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브로 소개 About GenoBro
지노브로는 국내 최초 NGS 기반의 PGT 검사로 유전적으로 정상인 배아를
선별하는 검사입니다. 기존의 검사 방식에 비해 민감도와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검사입니다.
착상 전 유전(선별) 검사를 통해 염색체 이상이 있는 배아를 배제함으로써
착상 및 임신 성공률이 증가하고 유산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지노브로는 빠르고 정확하게
유전적으로 정상인 배아를
선별하는 검사입니다

지노브로 검사 안내 GenoBro Guide
검사명
검사방법
검체
입고시한
검사소요일

국내 최초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NGS)
기반의 착상 전 유전(선별) 검사

GenoBro

Preimplantation Genetic Testing

지노브로

(착상 전 유전(선별) 검사)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할구세포(Blastomere) 또는
영양막 세포(Trophectoderm) 일부
오전 (12시 이전)
익일 이내(12시 이전 입고) 또는
익익일(12시 이후 입고)

※ 검사의 한계 ※
NGS 기반의 착상 전 유전(선별) 검사(PGT)는 기존의 검사 방식에 비해 민감도와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적은 수의 세포(1~10개) 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드물지만 위양성 및 위음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배아 자체의 모자이시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착상 전 유전(선별) 검사로 임신된 경우 확진 검사(양수 검사, 융모막 검사)
를 통해서 태아의 염색체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810호
T. 1544-9771 F. 031-8019-5004 www.genomecare.net

착상 전 유전(선별) 검사가 왜 필요할까요?

Why PGT

체외 수정된 배아가 자궁에 착상을 잘하고 임신 유지가 잘되려면 배아의
형태 뿐만 아니라 염색체도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염색체가 불완전한 배아는 착상에 실패하거나 습관적인 유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부의 나이가 많을수록 정상 배아의 비율은 낮아집니다.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NGS)은 무엇일까요?

What is NGS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NGS)은 Next Generation Sequencing의
약자로 인간의 염색체 내에 존재하는 DNA 전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독하는
분석 기술입니다.

지노브로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PGT-A (PGT for aneuploidy, 염색체 수적 이상)
삼염색체 (Trisomy), 단염색체 (Monosom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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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률을 높이고 유산율을 낮추기 위해 착상 전에 염색체 이상이 없는
유전적으로 정상인 배아를 선별해 이식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Check

18

13

2. PGT-SR (PGT for Chromosomal Structural
Rearrangements, 염색체 구조적 이상)

For Who

전좌(Translocation), 역위(Inversion) 등

1. 모체의 나이가 많은 경우 (35세 이상)
2. 원인을 알 수 없는 습관성 자연 유산을 경험한 경우
3. 반복된 착상에 실패 경험이 있는 경우
4.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염색체 이상 임신 경험이 있는 경우

지노브로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어떻게 정상 배아를 알 수 있나요?

How

체외 수정 후 배양 3~6일째 배아의 세포 일부를 채취하여 DNA 를 증폭한 후
최신 유전체 분석 기술인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NGS)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염색체 이상 유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착상 전 유전(선별) 검사에 NGS가 필요할까요? Why
극소량의 배아 세포에 존재하는 DNA 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높은 민감도를
가진 최신 기술인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장비가 필요합니다.
01) 배아 세포
검체 채취

02) 운송

전문 업체배송

03) 검사

신속한 검사

테라젠지놈케어의 지노브로는 국내 최초 NGS 기반의 PGT 검사로 유전적으로 정상인 배아를 선별하는 검사입니다.

04) 결과

정확한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