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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인 전장 유전체 분석 가격의 하락으로 많은 국가들이 10만명에서 100만명까지의 대량 전장 유전체 분석과
엑솜 시퀀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부족으로 많은 비용이 클러스터 구축 및 시스템 구매 비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체
서버나 클러스터 환경을 구축하지 않고도 동시에 수백 개 이상의 전장 유전체 및 엑솜에 대한 단일 염기 다형성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 생물학자들도 쉽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 NGSOne을 개발하였다. 대표적인 SNP 분석 도구인 DRAGEN, BWA/GATK 및 Isaac/Strelka2를
선택하여 분석할 수 있고, 3개 툴에서 실행 시간 및 에러의 개수 면에서는 DRAGEN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NGSOne은 SNP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 도구의 자동적인 실행을 위한 확장이 가능하다.

Abstract
With the decrease of sequencing price, many national projects that analyzes 0.1 to 1 million people
are now in progress. However, large portion of budget of these large projects is dedicated for
construction of the cluster system or purchase servers, due to the lack of programs or systems that can
handle large amounts of data simultaneously. In this study, we developed NGSOne, a client program
that is easy-to-use for even biologists, and performs SNP analysis using hundreds or more of Whole
Genome and Whole Exome analysis without construction of their own server or cluster environment.
DRAGEN, BWA / GATK, and Isaac / Strelka2, which are representative SNP analysis tools, were
selected and DRAGEN showed the best performance in terms of execution time and number of errors.
Also, NGSOne can be extended for various analysis tools as well as SNP analysis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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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차세대 유전자 분석 기술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1000 달러 게놈이 실현 되었고[1][2], 인구 집단, 건강, 질병에 대한 연구는 점차
새로운 임상 적용을 위한 치료 표적 및 마커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있는 기능적 연구와
통계 기반으로 질병에 직접 관여하는 게놈 변이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이의 기능 해석 과정에서 유전 변이의 존재 여부, 시퀀싱 오류 등의 기술적인 문제나
낮은 시퀀싱 깊이(Raw Sequencing Depth)와 대량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게놈의 분석과 변이체 확인은 NGS 기술에 기반한 임상
유전체학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기존 100 기가에 가까운 전장 유전체 (Whole Genome) 데이터 분석 처리 시간은 단일
서버로 2 일 이상 소요되었으나 대량 클러스터 구축, 클라우드의 적용,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를 이용한 하드웨어 기술의 적용[3] 및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로[4] 1~3 시간에 모든 분석을 끝낼 수 있는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배포 프로그램이나 기술들이 개발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거나 대용량 서버 운영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테스트가 가능할 정도로 어렵고
복잡하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자나 임상연구자들이 기본적인 용어와 기능 매뉴얼의 확인만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윈도우, 맥, 리눅스 등의 클라이언트 운영 플랫폼에 상관없이
설치 및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 분석의 가장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3 개의
툴을 선택하여 수많은 테스트를 수행하여 동시에 수백 샘플이 들어와도 분석이 가능하며
속도와 정확도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툴인 NGSOne 을 개발하였다.
NGSOne 의 구조는 Analysis Client Software, 클라우드 저장소 S3 와 3 개의 분석
파이프라인들을 제어하는 Control Server 로 구성되어 있고, Analysis Client Software 에
fastq 파일을 업로드하면 클라우드 저장소 S3 에 파일을 저장하고 선택한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는데 모든 작업의 처리는 Control Server 에서 제어한다. 3 개의 파이프라인인
DRAGEN[5], Isaac/Strelka2[6], BWA/GATK[7]의 비교에서 총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Indel (Insert and Deletion) 에러의 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분석
시간은 1.4, 2.4, 30 시간으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Ⅱ. 관련 연구
다양한 알고리즘 기반의 체세포 변이 탐색기 (Germline Variants Caller)[8][9]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고 거짓 양성 오류 (false positive)를 최대한 줄이면서 민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낮은 품질 (low quality), 적은 뎁스 (low
depth) 시퀀싱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LoFreq[10]와 여러 도구들을 결합[11]하거나
변이 (variants) 필터링 방법을 고려하여 거짓 양성 오류를 줄이는 방법뿐만[12] 아니라
Deep Learning 기반의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알고리즘을 적용한
DeepVariant[13]도 소개되고 있지만, 복합적인 샘플 전처리 과정과 Indel realignment 를
도입하여 아직도 GATK 는 가장 대표적인 Variant Caller 이다.
2.1 GATK
Genome Analysis Tool Kit (GATK)는 Broad institute 에서 개발한 툴로 지놈 시퀀스내
모든 변이의 탐색(calling)이 가능하도록 몇 가지의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다. GATK 는
생식세포(Germline)와 체세포(somatic) 데이터 모두 분석이 가능하며 전장 유전체
시퀀싱(WGS, Whole Genome Sequencing) 뿐만 아니라 bed 파일을 이용하여 엑솜
시퀀싱(WES, Whole Exome Sequencing) 탐색도 가능하다. Non-GATK 툴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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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정렬 작업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 GATK 툴을 이용하여 탐색과 필터링 (Filtering)을
