳐 방법은 패널의 유전자 수가 많아지거나

엑솜 시퀀싱을 수행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MiSeqDx 장비를 이용한 암 진단 키트 ‘DxSeq BRCA1/2’를

사용하여 타겟 캡쳐 방법을 사용해 BRCA1, BRCA2 전장을 확인하여 유전성

돌연변이의 여부를 검사하고, 이 결과를 표준검사법으로 생각되는 Sanger 

염기서열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임상적 민감도 및 임상적 특이도를 평가하였고 국내

시판 허가된 다른 제조사의 앰플리콘 방법의 키트인 BRCAaccuTest와 비교하여

일치도를 비교하여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기반 BRCA 1/2 유전자 검사 키트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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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및 방법

1. Sample selection

유전자 검사에서 유전형이 확인된 환자의 DNA 검체를 익명화하여

개인식별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서울아산병원의 개인식별코드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서울아산병원에 BRCA1/2 검사가 의뢰된 검체 중, 변이의 위치를

고려하여 검체를 선정한 뒤 적정량의 잔여 검체가 남아 있는 검체를 선택하였다. 

그 후 Sanger 염기서열로 변이를 확인하였다. Sanger 염기서열 방법으로 BRCA

변이가 확인된 59개의 검체와 CNV 양성 1개 검체, 그리고 임상적으로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으로 BRCA1/2 검사가 의뢰된 검체이나 유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은

음성인 84개 검체를 선정하였다. 

2. 실험

총 144개의 검체를 준비하여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을 실행하였다. 검사에 사용된

검체는 말초혈액에서 QIAGEN QIAamp DNA Mini Kit(QIAGEN, Hilden, 

Germany)를 이용하여 추출되었다. Proteinase K 20μL, sample 200μL, AL 

buffer 200μL를 넣어 혼합한 후 56℃로 10분 incubation을 하였다. Ethanol 

200μL를 넣고 혼합 후 column에 넣고 8000 rpm에서 2분 동안 centrifuge를

하였다. 새로운 collection tube에 옮겨 AW1 buffer 500μL를 넣어 8000 rpm, 2분

centrifuge를 하였다. AW2 buffer 500μL를 넣어 14000pm, 3분 centrifuge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14000 rpm, 3분 centrifuge를 하여 남아있는 ethanol을

제거하였다. Column을 새로운 tube에 옮겨 AE buffer 50μL를 넣어 실온에 20분

incubation을 한 뒤 8000 rpm으로 1분 centrifuge를 하여 최종 산물을 취하였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에는 capture 방법인 암 진단 키트 ‘DxSeq BRCA 

1/2’(Dxome, Seongnam, South Korea)가 사용되었으며 ‘MiSeqDx(Illumina, 

San Diego, CA, USA) 기기를 이용하여 제조사 매뉴얼에 따라 검사되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에는 위해 준비된 DNA를 Covaris ME 2200(Thermo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로 평균 150~250bp 크기를 목표로 절편화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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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eStation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으로 50~700bp 

구간의 DNA size의 평균을 구하여 확인하였다. 절편화된 DNA 35μL 와 10X EA 

buffer 5μL, EA Enzyme 10μL을 pipetting하여 혼합한 후 Thermal cycler를

이용하여 4℃에서 1분, 20℃에서 30분, 65℃에서 30분 동안 PCR을 하여 End 

Repair and A-tailing 과정을 시행하였다. Adaptor ligation을 위하여 앞 단계의

산물 50μL와 5X Ligation Buffer 20μL, Adaptor 5μL, Ligation Enzyme 10μL, 

nuclease-free water 15μL를 pipetting하여 혼합한 후 thermal cycler에서

20℃에 15분 incubate 한 뒤, USER enzyme 3μL를 넣어 혼합한 후 thermal 

cycler를 이용하여 37℃ 15분 incubation을 하였다. Purification을 위해 cleanup 

bead 100μL와 혼합하였다. 상온에서 5분 incubate 한 후 magnetic stand에

3분간 방치한 뒤 bead가 혼입되지 않도록 상층액을 제거하고 80% fresh ethanol 

500μL를 넣었다. 상온에서 1분 incubate 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는 과정을 2번

