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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을 이용한 HLA-A, -B 그리고 -DR 형별
분석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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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HLA-A, -B and -DR Typing Method Using Next-Generation
Sequencing
Dong Hee Seo, Jeong Min Lee, Mi Ok Park, Hyun Ju Lee, Seo Yoon Moon, Mijin Oh, So Young Kim,
Sang-Heon Lee, Ki-Eun Hyeong, Hae-Jin Hu, Dae-Yeon Cho
LabGenomics Clinical Laboratories, Seongnam, Korea

Background: Research on next-generation sequencing (NGS)-based HLA typing is active. To resolve the phase
ambiguity and long turn-around-time of conventional high resolution HLA typing, this study developed a NGS-based
high resolution HLA typing method that can handle large-scale samples within an efficient testing time.
Methods: For HLA NGS, the condition of nucleic acid extraction, library construction, PCR mechanism, and HLA
typing with bioinformatics were developed. To confirm the accuracy of the NGS-based HLA typing method, the
results of 192 samples HLA typed by SSOP and 28 samples typed by SBT compared to NGS-based HLA-A,
-B and -DR typing.
Results: DNA library construction through two-step PCR, NGS sequencing with MiSeq (Illumina Inc., San Diego,
USA), and the data analysis platform were established. NGS-based HLA typing results were compatible with known
HLA types from 220 blood samples.
Conclusion: The NSG-based HLA typing method could handle large volume samples with high-throughput.
Therefore, it would be useful for HLA typing of bone marrow donation volunteers. (Korean J Blood Transfus
2018;29:3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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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람 백혈구 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은 6번 염색체의 단완에 위치한 HLA 유전
자에 의해 생성되며, 구조 및 기능에 따라 class
I과 class II 유전자로 구분된다. HLA class I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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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HLA-A, HLA-B, HLA-C 등의 항원 생성에
관여하고 이들 class I 항원은 거의 모든 세포에
표현되는 반면에, class II 유전자는 HLA-DR,
HLA-DQ, HLA-DP 등의 항원 생성에 관여하며
class II 항원은 주로 B림프구 및 단핵구에 표현된
다[1].
HLA는 조혈모세포 및 장기의 이식시 거부반
응을 유발하는 면역항체를 생성하여 조직적합항
원으로도 알려져 있다. 골수나 장기 이식시 성공
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와 공여자의 HLA 형
별이 일치되어야 하고, 만약 HLA가 불일치할 경
우는 이식된 조혈모세포가 환자로부터 이물질로
간주되어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나 또는 반대로
공여자의 T-림프구가 환자를 공격하는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
[2]. 두 경우 모두 조혈모세포나 장기 이식을 실패
로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장기 및 조혈모세포
이식 전에 HLA형별 및 교차시험 검사는 필수적
인 검사로 시행되고 있다.
HLA검사방법은 검사의 해상도에 따라 혈청학
적 수준의 형별 결과를 보이는 저해상도, 대립유
전자 수준의 고해상도 및 대립유전자 수준에서
종종 그룹 형별을 보이는 중해상도로 분류할 수
있다. 저해상도 분석인 혈청학적 검사법은 숙련
된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며, DNA검사법들과 비
교했을 때 불일치하는 결과가 보고되면서, DNA
검사법이 점차 혈청학적 검사법을 대체하고 있다[3].
중해상도 분석을 위해 이용되는 SSOP (sequence specific oligonucleotide probe)방법은 중
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후에 스트립에 고정된 프로브와의 교잡반응 양상
을 토대로 HLA 형을 정하는 방법으로, SSOP방법
은 혈청학적 검사법에서 흔히 보이는 교차반응
및 약한 반응으로 인한 모호한 결과의 가능성이
적어 결과 판독이 다소 용이하다는 점과 많은 양