작업을 수행한다. GATK 의 분석 파이프라인은 모범 사례(Best Practices)를 제공하며
변이탐색 (Variant discovery), genotyping 그리고 필터링을 제공하며 다양한 보정
작업(Local Realignment/ Base Quality Recalibration)을 통해 변이의 정확도를 높인다.
2.2 DRAGEN
일루미나사에 인수된 Edico Genome 사의 DRAGEN Complete Suite[14]는 NGS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포괄적인 파이프 라인 패키지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이다. 하드웨어의 성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GATK 프로그램 코드를 변형하여 FPGA
칩에 넣어서 BCL conversion, compression, mapping, alignment, sorting, duplicate
marking 및 haplotype variant calling 의 모든 과정이 1~2 시간 이내에 끝난다. 하나의
DRAGEN FPGA 는 23 대의 컴퓨터 instances 를 대체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에서 1 개의 샘플을
분석할 수 있는 F1 instance 와 동시에 8 샘플을 분석할 수 있는 F16 의 instances 를
제공하고 있다. 생식세포, 체세포, 리보핵산 (RNA), 유전자 복제수 변이 (CNV, Copy
Number Variation), Virtual Long Read Detection (VLRD)과 GATK 4 버전을 적용한 모범사례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2.3 Isaac/Strelka2
Isaac/Strelka2 은 일루미나사에서 개발한 2 개의 툴로써, 서열 정리를 하기해서는
Isaac aligner4 를 사용하고, 변이 탐색을 위해서는 Strelka2 를 이용한 파이프라인을
많이 구축하며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BWA/GATK 파이프라인보다 4~5 배[4] 빠르다고
소개되고 있다.
Isaac/Strelka2 은 Isaac Dominant template detection, Shadow rescue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아주 빠른 서열 정리 알고리즘을 구현하였고, Strelka2 caller 의 경우 tiered
haplotype model 와 read-backed phasing 을 제공하고, DNA 삽입 및 결실의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mixture-model indel error estimation 방법을 적용하여 빠르면서 정확한 변이
탐색 결과를 제공한다. Isaac/Strelka2 는 암/정상의 체세포 변이와 작은 코호트
(cohorts)의 생식 세포 변이 분석에 최적화 되었다.
2.4 NGS 데이터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대용량의 NGS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로컬에 서버와 저장소를
구축하기보다는 필요한 자원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분석 전문 회사인 DNAnexus, SevenBridges 와 Life Technology 과
일루미나에서 운영하는 BaseSpace 와 같은 상업적인 서비스와 STORMseq[15],
GenomeKey[16], Globus[17]와 같이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Galaxy, Taverna, COSMOS[18] 와 같이 전문적인 프로그래머 없이 생물학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GUI 환경의 워크플로를 제공해주는 워크플로 서비스가 있다. 상업적인 분석
서비스 회사들은 WGS 한 샘플 분석에 10 만원 이상의 비싼 분석 비용과 오랜 분석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클라우드 제공 서비스[19]들은 47 달러에서 121 달러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하나의 툴만을 제공하고 있고, NGSOne 보다는 2 배 이상의 높은
비용과 사용자가 AWS 이미지를 직접 세팅하여 파일을 스토리지에 저장 해야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Galaxy 와 같은 워크플로 서비스들은 편리한 GUI 환경이 제공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30x WGS 파일 전송 시간만 2 일씩 소요될
경우가 많으며 분석 시간은 NGSOne 의 GATK 가 30 시간에 비해서 일주일씩 소요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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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NGSOne
3.1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은 리눅스, 윈도우, 맥 등 대부분의 운영체제 환경에 설치 가능한 Analysis
Client Software 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중간 결과 및 최종 결과 파일들을 저장하는 클라우드
저장소 S3 와 3 개의 분석 파이프라인 들을 제어하는 Control Server 로 그림 1 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nalysis Client Software 는 클라우드 저장소 S3 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업로드 모듈, 분석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모듈,
분석된 VCF (Variant Call Format)파일과 디렉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디렉토리 모듈로
구성된다. 랭귀지는 대부분의 운영체제와의 호환성을 위해서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
Electron 과 NodeJS 로 구현하였고, 컴파일을 수행하여 각각의 플랫폼에 최적화하여
배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파일 업로드 모듈은 미국 버지니아 클라우드 저장소 S3
region 이 최종 저장소이기 때문에 버지니아 region 외의 모든 나라와 지역은 반드시 한번의
경유를 거쳐서 버지니아 저장소에 저장되기 때문에 국가간 최고 전송속도 제한을
뛰어넘는 최상의 전송 속도를 낼 수 있다. 분석의 진행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니터링
모듈은 파이프라인의 분석 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분석된 VCF 파일은
디렉토리 모듈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인 저장소에 저장되어서 언제든지 사용자가 다운
받을 수 있다.
Control Server 는 클라우드 환경의 실시간 미러링을 이용하여 C5.2xlarge 2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운영되다가 운영 Control Sever 에 장애가 발생하면 Backup Server 로 모든 제어권이
넘어가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인스턴스의 경우, DRAGEN F1 인스턴스는 아마존 클라우드에 구현되어 배포되어
있고, Isaac/Strelka2 이미지 인스턴스는 Isaac alignment 프로그램과 Strelka2 Calling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설치하여 자체 제작하여 미리 만들어 놓았으며, GATK 의 모든 분석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BWA/GATK 이미지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며,
각각의 파이프라인에 가장 적합한 하드웨어 인스턴스를 선정하여 수많은 테스트를
수행하여 구성하였다. DRAGEN 은 Edico Genome 회사와 아마존에서 수많은 테스트를
수행한 이후에 F1.2xlarge 인스턴스에 구현되어 있고, Isaac/Strelka2 는 C5.9xlarege (cpu 32
코어, memory 73 기가) 인스턴스에 구현되어 있고, BWA/GATK 도 C5.9xlarge 인스턴스에
구현되어 있다. 로그 저장 데이터 베이스는 MariaDB 를 이용하여 수많은 로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Control Server 와 Backup Server 와는 분리되었고, ShareFile 의 저장소에 최종
VCF 를 저장한다.