반복하였다. 잔여 ethanol를 제거한 뒤 bead를 건조시키고 nuclease-free water 

22μL를 넣어 혼합한 뒤 상온에서 3분간 incubate 한 후 magnetic stand에 3분간

방치한 뒤 상층액 20μL을 취하였다. Purification한 Adaptor ligated library 

20μL에 i5 Index 2.5μL, i7 Index 2.5μL, 2X PCR Master Mix 25μL를 혼합하여

mixture를 만들고 이를 thermal cycler에서 98℃ 2분 initial denature 시킨 후, 

98℃ 20초간 denature, 65℃ 30초 annealing, 72℃ 1분 extension 시키는 반응을

10-14cycle 시행한 뒤 72℃ 10분간 final extension 시키는 조건으로 pre-

PCR을 시행하였다. 증폭시킨 library 50μL에 cleanup bead 50μL를 혼합해

purification을 반복하였다. TapeStation으로 증폭된 index-tagged library의

크기가 300~400bp가량인지 측정하여 QC를 진행하였다.

1.5ml tube에 총 pool의 mass가 1500ng이 되도록 8개의 index library를 약

187.5ng이 되도록 pooling을 하였다. Vacuum concentrator를 이용하여 mixture를

건조시켜 준비하였다. Hybridization을 하기 위해 Hybridization mix를 65℃에

10분 incubate, 상온에 5분 incubate한 Hybridization mix 20μL, Probe mix 

4μL, nuclease-free water 3μL를 혼합한 뒤 thermal cycler에서 95℃ 2분

incubate 한 후 on ice로 5분 incubate 하여 준비하였다. Dried library pool과

Blocker Solution 5μL, Universal Blockers 8μL를 혼합한 후 thermal cycle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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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분 incubate 하고 상온에서 3분 incubate 하였다. 앞 단계에 만들어 둔

mixture에 incubate가 끝난 혼합물 전량을 넣고 혼합해주었다. Hybridiztion 

enhancer 30μL을 넣고 혼합 후 thermal cycler를 이용하여 70℃ 16시간

incubate하였다. binding buffer, wash buffer 1, wash buffer 2를 준비한 후

streptavidin bead 100μL, binding buffer 200μL을 넣은 후 혼합하고 magnetic 

stand에 1분0간 방치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이를 2회 더 반복하고 마지막

wash 후 binding buffer 200μL 넣은 후 혼합하여 준비를 완료하였다.

16시간 hybridiztion 단계가 완료된 직후 straptavidin beads가 들어있는 tube에

넣어준 뒤 혼합하여 상온에서 30분 incubate하였다. magnetic stand에 1분간 방치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wash buffer 1 200μL을 혼합하고 새로운 1.5ml tube로

옮겨 magnetic stand에 1분간 방치 후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48℃ pre-warmed 

wash butter 2 200μL을 넣은 후 혼합한 후 magnetic stand에 1분 방치 후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2회 반복하여 총 3번 진행하였다. 이후 잔여 wash buffer 

2를 제거 후 nuclease-free water 45μL 넣은 후 혼합하여 captured DNA를

확보하였다. Captured DNA 22.5μL, Amplification primers 2.5μL, 2X post-PCR 

master mix 25μL를 혼합 후 thermal cycler에서 98℃ 45초 initial denature, 

98℃ 15초 denature, 60℃ 30초 annealing, 72℃ 1분 extension시키는 것을

10-16cycle 반복한 뒤 72℃ 10분 final extension하는 조건으로 post-PCR을

진행하고 purification을 반복하였다. 준비된 hybrid captured DNA library 검체를

Tapestation과 fluorometer를 이용하여 DNA의 크기가 200~700bp로, 농도를

4nM로 맞추었다. 그 후 증폭된 target captured library를 Illumina platform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Miseq DX(Illumina Inc., San Diego, CA, USA)장비로

sequencing을 진행하였다. 