의 검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PCR 후에 교잡 과정을 거치므로 검사 시
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과 양성 판정이 어려운 경
우가 간혹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4,5].
중해상도 분석을 위해 이용되는 PCR-SSP
(Sequence Specific Primer) 기법은 PCR 시발체의
염기서열차이를 이용하여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증폭하며, PCR 시발체 세트의 수를 조절하여 원
하는 수준의 형별을 판정할 수 있다[6]. 고해상도
방법으로 이용되는 SBT (sequence-based typing)법
은 HLA 형별 분석을 위한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HLA 대립유전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기여한 검
사법이다[7]. 하지만, 대립유전자의 변이 부분이
시스(cis)형인지 트랜스(trans)형인지를 구별하지
를 못하는 위상 모호성(phase ambiguity) 문제가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8].
저해상도HLA형별 분석에 기반한 이식 성적이
좋지 않다는 보고가 많아지면서, 고해상도 분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비혈연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에는 혈청학적 수준에서
HLA 형별이 일치하여도 고해상도 수준에서 불
일치하면 거부반응, 급성 이식편대숙주병의 발생
과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
다[9]. 따라서, HLA 고해상도 분석법인 SBT검사
법의 이용이 요구되고 있지만, SBT 분석법은 높
은 검사 비용, 적은 검체 처리량의 단점이 있어
서, 많은 검체의 HLA형별 분석이 요구되는 국내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의 검사에는 적용에 한계
가 있다.
최근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을 이용한 HLA 형별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고해상도
방법인 SBT법에 비해 모호성이 많이 줄어든 결
과가 보고되고 있다[10-13]. 이에 HLA 고해상도
분석법의 내재적 한계인 위상 모호성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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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고, 짧은 시간에 대량의 검체가 처리 가능
한 NGS기반 고해상도 HLA 형별 검사법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NGS 기반 HLA 형별 검사법 개발을 위해,
MiSeq (Illumina Inc., San Diego, USA) 기기 활용
에 최적화된 핵산 정량 조건 확립, 라이브러리 제
작, PCR 체계 확립, 그리고 생물정보학을 이용한
HLA 형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발한 NGS 기반
HLA 형별 검사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기
관에서 WAKFlow HLA Tying kit (Wakunaga
Pharmaceutical Co., Osaka, Japan)를 사용한 SSOP
검사법으로 HLA 형별을 알고 있는 192개 검체와
SBT검사법으로 HLA 형별을 알고 있는 28개 검
체에 대해 NGS 기반으로 검사한 HLA 형별 결과
를 비교해 보았다. 이들 대상 검체는 익명으로 관
리되는 건강인 검체로 본 기관의 잔여 혈액 검체
를 이용하였으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2015-R05).

1. DNA 추출 및 정량
전혈 혈액에서 NucleoMag Blood 시약
(MACHEREY-NAGEL, Düren, Germany)과 Hamilton Star 자동화 장비(Hamilton, Reno, USA)를 이
용하여 D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핵산의 농도
는 Quant-iT PicoGreen dsDNA Assay 시약(Thermo
Fisher Scientific, Eugene, USA)과 Quantus fluorometer (Promega, Madison, USA)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2. 시발체 디자인
시발체는 HLA Class I의 HLA-A와 B의 엑손 2,
3, 4, 그리고 HLA Class II의 HLA-DRB1의 엑손

2의 상이한 HLA 형별을 모두 증폭할 수 있고, 비
특이 증폭을 초래하지 않는 시발체들로 디자인하
였다. PCR은 두 단계로 구분되며, 첫 단계 PCR
에 사용된 시발체는 표적 특이적인 시퀀스 (18∼
23 bp)와 일루미나 시퀀싱에 이용되는 paired end
어답터 시퀀스의 일부(33∼34 bp)가 결합된 형태
이다. 이때, PCR I의 7쌍 시발체들은 세 개의 그
룹으로 나누어 여러 표적이 한 번에 증폭될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룹 1은 HLA-A 유전자의 4번 엑
손, B의 2번과 4번 엑손을 증폭하고, 그룹 2는
HLA-A의 3번 엑손과 DRB1의 2번 엑손을, 그룹
3은 HLA-A의 2번 엑손과 B의 3번 엑손을 증폭하
도록 디자인되었다(Fig. 1). PCR II에 사용된 시발
체는 PCR I의 각 시발체에 연결된 paired end 어
답터 시퀀스와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 시퀀스, 각
개별 검체를 식별할 수 있는 바코드 시퀀스(10
bp), 그리고 일루미나 시퀀싱 flow cell에 심겨진
시퀀스와 상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시퀀스
(∼21 bp)로 구성하였다.

