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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222단단단계계계 모모모형형형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질질질환환환 발발발생생생 위위위험험험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유유유전전전적적적 기기기여여여도도도 예예예측측측 모모모형형형

관상동맥질환(Coronaryarterydisease)은 다인자성 질환(Complexdisease)으로
여러 유전자 변이의 복합적으로 영향과 비만,흡연,음주,지질농도 등의 이미 보
고되어진 다양한 위험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위험인자로 보고되어진 양적형질들을 분리하여 매개변

수 형질(IntermediatePhenotype,IP)로 정의한 단계적 모형 즉,질병 발생과 관련
된 위험인자들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2단계 모형(Two-StageModel)을 제안
하였다.2단계 모형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후보 유전자와 매개변수 형질과의 연
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수행하며,두 번째 단계에서는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유전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2단계 모형의 적용 결과,공통의 매개변수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유전

자들의 높은 정보력을 이용하여 질병 발생 위험에 미치는 유전적 기여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또한 매개변수 형질을 통해 계산된 유전적 기여도
(GeneticRiskScore)를 이용하여 유전적 효과 자체만을 고려했을 때 관상동맥질환
발생에 미치는 유전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 되는 말 :2단계 모형,양적형질,매개변수 형질,회귀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
유전적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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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111...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고혈압,동맥경화증 등의 대부분의 심혈관계질환은 다인자성 질환(Complex
disease)으로 다양한 유전자 변이가 복합적으로 질병발생과 기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다요인적인 유전적 위험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필요로 한다.
다수의 유전자와 환경적 위험요인(Riskfactor)은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일반적

인 질병에 기여할 것이다.비록 명확한 유전적 원인에 대해서는 질병의 과거력이
나 확실한 가족력에 의해 확인되어 질 수 있지만,이러한 일반적인 모집단에 대한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그 이유 중
하나로 질병의 유전적 경향은 하나의 단일 유전자에 의한 영향이기 보다는 다수
의 유전자의 변동으로 누적된 효과에 의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질병
의 유전적 경향의 변화를 주는 환경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이렇게 질병에 관련된 유전적 효과를 밝히고자 하는 이유는 유전자가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질병에 대한 질병유전자를 밝히는 노력으로 병의 발생을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질병관련 유전위험을 미리알고 질병이 나타
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질병에 미치는
유전자의 영향력을 찾고자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연관성 분석연구가 많이 이
루어져 있으며,이때 환경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
의 위험요인을 보정한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하지만,질병에 미치는 유전적
효과(Geneticeffect)는 약 10%내외로 매우 작은 부분의 영향력으로 인해 상대적으
로 질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위험인자를 보정한 방법으로 질병과 유전적 영향
의 연관성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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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환 발생예방을 위해 유전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위험요인들을 구
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111...222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및및및 내내내용용용

다인자성 질환 발생과 관련하여 알려진 후보 유전자(Candidategene)의 다형
성이 질병발생과 관련된 독립적인 위험인자는 아닐지라도 기존의 알려진 위험요
인에 의해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다.이러한 위험인자에 대한 영
향력을 충분히 갖는 사람은 질병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것이다.본 논문에서는 질
병 발생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2단계 모형(Two-Stage
Model)을 제안한다.
기존의 위험인자들을 보정하여 유전자와 질병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던 접근방

법과 달리 기존의 위험요인으로 보고되어진 양적형질들을 분리하여 매개변수 형
질(IntermediatePhenotype;IP)로 정의한 단계적 모형으로,위험인자들을 효과적
으로 조절하기 위한 모형이다.2단계 모형 적용을 통하여,공통의 매개변수 형질
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유전자들의 높은 정보력을 이용하여 질병 발생에 미치
는 유전적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다.
어떤 하나의 유전자가 다인자성 질환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같은 매개변

수 형질에 의해 통제되는 많은 유전자에 잠재적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의 정도가
작을 것이며,실제로 다중의 매개변수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유전자가 임
상적 결과에 작용할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많은 단일 염기 다형성들 중 다중의
매개변수 형질에 대한 높은 정보력을 갖는 단일 염기 다형성들을 선별하여 2단계
모형에 적용한다.따라서 다수의 유전자들 중 공통의 매개변수 형질에 잠재적인
연관성을 갖는 다수의 단일염기 다형성들은 단일 연관성을 보던 방법보다 더 높
은 정보력을 갖는 유전적 영향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질병 발생 위험에 미치는
유전적 기여도를 토대로 다인자성 질환에서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의 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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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질병 발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질병 원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
근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관상동맥 질환 발생에 미치는 유전적 기여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으로 매개변수 형질을 고려한 2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유전적 요인과 환
경적 요인의 조합에 따라 관상동맥질환 발병 확률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논문에 사용한 분석 대상은 연세대학교 심혈관계질환 유전체 연구센터(Cardi-