Miseq Dx에서 얻은 염기서열 검사 결과를 장비 내장 소프트웨어인 Miseq 

Reporter를 사용하여 demultiplexing 후 FASTQ 파일로 변환하였다. 이 FASTQ 

파일을 DxSeq NGS Gene Analysis System (Dxome, Seongnam, Republic of 

Korea)을 이용하여 이후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였다. DxSeq NGS Gene Analysis 

System에 포함된 세부 프로그램들과 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각 rea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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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A, Samtools를 사용하여 reference sequence (GRCh37 assembly)에 맞추어

alignment를 하였다. Alignment를 시행한 뒤, GATK MarkDuplicate를 이용하여

중복된 read를 제거하였다. 이후 indel이 있는 read를 GATK Realigner를 통해

재배열하였고, 재배열된 read의 base quality를 GATK BaseRecalibrator로 다시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GATK PrintReads를 통해 read filtering 및 최종 bam 

파일 생성을 시행하였다. 이후 GATK HaplotypeCaller를 이용해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과 indel 검출을 시행하여 vcf 파일을 생성하고, DxSeq software 

version 1.0.1을 사용하여 검출된 variant에 관련 정보를 annotation 하였다.

3. Statistical analysis

1차 유효성 평가를 위해 Dxseq BRCA1/2로 검사한 염기서열분석 결과와 기존에

알고 있던 Sanger 염기서열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임상적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를 계산하였다. 통계분석방법에 따라 99.5%보다 큼을

확인하고 유의수준 5%일 때의 양측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1차 유효성 평가

방법은 기존의 확인된 Sanger 염기서열분석 결과가 음성인 검체가 시험 키트 결과

음성으로 나오면 진음성으로, 양성으로 나오면 위양성으로 판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확인된 Sanger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검체가 시험 키트 결과 음성으로 나오면

위음성이며 양성으로 나오면 진양성으로 판정하였다.

2차 유효성 평가를 위해 프로브(probe)로 교합하는 캡쳐 방법의 키트인 Dexseq 

BRCA1/2으로 검사된 평가결과와 앰플리콘 방법의 키트인 BRCAaccuTest

(NGeneBio, Seoul, South Korea)으로 검사된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전체 일치도를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방법에 따라 유의수준 5%일 때의 양측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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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Sanger 염기서열을 기존에 시행하였던 총 144개의 검체에서 DxSeq BRCA1/2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 중 84개는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60개에서 변이가

발견되었다. 기존의 확인된 Sanger 염기서열 결과와 비교한 결과 ‘DxSeq 

BRCA1/2’의 결과와 Sanger 염기서열분석 결과가 모두 일치하였으며 발견된

변이는 각각 nonsense variant 22개, missense variant 1개, Indel variant 31개, 

intronic variant 5개로 이루어졌다. Sanger 염기서열분석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copy number variation 변이가 추가로 1개 발견되었다.（Fig. 1）

DxSeq BRCA1/2 검사를 시행하여 총 144개의 검체를 검사하여 1차 유효성 평가

를 위해 참조표준결과에 맞추어 검체를 분류하였으며 결과가 모두 일치하였다.

(Table 1) 염기서열 분석에서 internal quality control 결과는 수용가능한 결

과를 보였으며 average depth의 평균은418.1x(139.7x~799.4x)이였다. 분류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임상적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를 계산하였으며

각각 100%, 100%, 100% 그리고 100%이며 위양성, 위음성의 사례는 없었다. 

2차 유효성 평가를 위해 sanger 염기서열 검사로 검증된 46개의 양성 검체에

대해 앰플리콘 방법의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검사인 BRCAaccuTest를

시행하였으며 캡쳐 방법인 DeSeq BRCA1/2의 결과와 비교하여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총 ４６개의 검체에서 결과가 일치하였고, 5개는 위음성에

해당하는 사례였다． 전체 일치율은 89.1%이며,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검체

5개는 위음성 사례였다. 4건은 Indel variant이며 앰플리콘 방법의 차세대 염기서열

검사 결과에서 Not detected 결과로 나타났다.（Fig. 2）1건은 CNV이며 앰플리콘

방법의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검사법으로는 검출이 불가능하였다. (Table. 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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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ypes of tested variants (n = 144) in BRCA1 and BRC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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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Visualization of discrepant variants from target capture and amplicon methods.