3. 라이브러리 제작 및 NGS
HLA NGS 분석을 위해 두 단계의 DNA 라이브
러리 제작이 필요하였다. 첫 단계는 유전자 특이
적인 PCR 산물을 증폭하는 과정으로 PCR I이고,

두 번째 단계는 검체 식별 바코드가 부착된 일루
미나 시퀀싱이 가능한 형태로 앰플리콘(amplicon)을 만드는 과정으로 PCR II였다. 두 단계의
PCR은 모두 변성, 결합, 신장의 기본적인 PCR 순
서로 진행되었다. PCR I에서는 gDNA (그룹별∼
20 ng 사용), PCR I 시발체쌍, 그리고 Phusion Hot
Start II DNA Polymerase (Thermo Fisher Scientific,
Carlsbad, USA)를 이용하여, 유전좌 특이적인
PCR 산물이 생산되도록 C1000 증폭기기(BioRad, Hercules, USA)를 이용하여 다중 중합효소연
쇄반응을 실시하였다. PCR II에서는 세 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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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eqDx (Illumina) 기기를 이용하여 실행하였다
(Fig. 2).

4. NGS 데이터 분석

Fig. 1. Products of multiplex PCR for HLA gene
targeted. Group 1 is the PCR products of HLA-A
exon 4, HLA-B exon 2 and 4. Group 2 is that of
HLA-A exon 3 and HLA–DRB1 exon 2. Group 3
is for HLA-A exon 2 and HLA-B exon 3.

PCR I 증폭산물을 희석하여 특정 비율로 합친
후, 하나의 PCR II 시발체쌍(공통 forward 시발체
와 reverse 바코드 시발체), 그리고 Taq polymerase
을 이용하여 최종 라이브러리를 완성하였다(Fig.
2). 완성된 라이브러리들을 동일한 농도(nM)로
합친 후 TopQXSEP MagBead (Celemics,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정제함으로써 시퀀싱의 품질
을 저해하는 라이브러리 내에 존재하는 시발체와
시발체 다이머를 제거하였다. 각 검체 별 라이브

러리 및 통합된 라이브러리의 농도는 Quant-iT
PicoGreen dsDNA Assay 시약(Thermo Fisher
Scientific, Carlsbad, USA)과 Quantus fluorometer
(Promeg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NGS 시퀀
싱은 Miseq v2 (2×250 cycles) 시약과 MiSeq/

NGS 데이터를 이용한 HLA 형별 분석은 본 기
관에서 자체 개발한 PEERE 라는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다. PEERE 프로그램은 참조 서열을 준비
하는 단계와 테스트 샘플을 이용하여 HLA 형별
분석을 수행하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
계에 필요한 참조 서열은 IMGT/HLA 데이터베이
스 (Release 3.26.0, 2016-10-14 기준)에서 다운로드
하였고 (https://support.illumina.com/downloads/
imgt-hla-3-26-reference.html), 이 참조 서열을 기반
으로 엑손(exon) 영역이 아닌 서열을 제거하고 7
개 표적 엑손 별 컨센서스 엑손 서열을 생성하였
다. 샘플서열을 이용하여 형별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는 다음의 세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샘
플 서열은 정방향과 역방향 서열로 구성된 두 개
의 fastq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 파일들이 병합
(merge)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fastq 파일로 전
환된다. 이 fastq 파일은 본 연구에 사용된 시발체
서열에 기초하여 7개의 표적 엑손 각각에 대한
서열 군으로 분류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 개의
fastq 파일이 7개의 fastq 파일로 나뉘어진다. 이후
각 표적 엑손 서열은 개별적으로 분석된다. 즉,
각 서열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준비한 참조서열
의 컨센서스 엑손 서열에 정렬(align)되고, 트리밍
(trimming) 과정을 통해 인트론(intron) 영역이 제
거된다. 인트론이 제거된 각각의 서열들은 일치
하는 대립 유전자의 유형과 빈도를 확인하기 위
해 참조 서열에 정렬된다. 각 엑손에서 주요 빈도
를 보이는 HLA 형별들을 취하여, 후보 대립 유전
자 리스트에 넣는다. 이들 리스트에 있는 후보들
중, 표적 엑손에 동일한 조합으로 일관성 있게 나
타나는 단 한 쌍을 최종 대립형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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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LA NGS workflow. HLA NGS workflow started with multiplex PCR (PCR I) of HLA-A, -B, and
-DRB1. After PCR I, the amplicons were diluted, pooled and bar-coded (PCR II). The bar-coded libraries were
pooled in equimolar concentrations and bead-purified. The resulting pooled library was denatured, diluted, and
sequenced on MiSeq/MiSeqDx instruments using the paired-end 2×250 cycle MiSeq Reagent Kit. The sequence
data were exported and analyzed using HLA NGS analysis software (PEERE) with 3.19.0 IMGT/HLA database
serving as the reference.

