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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informatics for Single Cell Genom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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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development of molecular biology and biotechnology, it is now possible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single cells by
looking at the quantitative genomic changes. To look at individual single cell genome, amplification and sequencing techniques should be
combined. The characteristics of single cells produced by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are a combination of the
characteristics generated by the amplification technology and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next generation sequencing data,
thus, a variety of bioinformatics views are required to analyze this data. In this article, we reviewed the background and limitations of
bioinformatics methods used for single cell genome analysis.

들어가는 말

같은 단일 세포 유전체 연구는 전유전체(whole genome),
전장유전체(whole exome), 전사유전체(RNA), 후성유전체

현대 유전학과 유전체 분야는 세포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

(epigeneitcs)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이

코딩 유전 프로그램의 발견 이후 급속히 발전하였다[1]. 대량의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적은 양의 DNA와 RNA의 증폭 기술로

유전적 변이 연구를 위한 접근 방식은 새로운 단 세포 종과

발생되는 특징과 기존 차세대염기서열 자료가 가지는 공통

수천의 인간 질병에 연관된 유전 병인을 확인했지만, 대부분의

특징이 혼합된 상태로 이를 분석하는 데는 다양한 생물정보학

연구는 생태계 또는 유기체의 수준에서 수행되었다[2,3]. 그러나,

시각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선 단일 세포 분리 및 시퀀싱 절차에

우리는 단 세포 종의 생태계 내에서 다양성과 생물의 혼합

대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생산된 유전체 자료 중 전사체

그룹을 연구함으로써 다세포 생물의 세포 내에서 유전체는 항상

중심으로 기존 방법(Bulk) 분석 절차와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동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단일 세포 유전체는 세포

한다. 마지막으로 단일 세포 전사 유전체를 이용하여 분석

수준으로 유전체 연구를 도입하여 유전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가능한 생물학적 내용을 설명하고, 단일 세포 분석 시 생물정보

새로운 관점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단일

방법론의 향후 발전 방향성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세포 유전체를 이용하여 미생물의 유전체를 식별하고, 줄기세포
개대 배양 시 단일 세포의 선택적 유지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고,
질환 유전적 염색체의 역할을 평가하거나, 암 발생 또는 종양
유전적 이질성의 기여를 결정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다[4].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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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다. 각 세포로부터 제작되는 시퀀싱 라이브러리에는
바코드를 붙여 수십-수만 개의 샘플을 함께 시퀀싱 할 수

1. 단일 세포 분리 및 시퀀싱 절차

있으며, 시퀀싱 후 세포별 데이터 분리가 가능하다. 분석

사람의 조직 또는 혈액에서 단일 세포를 분리해서 유전체

과정에서는 주로 DNA의 경우 복제수 이상을, RNA의 경우

서열 자료를 생성하는 절차는 Figure 1과 같다[5]. 먼저 조직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세포 전사

또는 혈액에서 세포 분리과정으로 세포 서스펜션을 진행하고,

유전체 분석과정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세포의 크기순으로 정렬 또는 enrich 과정으로 단일 세포를
획득한다. 단일 세포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시퀀싱 라이브러리

2. 단일 세포 전사 유전체 분석 절차 및 활용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튜브 기반의 절차를 거치는데 다음과

단일 세포를 이용하여 RNA 시퀀싱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같다. 세포 하나에서 얻을 수 있는 DNA의 양은 picogram(pg,

전사 유전체 자료를 분석하는 절차는 Table 1[6]과 같다. 먼저

10-12g)정도이므로 시퀀싱이 가능한 수십~수백 nanogram(ng,

기준 서열(사람의 경우 hg18, hg19 등)에 alignment를 위해

10-9g) 수준으로 충분히 늘리는 증폭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TopHat[7]과 GSNAP[8]와 같은 mapping tool을 이용하고,

위해서 각 세포에서 DNA를 추축하여 PCR 과정(또는 MDA)