(A) D114, (B) D126, (C) D138, (D) D139. The results marked with (a) are the results of DxSeq BRCA1/2, and the results marked with 

(b) are the results of BRCAaccuTest.  

（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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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Sanger sequencing and DxSeq BRCA 1/2.

DxSeq BRCA 1/2

Sanger sequencing

Positive Negative

Positive 60 0

Negative 0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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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２. Sample list of results by gene panel.

Test

ID
Gene Nucleotide change AA change Interpretation

Variant 

Type 
Dxome results(NT)

Dxome 

results(AA)

BRCAaccuTe

st results

D85
BRCA
2

c.9253delA
p.Thr3085Glnfs*1

9

Likely 

Pathogenic(LP)
Indel c.9253delA

p.Thr3085Glnfs*1

9
Not tested

D86
BRCA
1

c.4027_4051delinsT

C

p.Asp1343Serfs*

5

Likely 

Pathogenic(LP)
Indel

c.4027_4051delinsT

C

p.Asp1343Serfs*

5
Not tested

D87
BRCA
2

c.8186delA
p.Lys2729Argfs*

4

Likely 

Pathogenic(LP)
Indel c.8186delA

p.Lys2729Argfs*

4
Not tested

D88
BRCA
2

c.8488-1G>A
Pathogenic(P)

intronic c.8488-1G>A Not tested

D89
BRCA
1

c.520C>T p.Gln174*
Likely 

Pathogenic(LP)

Nonsens

e
c.520C>T p.Gln174* Not tested

D90
BRCA
2

c.8969G>A p.Trp2990*
Pathogenic(P)

Nonsens

e
c.8969G>A p.Trp2990* Not tested

D91
BRCA
2

c.4766delC
p.Pro1589Glnfs*2

8

Likely 

Pathogenic(LP)
Indel c.4766delC

p.Pro1589Glnfs*2

8
Not tested

D92
BRCA
2

c.5351delA
p.Asn1784Thrfs*

7

Likely 

Pathogenic(LP)
Indel c.5351delA

p.Asn1784Thrfs*

7
Not tested

D93
BRCA
2

c.8488-1G>A Pathogenic(P) intronic c.8488-1G>A Not tested

D94
BRCA
1

c.5496_5506del11in

sA
p.Val1833Serfs*7

Likely 

Pathogenic(LP)
Indel

c.5496_5506del11in

sA
p.Val1833Serfs*7 Not tested

D95
BRCA
2

c.7480C>T p.Arg2494*
Pathogenic(P)

Nonsens

e
c.7480C>T p.Arg2494* Not tested

D96
BRCA
1

c.302-2A>C
Pathogenic(P)

intronic c.302-2A>C Not tested

D97
BRCA
1

c.928C>T p.Gln310*
Pathogenic(P)

Nonsens

e
c.928C>T p.Gln310* Concor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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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8
BRCA
1

c.2830delT p.Cys944Valfs*56
Likely 

Pathogenic(LP)
Indel c.2830delT p.Cys944Valfs*56 Concordance

D99
BRCA
1

c.2563C>T p.Gln855*
Pathogenic(P)

Nonsens

e
c.2563C>T p.Gln855* Concordance

D10

0

BRCA
2

c.3744_3747delTGA

G

p.Ser1248Argfs*1

0

Likely 

Pathogenic(LP)
Indel

c.3744_3747delTGA

G

p.Ser1248Argfs*1

0
Concordance

D10

1

BRCA
2

c.7480C>T p.Arg2494*
Pathogenic(P)

Nonsens

e
c.7480C>T p.Arg2494* Concordance

D10

2

BRCA
1

c.5509T>C p.Trp1837Arg

Variant of 

Uncertain 

Significance(VU

S)