5. SBT 검사
국내외 HLA 형별 검사용 외부정도관리 28개

검체에 대해 SBT를 실시하였다. SBT는 SeCore
Sequencing Kits (One Lambda Inc., Los Angeles,
USA)을 사용하였으며, 제조사에 의해 제공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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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증폭 및 정제된 PCR 산물은 BigDye
terminator cycle sequencing v3.1 kits (Life Technologies, Carlsbad, USA)와 3730xl DNA analyzer
(Hitachi High-Technologics Co, Tokyo, Japan)를 사
용하여 시퀀싱 되었다. HLA 형별 데이터 분석은
uTYPE Dx HLA Sequence analysis software (One
Lambda Inc., Los Angeles, USA)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HLA NGS 검사체계 구축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의 HLA NGS 검사를
위한 DNA 추출은 검체 당 하나의 튜브 내에서
추출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여 검체 간 오염과 바
뀜을 최소화 하였으며, 자동추출 장비를 이용하
여 다량의 검체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핵산 추
출 시간을 단축하였다. Multiplex PCR 방법을 이
용하여 HLA-A, -B, -DRB1 유전자좌를 증폭하였
다(PCR I). 일 회 시퀀싱에서 샘플 처리량을 최대
화(96샘플/1회검사)하여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PCR II 과정에서는 바코드 시퀀스(10 bp 길
이의 96개 바코드 시퀀스)와 Illumina MiSeq 시퀀
싱을 위한 어답터 시퀀스를 수반하는 시발체 세
트를 이용하여 검체마다 고유의 바코드를 부여하
였고, 생성된 라이브러리를 MiSeq/MiSeqDx로 시
퀀싱 하였다. 본 기관에서 개발한 NGS 기반 HLA
형별 분석 시스템(HLAveiw로 명명)은 96개의 검

체 기준으로 gDNA 추출에서 NGS 데이터 분석
및 HLA 형별 결과 보고까지 4 단계로 구분되며,
총 검사소요일은 4일이다(Fig. 2).
NGS로 생성된 데이터 분석은, 자체 개발된
HLA 형별 분석 소프트웨어인 PEERE 분석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였다. PEERE 분석 소프트웨어는
HLA 형별 분석의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고, 6 자
리(6 digit) 이상 수준의 고해상도 분석이 가능하
도록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시퀀서에서 생산된
FASTQ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석이 진행
되며, 최종 결과는 엑셀 형식으로 얻어지게 된다.
평균 100개 샘플을 한 번에 분석하는 경우, 소요
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다.

2. HLA NGS 검사체계 검증
총 220개의 검체에 대해 HLAview 검사를 실시
하였고, 시행된 검사에 대한 NGS 데이터 매트릭
스를 Table 1에 요약하였다. 검체당 평균 raw 데
이터 생산량은 4.91 Mb, 리드수는 10,242개, 품질
점수(quality score, Q30)는 94.01%, 평균 리드 길
이는 241 bp였다. 검체 당 생성된 총 리드 중 69%
가 표적 영역에 매핑 되었으며, 표적 영역인
HLA-A, -B, -DRB1에 대한 평균 coverage depth는
각각 667x, 714x, 1679x였다.
PEERE 분석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HLAview
검사의 분석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첫 번째,
SSOP 방법으로 HLA 형별을 결정한 총 192개의
검체에 대해 PEERE 소프트웨어에 의해 분석된

Table 1. Summary of the HLA sequencing metrics from the MiSeq run (n=220)
Average raw Average read
data (Mb)
numbers
4.91

10,242

Average read Average quality Average mapped
length (bp) score (Q30) (%) read number
241

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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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7

