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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sequencing

• Maxam-Gilbert법

• Sanger법(Chain Termination)

• Whole genome shotgun sequencing

• Next Generation Sequencing(NGS)

• NGS 종류와 원리

• NGS의 Data 형태

• NGS를 응용한 Re-sequecing method

• Reference



*

•생화학적 방법으로 DNA 사슬에 염기 A, T, G, C가
결합된 순서를 결정하는 기술

•생명체의 모든 세포, 기관을 이루는 전체 DNA 서열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

•화학적인 방법인 Maxam-Gilbert법과 효소적인 방
법인 Sanger법이 있다.



*
• DNA 사슬의 염기서열을 결정하기 위해 Maxam과 Gilbert가 개발한 방법

• DNA 의 한쪽 사슬만을 방사성을 가진 동위원소로 표지 하여 두고 각 염기
에 특이적인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DNA 사슬을 절단하여 염기서열을 결정
하는 방법

• 초기에는 G, G＋A, T＋C, C에 특이적인 4종의 절단반응이 사용되었으나
후에 개량되어 많은 DNA의 염기서열이 이 방법으로 결정됨

• 그 이후 Sanger가 개발한 enzyme digestion method가 사용되어 특수한
목적 외에는 현재로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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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양의 특정 DNA 절편 준비

 DNA 절편을 단일가닥으로 분리

 분리한 DNA의 5‘-phosphate group을
32P로 labeling

 이들 시료를 4개의 시험관(C, C+T, G, 
A+G)으로 나누고 각 시험관에 특정 염기
만을 자르는 chemical 첨가

 SDS-PAGE 후 autoradiography를 통하
여 염기서열 확인



*

• Sanger에 의해 개발된 염기서열 결정법

• Dideoxynucleotide를 이용하는 chain termination 기술
로 복제 과정에서 특정 염기부분에서 사슬이 종결되도록
함

• Sanger에 의해 sequencing 기술이 개발된 이후 오랜 기
간 동안 많은 종의 유전정보가 밝혀짐

• 최초의 Human Genome Project에 사용되었던
sequencing 기술

• 현재는 많은 경우 ddNTP에 형광표지를 한 뒤 레이저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동화된 염기서열 분석기기를 사용



*

• 일정한 양의 특정 DNA 절편 준비

• DNA 절편을 단일가닥으로 분리
후 4개의 시험관에 나눔

• 각 시험관에 primer를 넣어 DNA 
단일가닥에 중합

• DNA 단일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상보적 가닥을 합성할 수 있도록
dNTP와 DNA polymerase와
ddNTP를 각 시험관에 넣어줌

• SDS-PAGE 후 autoradiography
를 통하여 염기서열 확인



*

* Genome DNA를 shotgun 방식으로 sequencing하는 전략. DNA를 짧게 절단하여 sequencing하여
contig 제작을 준비하고 long mate paired sequencing을 준비하여 scaffold를 작성.

* Whole genome을 shotgun 방식의 random shearing을 sequencing하여 assembly한 contig에서 나오는
consensus sequence을 만들어 감.



*

• Contig는 genome에 따라서 수백만 개까지 나타나고 염색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음.

• Contig를 서로 연결 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

• Contig 작성용 sequencing은 전체 genome의 수십배를 하고 scaffold는 약 20배 정도의 sequencing을 통하여 작성한다.



*

* 근본적으로 genome 정보는 생태계에 존재하는 biological system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

* Biological activation에 관한 genome의 요소들이며, DNA methylation, RNA profiling, RNA interference 등과
같은 modification들에 의해 gene regulation이 달라질 수 있음.

* 최근 NGS의 개발로 Whole genome, total RNA transcription을 포함한 expression정도 그리고 RNAi 분석이
genome 수준에서 가능하게 됨



*

• DNA를 합성할 때 나타나는 signal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그런 후 합성시에 single read의 합성은 signal이 약해서 단편을 PCR로 증폭하여 수행하는 것이 2세대 장비의 특
성.

• 합성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signal은 크게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음.

• 두 개의 phosphates, 한 개의 proton 그리고 서로 다른 색으로 labeling한 oligo.

• 어떻게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가에 따라서 장비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



*

• 2007년 Solexa가 Illumina사에 합병되면서 차세대 염기분석서열(NGS)이란 용어를 사용하
기 시작

• NGS 기술은 DNA 서열을 조각 내어 빠르고 정확하게 서열을 읽어내는 기술로써, 유전체
해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임

• NGS는 다양한 응용분석이 가능하여 염기서열 분석 외에도 유전자 발현분석, 
transcriptome 분석, epigenetics 분석, metagenome분석 등이 하나의 분석기에서 가능한
장점이 있어 다양한 연구목적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NGS에서는 기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DNA 서열에 대한 증폭을 하
고 그 후 형광 표식 등을 카메라로 찍어 이미지 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 염기를 읽어 낸다.



*

 PCR 증폭 방식에 따라 Roche와 라이프 테크놀로지의 기종들은 emulsion PCR(emPCR) 방식으로, Illumina의
기종들은 solid-phase amplification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

• DNA단편에 adapter를 붙여서 emulsion 기포에서 bead에 binding하는 방식으로 각 기포 속에서
DNA가 증폭 될 수 있도록 PCR 수행 후 sequencing합성할 때 나타나는 phosphate의 signal을 확
인하는 pyrosequencing방식

• 여기서 증폭된 bead에 붙어있는 단편들은 한 개 씩 합성되는 oligo의 signal을 이용.

• 두 개씩 생성되는 phosphate의 signal level을 laser로 확인하여 사진을 찍고 그 결과를 수치화



*

Illumina/Solexa 장비는 원리는 Roche/454 GS_FLX 장비와 비슷하지만 PCR방식과 signal 
종료가 다름.

PCR은 FlowCell이라는 현미경 slide 형태의 표면에 library의 양쪽 adapter가 binding 할
수 있는 address가 고정시켜놓고 PCR하는 방식.

서로 다른 oligo에 색깔을 만듦으로써 염기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용



*

* PAC Bio의 염기서열은 Chip에서 서로 다른 색의 oligo를 실시간으로 합성될 때 나타나
는 그 미량의 color signal을 실시간으로 laser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



*

*Fasta 형식은 DNA 서열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

*텍스트 기반으로 염기서열들을 표현.



*

* NGS 장비가 보급되면서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 Fasta 형식을 따르게 될 경우 파일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타난 형식.

* Fasta 포맷으로 표현시 하나의 염기 저장에 3~4byte 저장공간 필요.

* Fastq 포맷에서는 2byte면 가능!



*

*Re-sequencing은 기존의 Reference 서열과의 비교로
유전체상의 variation 연구를 목적.

*NGS reads들과 Reference에 하나씩 맞추어 가는 것 !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Mapping된 read들이 특정
위치에서 Reference와는 다른 염기로 치환된 변이

*SNP, DIP와 같은 변이의 일부는 나아가 아미노산 변이, 단백질의 변이로
이어져 유전자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됨



*

* Map the short reads with Reference sequence

* Get the assembly files 

* Analyze the result of sequences  

* Detect all the potential SNP include variation  

* Filter the significant SNP -> SNP Analysis and Application



*

• Novel transcriptome analysis -> Long read cDNA sequencing by 
Roche/454 -> Analyze transcriptome through de novo assembly

• Known transcriptome analysis -> Short read cDNA sequencing by 
Illumina/Solexa -> Analyze transcriptome by doing reference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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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Liste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