Missens

e
c.5509T>C p.Trp1837Arg Concordance

D10

3

BRCA
2

c.1399A>T p.Lys467*
Pathogenic(P)

Nonsens

e
c.1399A>T p.Lys467* Concordance

D10

4

BRCA
1

c.4065_4068delTCA

A

p.Asn1355Lysfs*

10

Variant of 

Uncertain 

Significance(VU

S)

Indel
c.4065_4068delTCA

A

p.Asn1355Lysfs*

10
Concordance

D10

5

BRCA
1

c.922_924delinsT p.Ser308*
Likely 

Pathogenic(LP)

Nonsens

e
c.922_924delinsT p.Ser308* Concordance

D10

6

BRCA
1

c.1823delA p.Lys608Argfs*4
Likely 

Pathogenic(LP)
Indel c.1823delA p.Lys608Argfs*4 Concordance

D10

7

BRCA
2

c.5576_5579delTTA

A
p.Ile1859Lysfs*3

Likely 

Pathogenic(LP)
Indel

c.5576_5579delTTA

A
p.Ile1859Lysfs*3 Concordance

D10

8

BRCA
2

c.7480C>T p.Arg2494*
Pathogenic(P)

Nonsens

e
c.7480C>T p.Arg2494* Concordance

D10

9

BRCA
2

c.1888dupA p.Thr630Asnfs*6
Likely 

Pathogenic(LP)
Indel c.1888dupA p.Thr630Asnfs*6 Concordance

D11

0

BRCA
2

c.9253delA
p.Thr3085Glnfs*1

9

Likely 

Pathogenic(LP)
Indel c.9253delA

p.Thr3085Glnfs*1

9
Concordance

D11

1

BRCA
2

c.1399A>T p.Lys467*
Pathogenic(P)

Nonsens

e
c.1399A>T p.Lys467* Concor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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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

2

BRCA
1

c.5445G>A p.Trp1815*
Pathogenic(P)

Nonsens

e
c.5445G>A p.Trp1815* Concordance

D11

3

BRCA
1

c.5445G>A p.Trp1815*
Pathogenic(P)

Nonsens

e
c.5445G>A p.Trp1815* Concordance

D11

4

BRCA
2

c.2798_2799delCA p.Thr933Argfs*2
Likely 

Pathogenic(LP)
Indel c.2798_2799delCA p.Thr933Argfs*2 Not detected

D11

5

BRCA
1

c.2281G>T p.Glu761*
Likely 

Pathogenic(LP)

Nonsens

e
c.2281G>T p.Glu761* Concordance

D11

6

BRCA
1

c.(441+1_442-

1)_(4185+1_4186-

1)del

Variant of 

Uncertain 

Significance(VU

S)

CNV

Exon 8-12 deletion 

by CNV detection 

algorithm

Not tested

D11

7

BRCA
1

c.3627dupA p.Glu1210Argfs*9

Variant of 

Uncertain 

Significance(VU

S)

Indel c.3627dupA p.Glu1210Argfs*9 Concordance

D11

8

BRCA
2

c.1399A>T p.Lys467*
Pathogenic(P)

Nonsens

e
c.1399A>T p.Lys467* Concordance

D11

9

BRCA
1

c.81-9C>G

Variant of 

Uncertain 

Significance(VU

S)

intronic c.81-9C>G Concordance

D12

0

BRCA
1

c.5496_5506delinsA p.Val1833Serfs*7
Likely 

Pathogenic(LP)
Indel c.5496_5506delinsA p.Val1833Serfs*7 Not tested

D12

1

BRCA
2

c.1399A>T p.Lys467*
Pathogenic(P)

Nonsens

e
c.1399A>T p.Lys467* Concordance

D12

2

BRCA
1

c.1511dupG p.Lys505*
Likely 

Pathogenic(LP)

Nonsens

e
c.1511dupG p.Lys505* Concordance

D12

3

BRCA
1

c.3627dupA p.Glu1210Argfs*9

Variant of 

Uncertain 

Significance(VU

S)