Average coverage depth (X)
HLA-A

HLA-B

HLA-DRB1

667

714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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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에는 HLA-A, -B, DRB1
유전자좌 각각에 대해 2개의 대립유전자를 나타
내는 총 146개의 대립유전자형(HLA-A: 39종, HLAB: 69종, HLA-DRB1: 40종)이 포함되었다. 총 192
개 검체로부터 충분한 품질의 NGS 데이터가 생
산되었고, 분석 결과 4 자리 수준에서 모호성을
보이지 않고 100% 일치하였다(data not shown).
두 번째로, HLA 형별이 알려진 28개 국내ㆍ외 외
부정도관리 검체를 대상으로 HLAview 와 SBT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고
위상 모호성 해소율을 평가하였다. 두 방법에 의
해 얻어진 결과는 6자리 수준에서 모두 일치하였
다. SBT 결과 중 2개의 조합 결과를 보인 HLA-B
유전자 1개 유전자좌와 HLA-DRB1 유전자 3개의
유전자좌에서 관찰된 4개의 형별은, 본 기관의
PEERE 소프트웨어 분석에 의해 명확한 대립유
전자 유형으로 구별되었다(Table 2). 따라서 NGS
를 활용한 HLA 형별 분석이 Sanger 기반 형별 분
석에서 관찰되는 위상 모호성을 해소시킴으로써
고해상도 형별 분석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PCR 증폭에 의한 짧은 가닥의 앰플리콘을 이
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HLA 형별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 유전자좌의 2개 대립유전자 각
각에서 유래한 리드의 비율(allele balance)이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한다[14,15]. 이를 조사하기 위
해 총 220개 검체로부터 얻어진 NGS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 개의 유전자좌에 대해 동형접합 유
전형을 제외하는 2개의 대립유전자간 비율을 측
정하였다. 각 유전자좌별 2개의 대립유전자 비율
의 범위는 HLA-A는 0.26∼0.74, HLA-B는 0.41∼
0.58, HLA-DRB1는 0.27∼0.73로 나타났다. 이는
검사에 사용된 각 엑손 표적 시발체들이 상이한
형별을 모두 증폭함과 동시에 대립유전자간 증폭
이 균형 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고 찰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은 동시에 병렬적으로
여러 클론의 핵산을 시퀸싱할 수 있는 방법으로
2010년경에 상용화되어, 현재 암유전체 검사, 비
침습적 산전선별검사, 미생물검사 등에 사용되고
있다[16-18]. 현재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NGS 기기는 Ion Torrent사의 Personal
Genome Machine 시리즈와 Illumina사의 MiSeq 시
스템이다. 본 기관에서는 MiSeq 기기를 이용하여
HLA NGS 형별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MiSeq 기
기는 flow cell을 이용하며, 브릿지 증폭을 통해
형광으로 시퀸싱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NGS 분
석 시간이 빠르고 높은 데이터 무결성이 MiSeq
기기의 특징이다[19]. NGS 검사 체계는 보통 핵
산 추출, 라이브러리 제작, 표적 증폭, 시퀸싱 순
으로 이루어지는 검사부분과 생물정보학으로 시
퀸싱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보분석 부분으로 나눌

Table 2. Resolved SBT combination results by the HLA NGS method
Sample

Locus

UCLA-N04
UCLA-N08
UCLA-N11
UCLA-N12

DRB1
B
DRB1
DRB1

SBT combination 1
DRB1*04:03:01
B*15:01:01G
DRB1*08:02:01
DRB1*04:02:01

DRB1*08:03:02
B*39:06:02
DRB1*08:03:02
DRB1*14:17

SBT combination 2
DRB1*04:03:01
B*15:04:01G
DRB1*08:01:01
DRB1*0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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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B1*08:14
B*39:01:01G
DRB1*08:30:01
DRB1*13:01:01G