얻어진 자료를 H Ts e q[9] 방법 등으로 유전자의 발현을

등을 통해서 증폭 DNA를 얻고, 이를 시퀀싱 라이브러리

측정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다음으로 RNA 시퀀싱 질 관리

제작하는 단계를 거친다. RNA의 경우에는 역전사 과정을 통해

(Quality control)를 통해서 실험 자료의 질적 정도를 파악하여

cDNA를 얻고, PCR 과정(혹은, IVT → 증폭 RNA) 등으로

질이 나쁜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기존의

증폭 cDNA를 얻어 시퀀싱 라이브러리 제작하는 단계를

bulk 시퀀싱 데이터의 경우 각 샘플 또는 세포 실험과정에서

Figure 1. Workflows for amplifying and sequencing the RNA or genomic DNA of a cell. MDA, multiple displacement amplification; RT,
reverse transcription; IVT, in vitro transcrip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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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치우침 정도를 보정하기 위해 표준화 를

된다. 이러한 데이터 패턴 속에서 신호(signal)을 검출하기 위해

수행하여 실험별 치우침을 보정하는 과정과 여러 번 또는 여러

다양한 확률/통계적 모형들이 다양하게 제안되었고, 단일

사람이 수행하여 자료를 생산한 경우 bat ch 별 효과를

세포의 발현 분석 프로그램에도 다수 적용되어 있다. 각 실험

제어해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사전처리 작업을

조건이나 사용되는 세포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통해 서 얻어진 전사 유전체 자료의 세포 타입 특성을 확인하기

정규화에 사용할 내부 유전자 군을 따로 정의해 사용하거나,

위해 잠재성 변수 모델에 기반을 둔 군집화(clustering) 과정을

알려진 control RNA를 spike-in하는 방법, 또는 동일한

수행하여 세포 간(정상 또는 암)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fragment에서 파생된 amplicon은 동일한 index sequence를

진행하다. 세포 간 또는 군집 간 특이 발현 유전자를 선별하는

가지도록 고안된 UMI(unique molecular identifier) 방법도

절차는 edgeR[10], DESeq[11] 등의 통계학 방법으로 세포 간

다양한 변형을 통해 사용된다. Batch effect는 분석 단계에서

또는 군집 간 발현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를 선별한다. 도입

보정하는 것보다, 실험단계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초기에서는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에 기존 데이터 분석툴이

것이 훨씬 효과적이므로 최대한 동일 batch에서 실험될 수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특화된 툴을 주로 사용한다.

있도록 디자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일세포 전사체 연구는

단일세포 전사체의 경우 극소량의 초기 RNA(cDNA)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세포를 구별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증폭하므로, 많은 수의 유전자 발현이 검출되지 않는 “zero-

경우가 많다. 세포단위로 데이터가 생산되므로 다른 경우보다

inflated”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각 세포가 가지는

데이터의 차원이나 복잡도가 더 큰 경우가 많다. PCA (principal

생물학적 현상의 차이와 섞여 복합적인 데이터 패턴을 가지게

component analysis)나 tSNE (t-distributed stochastic

Table 1. Comparison of bulk and single cell RNA-seq analytical strategies [6]
Step of analysis

Bulk* Cell

Single Cell

1) Alignment and Generation of Counts

기존 mapping tools(TopHat, GSNAP)과 서열 단편 count 계산 툴(HTseq)을 사용

2) Quality Control

- Library quality만 중점 관찰
- PCA와 clustering을 이용하여 같은 집단(생물학적,
기술적 반복)이 함께 군집화 확인

Bulk RNA-seq에 필요한 품질 관리 전략 외에도 각
캡쳐 된 세포의 RNA가 저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Mapping 된 서열 단편의 전체 백분율과
스파이크 된 분자에 mapping 된 서열 단편의 비율을
연구하면 유용. 비정상적인 패턴을 가진 세포는 추후
분석으로부터 제외

3) Normalization

- 표준

sequencing depth 조절 방법
(FPKM, scaling factor 이용방법)

단일 세포 RNA-seq의 경우 세포 간 mRNA 함량의
차이를 표준화하는 방법을 결정할 필요. 또한 일부
실험 프로토콜에서 3 ‘편향은 전 사체 길이를 조정하는
정규화 접근법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4) Confounding Factor

PCA-회귀와 같은 접근법은 표현의 경관에 기여하지만
관심있는 생물학적 양과는 무관 한 표본 또는 세포 간의
잠재 구조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 이러한 보정을
자동으로 사용하고 여러 교란 요인을 처리 할 수 있는
특수 도구도 사용

실험 디자인에서 여러 batch에 대한 다양한 실험군이
포함되도록 함.