Indel c.3627dupA p.Glu1210Argfs*9 Concor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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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

4

BRCA
2

c.5576_5579delTTA

A
p.Ile1859Lysfs*3

Likely 

Pathogenic(LP)
Indel

c.5576_5579delTTA

A
p.Ile1859Lysfs*3 Concordance

D12

5

BRCA
1

c.5445G>A p.Trp1815*
Pathogenic(P)

Nonsens

e
c.5445G>A p.Trp1815* Concordance

D12

6

BRCA
1

c.911_918dup p.Lys307Serfs*10
Likely 

Pathogenic(LP)
Indel c.911_918dup p.Lys307Serfs*10 Not detected

D12

7

BRCA
2

c.7480C>T p.Arg2494*
Pathogenic(P)

Nonsens

e
c.7480C>T p.Arg2494* Concordance

D12

8

BRCA
1

c.66dupA p.Glu23Argfs*18
Likely 

Pathogenic(LP)
Indel c.66dupA p.Glu23Argfs*18 Concordance

D12

9

BRCA
2

c.7480C>T p.Arg2494*
Pathogenic(P)

Nonsens

e
c.7480C>T p.Arg2494* Concordance

D13

0

BRCA
1

c.4335_4338dup
p.Gln1447Argfs*1

6

Likely 

Pathogenic(LP)
Indel c.4335_4338dup

p.Gln1447Argfs*1

6
Concordance

D13

1

BRCA
2

c.9253delA
p.Thr3085Glnfs*1

9

Likely 

Pathogenic(LP)
Indel c.9253delA

p.Thr3085Glnfs*1

9
Concordance

D13

2

BRCA
2

c.6332dupA
p.Arg2112Glufs*1

7

Likely 

Pathogenic(LP)
Indel c.6332dupA

p.Arg2112Glufs*1

7
Concordance

D13

3

BRCA
1

c.5467+1G>A
Pathogenic(P)

intronic c.5467+1G>A Concordance

D13

4

BRCA
1

c.2400_2402delinsT

T
Lys800Asnfs*3

Likely 

Pathogenic(LP)
Indel

c.2400_2402delinsT

T
Lys800Asnfs*3 Concordance

D13

5

BRCA
1

c.3982dupT p.Ser1328Phefs*2
Likely 

Pathogenic(LP)
Indel c.3982dupT p.Ser1328Phefs*2 Concordance

D13

6

BRCA
2

c.5576_5579delTTA

A
p.Ile1859Lysfs*3

Likely 

Pathogenic(LP)
Indel

c.5576_5579delTTA

A
p.Ile1859Lysfs*3 Concordance

D13

7

BRCA
2

c.8732delC
p.Ala2911Glufs*1

6

Likely 

Pathogenic(LP)
Indel c.8732delC

p.Ala2911Glufs*1

6
Concordance

D13

8

BRCA
2

c.8172_8175delGTG

G

p.Trp2725Metfs*

7

Likely 

Pathogenic(LP)
Indel

c.8172_8175delGTG

G

p.Trp2725Metfs*

7
Not detected

D13

9

BRCA
1

c.3442delG p.Glu1148Argfs*7
Likely 

Pathogenic(LP)
Indel c.3442delG p.Glu1148Argfs*7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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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4

0

BRCA
1

c.390C>A p.Tyr130*

Variant of 

Uncertain 

Significance(VU

S)

Nonsens

e
c.390C>A p.Tyr130* Concordance

D14

1

BRCA
1

c.5266C>T p.Gln1756*
Pathogenic(P)

Nonsens

e
c.5266C>T p.Gln1756* Concordance

D14

2

BRCA
2

c.4523dupG p.Gln1509Thrfs*5
Likely 

Pathogenic(LP)
Indel c.4523dupG p.Gln1509Thrfs*5 Concordance

D14

3

BRCA
2

c.9076C>T p.Gln3026*
Pathogenic(P)