Figure 1. Overall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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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alysis Client Software 1)Upload module 2)Monitoring module 3) Directory module
3.2 시스템 기능
Analysis Client Software 는 리눅스, 맥, 윈도우 3 개 버전이 제공되기 때문에 적합한
버전을 설치하여 실행 가능하고,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한다. 클라이언트는 클라우드 저장소 S3 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 분석을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분석된 VCF 파일과 디렉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업로드 모듈은 대용량/대량의 fastq 파일의 전송을 위해서 AWS SDK 에서
제공되는 전송 시작, 중지, 재개 등의 검증된 API 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임지연이나
에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 로그인이 되면 Control Server 에서 start token 을 받고
ping test 를 수행하여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 저장소 S3 region 을 찾아서 region 정보를
저장한다. 대용량 fastq 나 gz 파일의 업로드를 시작하면 ping test 로 확인한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 저장소 S3 region 에 fastq 파일을 전송하고 그 이후에 미국 버지니아 클라우드
저장소 S3 region 으로 파일을 전송한다. 버지니아 클라우드 저장소 S3 로 파일을 모으는
이유는 DRAGEN 인스턴스가 버지니아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스턴스도 한 region 에서
관리하려는 이유이다. 한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대륙간의 파일을 전송할 때나 유럽에서
미국으로 파일을 전송할 때 11MB 이상의 전송속도가 나오기 힘들지만 한국의 클라우드
저장소 S3 로 전송하면 30MB, 한국 S3 저장소에서 미국 버지니아 S3 저장소까지는 100MB
이상의 속도로 전송하기 때문에 최소 3 배 이상의 전송 속도 향상이 있다. fastq 파일이
버지니아 S3 에 전송이 완료되면 Control Server 는 이미지 분석 인스턴스 (DRAGEN,
Isaac/Strelka2, BWA/GATK Image instance)를 띄우고, 파일을 분석 인스턴스로 전송한다. 분석
파이프라인을 Docker 형태로 미리 제작해 놓은 이미지 인스턴스에서 fastq 파일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작한다. 사용자가 선택한 파이프라인이 실행되는데 QC 모듈, alignment
모듈, Variant Calling 모듈, 및 Filtering 모듈의 순서로 실행되지만 각각의 툴은 표 1 과 같이
다르다.
CPU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instance 를 선택하여 최적화된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었다. 분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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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모든 로그는 Control Server 에서 체크하여 시스템 자원의 문제나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분석을 완료하여 VCF 파일을 S3 저장소와 ShareFile 공유 저장소로 전송한다.
Table 1. Tools implemented in the pipeline
Variant
QC
Alignment
Filtering
Calling
Modified
Modified
Self qc
Modified GATK
GATK
GATK