5) Cell type Identification

잠재 성 변수 모델에 기반한 클러스터링 접근법 (일부 단일 세포 RNA-seq 수정 포함)을 사용할 수 있음
* 단일세포 분석에서는 PCA, tSNA 등의 차원축소법 사용이 효과적임.

6) Cell type Characterization

특이 발현 분석은 bimodal 데이터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수행

7) Gene Regulatory Networks

벌크 데이터 세트를 위해 개발 된 네트워크 재구성 방법은 악용 될 수 있지만, 기술적 인 잡음 및 교란 요인의 추가
수준을 처리

8) Kinetics of Transcription

Bulk 접근방식으론 실현 불가

* Bulk: 수천~수만 개의 세포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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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ghbor embedding)와 같은 알고리즘은 큰 차원의 데이터를

depth 조절 방법(FPKM, scaling factor)을 사용할 때에는

축소하여 시각적 해석에 도움을 주며,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일 세포의 경우 세포 간 mRNA의 함량의 차이를 보정하는

clustering기법도 특성별 분류를 시각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

절차와 일부 실험에서 발행하는 3‘ 편향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0값이 매우 많거나, 이미지를 디지털화 하는 과정의 편이,

차등발현 분석의 경우 단일세포 데이터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실험과정에 발생하는 알지 못하는 오류 등이 다양하게 개입되어

분석 패키지 이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전사체의 반응

있어,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진행하는 고전적인 통계분석법을

속도나 변화를 파악하는 분석 과정은 기존의 bulk를 이용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 데이터나 과거 데이터

RNA 시퀀싱으로 확인이 불가하지만 단일 세포를 이용한 RNA

등을 참조하는 Bayesian 모델이 많이 적용되기도 한다[12].

시퀀싱에선 파악이 가능하다.

단일 세포를 이용한 전사 유전체 자료 분석의 경우 위에서

Figure 2[13]와 같이 정상 세포들과 질병 세포들로부터

설명한 자료 분석 절차 중 기준 서열에 alignment 후 유전자의

얻어진 단일 세포들을 시퀀싱을 한 후 앞에 설명한 여러 분석

발현을 측정과정 단계의 경우 기존의 bulk 세포들을 이용한

단계를 수행하여 얻어진 유전자 발현 자료를 차원 축소 혹은

RNA 시퀀싱의 절차와 동일하다. 단일세포의 경우 UMI를

군집화 분석으로 유사한 발현의 세포 타입 간으로 집단화를

이용한 counting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단일 세포 RNA

수행한다. 이렇게 얻어진 집단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집단 간

시퀀싱 분석 시 질 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bulk의

비교가 가능하다. 첫째로 같은 집단 내(within cell type)

경우 라이브러리 질만 중점 관찰하지만, 단일 세포의 경우 각

분석을 통해 전사의 확률 성, 가변성이 파악 가능하고, 조절

단일 세포의 RNA의 양적 질적 부분이 저하되었는지의 여부

네트워크 추론을 할 수 있고, 대립 유전자 발현 패턴 분석이

파악과 mapping된 서열 단편의 전체 백분율과 스파이크 된

가능하며, 전사의 법칙을 확장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세포 집단

분자의 mapping된 서열 단편의 비율을 통해 비정상적인

간(between cell types) 분석을 통해서 세포 집단 간 차이를

패턴을 가지는 단일 세포를 추후 분석에서 제외하는 과정이

보이는 바이오 마커 식별이 가능하고, (포스트)-전사 차이를

추가된다. 표준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전자 길이를 이용한

구분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조직간 차이(between tissues)를

Figure 2. Single-cell transciptome analyses of tissues and cell type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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