Nonsens

e
c.9076C>T p.Gln3026* Concordance

D14

4

BRCA
2

c.6553delG p.Ala2185Leufs*6
Likely 

Pathogenic(LP)
Indel c.6553delG p.Ala2185Leufs*6 Not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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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최근 들어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검사법은 기존에 사용되던 Sanger 염기서열을

대체하여 암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임상에 상용화되어 응용되고 있다. 지속적

NGS기술 개발로 새로운 검사 키트 개발이 많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NGS 

플랫폼들을 검증하고 성능을 비교하는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번

연구에서는 target-capture 방법인 암 진단 키트 ‘DxSeq BRCA 1/2’를

사용하여 BRCA1/2의 검사 결과를  Sanger 염기서열 결과와 비교, 타사 앰플리콘

방법의 암 진단 NGS 키트와 비교하여 임상적 성능을 검증하였다.

BRCA1, BRCA2 유전자의 경우, tumor suppressor gene으로 임상적 의미가 있는

변이들이 특정 hotspot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전자 전장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잘 고안된 BRCA 유전자 검사는 BRCA1, BRCA2 coding region 전체를

cover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검증에 이용할

검체를 선정할 시에 각각의 변이의 위치를 고려하여 검체 분포가 BRCA1, 

BRCA2 유전자 전장에 걸쳐 있을 수 있도록 환자의 검체를 선정하였다.（Fig．３）

변이의 종류 또한 Indel variant가 31개, single nucleotide variation이 28개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검증용 검체 선정을 통해, 많은 수의 검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DxSeq BRCA 1/2’ 가 BRCA1, BRCA2 유전자 전장에 걸쳐 SNV/ 

Indel variant를 검출하는 성능이 양호함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DxSeq BRCA 1/2’을 사용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결과와 Sanger 염기서열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1차 임상적 성능을 평가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임상적

민감도와 특이도는 100%와 100%에 해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DxSeq 

BRCA 1/2’을 사용했을 시 기존에 사용했던 Sanger 염기서열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DexSeq software를 통해 annotation이

이루어진 결과를 보았을 때에도, Sanger 염기서열로 검출된 변이와 명명법상으로

모두 일치하고 있어, annotation tool의 성능도 임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였다. 

기타 다른 연구에도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결과는 Sanger 염기서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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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가 있다. 12-14

캡쳐 방법의 키트인‘DxSeq BRCA 1/2＇와 타사의 앰플리콘 방법의 키트를

비교해본 결과 5개의 결과가 불일치 하였다. 4개의 불일치의 사례는 앰플리콘

방법에서 해당 변이를 검출 하지 못하여 발생한 위음성 결과였다. 검출에 실패한

변이 4개 모두 Indel variant로， 앰플리콘 방법의 키트에서는 감지하지

못하였다. 차세대 염기서열검사법은 한 번의 검사로 수백만 개의 시퀀스를 읽고

전체 게놈, 엑솜, 표적화 된 유전자 패널 등 염기서열 분석에 빠르고 높은 처리량을

제공한다. 하지만 생성되는 시퀀스 읽기의 길이가 150-250bp로 짧아 읽어야할

수가 많아 복잡성이 증가하여 insertion/deletion같은 Indel이나 반복되는 서열에서

정확한 정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15 만일 Indel의 크기가 시퀀스 읽기

길이의 절반보다 큰 경우， 돌연변이 시퀀스를 포함하는 NGS read가 제대로

정렬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앰플리콘 방법의 차세대

염기서열검사법은 Indel, SNV에 대해 취약하다. Primer binding 부위와 Indel이

겹치는 경우 오류로 인해  coverage 균일성이 낮아지게 되어 시퀀싱 판독이

불가능하게 된다. 반면 캡쳐 방법의 차세대 염기서열검사법은 SNV 및

insertion/deletion을 비교적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 또한 copy number 변화, 

대규모 게놈 재배열도 식별 가능하다. 16

본 연구에서 Copy number variation(CNV)의 경우 ‘Dxseq BRCA 1/2’ 에서만

1건 검출되었으며 앰플리콘 방법인 BRCAaccuTest에서는 검출되지 못하였다. 