NGS
DRB1*04:03:01
B*15:01:01G
DRB1*08:02:01
DRB1*04:04:01

DRB1*08:03:02
B*39:06:02
DRB1*08:03:02
DRB1*13:01:0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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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20]. 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HLA NGS 부분은 검사부분의 라이브러리 제작
과 정보분석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의 HLA
형별 분석을 위해 HLA-A, B, 그리고 DR에 대한
대립유전자만을 표적으로 하였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알려진 HLA-A 대립유전자 4,081개, B
대립유전자 4,950개, DRB1 대립유전자 2,146 개
모두를 증폭할 수 있도록 PCR I의 시발체를 디자
인하였다. 총 HLA 표적 유전자가 7개로, 7개의
시발체 쌍을 디자인하였으며, 개별 PCR으로는 7
회의 PCR 수행이 요구되지만, 시간과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3그룹으로 다중 PCR 조건을 확립하
였다. PCR I의 증폭산물의 크기가 500 bp 정도였
어, 일반적인 HLA NGS 분석에서 시행되는 단편
화(fragmentation) 과정 없이 바로 PCR II로 진행
되었다[21]. PCR II에 사용된 시발체는 PCR I의
각 시발체에 연결된 paired end 어답터 시퀀스와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 시퀀스, 바코드 시퀀스, 그
리고 일루미나 시퀀싱 flow cell에 심겨진 시퀀스
와 상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시퀀스로 이루
어져 NGS 시퀸싱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PCR
II 에 사용되는 바코드 시퀀스는 최대 96개의 개
별 검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퀀스 조합
으로 제작되었다. PCR II 과정에서 고가의 NGS
라이브러리 준비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PCR을
통하여 어답터와 바코드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96종류의 NGS-MiSeq 식별 바코드가 연결
된 퓨전 시발체(fusion primer)를 이용하여, HLA
표적 PCR 산물을 대상으로 퓨전 PCR 조건을 확
립하였다. PCR I의 세 그룹의 PCR 산물을 혼합하
여 한 번에 퓨전 PCR을 수행하였고, 비특이적인
증폭 없이 7개의 산물이 모두 증폭됨을 확인하였
다. 본 기관에서 연구 개발한 HLA NGS 형별 분
석을 위한 라이브러리 제작 방법은 독자적인 기

술력을 인정받아 2017년 9월에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술 기반의 고효율성, 고해상도 조직적합성
형별 분석 방법 및 키트’로 국내에 특허 등록(제
10-1782806호)되었다.
본 기관에서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 파이프라
인(PEERE)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HLA 대립유
전자 분석을 수행하였다. PEERE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때 자동으로
IMGT/HLA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되도록 구
현되어, 최신 버전의 참조 서열을 바탕으로 형별
분석이 이루어져 새로운 형별 식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PEERE 알고리즘은 시퀀싱 오류로
나타난 형과 유사형을 구별할 수 있고, 두 형별이
비대칭적으로 증폭되어 마치 동형접합자처럼 나
타나는 오류를 식별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해외
에서는 Assign ATF, HLA Twin 그리고 Sequence
Pilot 등이 HLA NGS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어 있는데, 이들은 특정 시퀀싱 플랫폼에
서 생산된 데이터 분석 전용이거나, 혹은 상용 소
프트웨어이다[22]. 즉, Assign ATF 프로그램은
Roche 454 시퀀싱 플랫폼에서 생산된 엑손 시퀀
싱 데이터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이
다. HLA Twin 은 Omixon 사에서 개발한 상용 소
프트웨어로 consensus genotyping 과 statistical
genotyping 이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HLA 형별 분석을 수행한다. 또 다른 상
용 소프트웨어로 Sequence Pilot 은 독일의 JSI
Medical Systems 사에서, 주로 임상 실험실에서의
사용을 고려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다[22].
본 기관에서 개발한 NGS 기반 HLA 형별 분석
시스템(HLAveiw)은 96개 검체 기준으로 gDNA
추출, HLA 유전자 라이브러리 제작, 시퀸싱,
NGS 데이터 분석 및 HLA 형별 보고까지 4단계
로 구분되며, 총 4일이 소요된다. 본 기관에서
SBT법으로 96개의 검체를 처리하려면 약 2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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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소요된다. 또 자체 개발한 HLAview 시스템
은 기존 SSOP와 SBT HLA 형별 검사 결과와 일
치하는 결과를 보여 기존 검사와 HLA 형별 결정
력이 동등하거나 우수함을 보였다. NSG 기반
HLA 형별 검사법은 많은 검체를 짧은 시간에 처
리가 가능하여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 HLA 검
사 등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는 220개 혈액 검체에 대해 NGS 기반 HLA 형별
검사 결과가 모두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결론: NSG 기반 HLA 형별 검사법은 많은 검체
를 효율적인 시간 내에 처리가 가능하여 조혈모
세포기증 희망자 HLA 검사 등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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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 28개 검체에 대해 NGS 기반으로 검사
한 HLA-A, -B 그리고 -DR 형별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결과: 두 단계의 PCR을 통한 DNA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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