Pipeline
DRAGEN

Combined
No Shell

Isaac/Strelka2

FastQC

Isaac4

Strelka2

Strelka2

Shell

BWA/GATK

FastQC

BWA, Samtools

GATK

GATK

Shell

Control Server 는 실시간 미러링을 이용하여 2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운영되다가 운영
Control Sever 에 장애가 발생하면 Backup Server 로 모든 제어권이 넘어가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로긴된 모든 Client software 의 접속 관리, 분석 인스턴스의 start, stop,
destroy 등의 모든 관리를 제어하며, 분석이 끝난 VCF 파일을 ShareFile 공유 저장소를
전송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MariaDB 데이터 베이스 서버로 모든 접속 이력, 분석 이력을
전송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Ⅳ. 결 과
표 2 에서 볼 수 있듯이, BWA/GATK 의 총 분석 시간은 32 개 cpu 코어와 72 기가
메모리를 가진 인스턴스에서 평균 30 시간이었지만, 동일 사양의 Isaac/Strelka2 는 약 2 시간
25 분으로 12 배 빠른 성능을 보여주었다. 또한, 환경 세팅의 경우에도 BWA/GATK 는 여러
분석 단계를 거치며 많은 에러가 났지만, Isaac/Strelka2 는 분석과 변이 탐색의 2 단계이고
에러도 적었으며 세팅 과정도 어렵지 않았다. DRAGEN 은 매우 빠른 편인 대략 1 시간
25 분의 분석 시간이 소요 되었는데, 컴퓨터를 켜고 준비하는 (Instance Prepare) 시간과
최종 복사하는 시간을 빼면 1 시간 10 분내에 모든 분석을 완료하였다. 다만, DRAGEN 의
홈페이지에서 광고되는 전장 유전체 40 분 분석 시간은 대형 서버를 구매하였을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상에서 구현된 DRAGEN 은 최적의 분석시간임을 확인하였다.
Table 2. Analysis time of 3 pipelines
Pipeline

Instance Prepare (분)

QC (분)

Analysis (분)

NA12878

NA12891

NA12878

NA12891

NA12878

BWA/GATK

10

11

37

33

1933

Isaac/Strelka2

10

10

35

31

DRAGEN

11

10

5

5

NA12891

Total Run Time (시간)
NA12878

NA12891

1606

33

27.5

115

91

2.6

2.2

78

58

1.6

1.2

* 1000Genome Project NA12878, NA12891 샘플에서 32X, 24X 를 랜덤 추출함

그림 3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 음성(False Negative) 및 위 양성(False positive)
전체 에러 개수는 DRAGEN 과 BWA/GATK 가 거의 비슷했지만, 두 샘플의 분석 시간에서는 약
25 배정도의 차이가 난다. Isaac/Strelka2 는 모든 샘플에서 DRAGEN 보다는 월등히 많은
에러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필터링 방법으로 거짓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해보면 DRAGEN 이 실행 시간 및 에러의 개수 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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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모든 분석 결과는 1000Genome Project High
Coverage (81X 이상) 샘플의 표준 결과를 정답셋으로 잡았고, 로컬 컴퓨터 결과와는
동일하고 NGSOne 의 구현에서 추가적인 에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Total Errors In NA12878

Total Errors In NA12891
280000

20000

260000
10000
240000
0

220000
Dragen
False Positive

GATK

Strelka2

Dragen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Figure 3. Number of total errors in SNP and Indel

GATK

Strelka2

False Negative

*1000Genome Project NA12878,

NA12891 샘플에서 32X, 24X를 랜덤 추출함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WGS 와 WES 분석에서 3 개의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인 DRAGEN,
Isaac/Strelka2 및 BWA/GATK 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툴인 NGSOne 을 제안하고 있다.
NGSOne 은 생물학자와 임상전문가들이 클라이언트 툴을 설치만 하면 모든 분석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설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dbSNP 과 Human Genome Version 의 옵션을
자유롭게 변경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되어서 업로드 된 상태에서 동시에 수백 개 이상의 샘플도
분석도 가능하며 자체 서버를 구축하고 있지 않아도 NGSOne 툴만 가지고 VCF 추출이
가능하다. 향후에 Docker 기반의 다양한 툴들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VCF 로 추출된 변이
파일의 주석 (annotation)을 달거나 한꺼번에 기능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 Sequencing.com[20]이나 MyGenomeBox[21]로 VCF 파일이 자동 전송되어서
체세포 변이의 해석과 수많은 기능을 가진 앱들, 예를 들면 대머리 확인, 콜레스테롤
확인, 겨드랑이 체취, 아침형 인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과 연결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클라우드 구축 기술을 활용하여 WGS 와 WES 의 추가적인 툴
들뿐만 아니라 RNA-Seq 과 Methyl-Seq 분석에 관련된 대표적인 툴들도 삽입하여 다양한
앱 플랫폼과 기능 해석이 자유로운 Docker 플랫폼들과 통합할 예정이며, NGS 분석을
하나의 툴에서 가능하도록 NGSOne 을 확장할 예정이다.

Ⅵ. 이용 경로
http://dockerbio.mygenomebox.com/html/ngson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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