Sanger 염기서열분석 검사는 염기서열 분석에 있어 gold standard 로 여겨지고

있지만, 검사법의 한계 상 copy number variation를 검출할 수 없다. CNV 검출에

사용할 수 있는 분자 진단 기법에는 microarray를 사용한 방법과 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fication (MLPA) 등이 있지만, 염기서열을

검사하는 Sanger 염기서열분석과 별도로 시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한편 NGS를

통해서 CNV를 검출해 내는 방법도 고안되었고, 크게 paired-end mapping, split 

read, read depth, de novo assembly of a genome, 그리고 이를 조합하는 방법의

크게 다섯 가지 전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17,18 이 중 ‘DxSeq BRCA1/2’는

read depth에 기반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NGS sequencing data의 coverag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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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정보를 이용해 해당 영역의 deletion 또는 duplication을 추측하여 CNV를

검출하고 있다. CNV는 가족성 유방암환자에서 0.44-0.8%의 빈도로 보고되고

있다. CNV는 유전자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전자량변화에 해당하는

duplication이나 deletion같은 변이들이 해당 유전자의 최종적인 유전자산물인

전사체, 혹은 단백질의 증가나 감소를 유발한다고 증명되고 있어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CNV를 찾아내는 변이 검출능은 NGS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다른 차세대 염기서열검사법 비교 연구에 따르면 캡쳐 기반 방법이 앰플리콘 기반

방법보다 coverage가 더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19,20  또한 Probe를 통하여

교합하는 캡쳐 기반 방법이 시퀀싱 복잡성 및 균일성 측면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연구에 사용된 ‘DxSeq BRCA 1/2’이 앰플리콘

방법의 패널과 비교하였을 때 좋은 성능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

검사실에서 환자 진료를 위한 검사로써 유의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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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Location of BRCA1 and BRCA2 variant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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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In 2018, breast cancer was the most common cancer type of 

women and accounted for 20.5% of Korean women’s cancer cases. Ovarian 

cancer accounted for 2.5% of Korean women’s cancer cases. BRCA1 and 

BRCA2 mutations are powerful genetic factors associated with cancers and 

are biomarkers of breast and ovarian cancer. BRCA1 and BRCA2 are tumor 

suppressor genes. Therefore, these genes require sequecing of the entire gene 

region unlike oncogenes. Although Sanger sequencing has been regarded as 

gold standard for BRCA1 and BRCA2 genetic testing, it is time-consuming and 

expensive. In this study, we performed the 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to detect the BRCA1 and BRCA2 variants with 'DxSeq BRCA 1/2', a cancer 

diagnostic kit using the target capture method and verified the performance of 

the kit compared to the standard testing method, Sanger sequencing, and 

BRCAaccuTest, another approved kit based on ampicon NGS method.

Mehtods: A total of 114 samples, which were submitted to BRCA1/2 testing in 

Asan Medical Center, were enrolled in this study. All samples were confirmed 

with Sanger sequencing. We performed a next-generation sequencing analysis 

with the target capture method 'DxSeq BRCA 1/2' and compared it with the 

Sanger sequencing and BRCAaccuTest.

Results: When the sequencing results of DxSeq BRCA 1/2 was compared with 

the Sanger sequencing results, clinical sensitivity, clinical specificity, positive 

predictive value, and negative predictive value were all 100%. The overall 

agreement of DxSeq BRCA 1/2 compared to BRCAaccuTest was 89.1%.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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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CAaccuTest did not detect five cases: four indel variants and one copy 

number variation.

Discussion :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at DxSeq BRCA 1/2, a NGS kit using 

target capture method, showed adequate performance compared to the standard 

method, the Sanger sequencing. In addition, this kit showed superior 

performance than another NGS kit using the amplicon method. Our findings 

confirms that DxSeq BRCA 1/2 kit is satisfactory for detecting genetic causes 

of breast cancer and ovarian cancer in clinical labor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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