ovascularGenomeCenter,CGC)에서 수집된 자료로 관상동맥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으로 구성된 총 131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연구에 사용
된 후보 유전자는 심혈관계질환 유전체 연구센터 자료로 9개의 유전자에 위치한
23개의 후보 유전자들을 분석에 사용하였다.심혈관계질환 유전체센터에서 수집된
관상동맥 질환 진단을 받은 대상자와 정상 대조군의 프로토콜(Protocol)을 토대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111...333논논논문문문 구구구성성성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에 대해 소개하고 연구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제시한다.2장에서는 2단계 모형의 이론적 배경과 각 단계의 모형에서 사용된 회
귀분석 방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기본적인 선형모형과 로
짓 모형에서의 모수 추정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3장에서는 2단계 모형
을 적용한 분석 방법에 대해 소개 한다.질병 발생 위험에 미치는 유전적 기여도
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4장에서는 분석에 사용한 심혈관계질환 유
전체연구센터 자료(CGC자료)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2단계 모형에 분석되어질 분석
대상 유전자 선택 방법과 2단계 모형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2단계 모형을
이용해 질병 방생 위험에 미치는 유전적 기여도를 가지고 관상동맥 질환 발생 확
률을 예측하였다.5장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과 결론을 발표 하고,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에 대한 제안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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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장장장 222단단단계계계 모모모형형형 이이이론론론

222...111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2단계 모형은 단일 염기 다형성(Singlenucleotidepolymorphism:SNP)과 질
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보다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위험 요인을 매개변
수 형질로 정의하여 공통의 매개변수 형질에 영향을 받는 다수의 단일 염기 다형
성들의 정보력을 이용하는 모형이다.즉 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 요인에 의해
설명 되어지는 변동의 일부분보다 많은 위험 인자들의 공통적인 요인인 매개변수
형질을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는 변동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형이다.질환에
대한 대부분의 위험 인자로 알려진 요인들을 실제로 매개변수 형질이라 정의 하
였다.(Green,2004)질환은 통합적인 매개변수 형질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공통의
매개변수 형질에 관련된 다수의 환경인자와 유전자들로 이루어진 가장 유사한 집
합을 구성할 수 있다.
어떤 하나의 유전자가 다인자성 질환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같은 매개변

수 형질에 의해 통제되는 많은 유전자에 잠재적이기 때문에 영향력의 정도가 작
을 것이며,실제로 다중의 매개변수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유전자가 질환
에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그러한 형질을 충분히 갖는 사람은 질병의 위험을 증가
시킬 것이며 위험 인자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환경적 인자와 그들의 조합은 질병
발생에 미치는 유전적 기여도에 따른 발생확률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그림 1]은
2단계 모형의 기본적인 모형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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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단계 모형도

2단계 모형도는 매개변수 표현형(Phenotype)에 선형 모형을 확장시킨 번째
유전자형(Genotype)에 노출된 번째 환경적 영향으로 구성된 선형 함수(Linear
function)모형으로

    

과 같이 나타낸다.이때 는 표현형 발현(Phenotypicexpression)에 미치는 유
전적 효과를 나타내며, 는 표현형 발현에 미치는 환경적 효과를 타나낸다.유
전자형 값인 은 보다 표현형 발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와 를 동등한 독립변수로 분석하는 것은 그 유의성을 평가하기에 적절치 않다
고 생각하여 2단계 모형에서는 유전적 영향(Geneticeffects)에 미치는 부분과 환경
적 영향(Environmentaleffects)에 효과를 나타내는 회귀계수를 각각 산출하여,2
단계 모형의 첫 번째 단계인 매개변수 형질에 미치는 유전자의 영향력을 구한 점
수에 이용한다.다음의 식을 적용하여 얻어진 각각의 회귀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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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단계 모형은  , 와 매개변수 형질과의 잠재적인 연관성을 분석하여
유전자의 영향력에 대한 점수를 구한 후,매개변수 형질과 질환과의 연관성 분석
으로 얻어진 회귀계수만큼 가중치를 주어 전체 기전(Pathway)에 미치는 유전적
영향에 대한 기여위험점수를 구한다.즉 유전적 기여위험도는 유전자의 공유된 매
개변수 형질을 토대로 생리학적 경로의 유전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
다.

222...222 222단단단계계계 모모모형형형 소소소개개개

222...222...111첫첫첫 번번번째째째 단단단계계계 :::선선선형형형 회회회귀귀귀모모모형형형

회귀모형은 관심있는 종속변수와 유전적,환경적 요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한 방법이다.종속변수인 표현형 에 대해 는 의절편이고,유전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효과인 와 오차인 를 고려한 선형 회귀모형(LinearRegressionModel)
식은

      

이 된다.는 종속변수 또는 반응변수라 하고 는 독립변수 또는 설명변수라 한
다.는 관계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오차라 하며 평균이 0인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각각의 후보유전자와 형질간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귀무가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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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정한다.후보유전자의 주효과(Maineffect)에 대해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효과
인 회귀계수 를 추정한다.모형에 의해 예측된 의 값에 대한 모형은 다음과 같
다.

   

가장 적합한  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적형질의 유전 양식을 연구하는
유전학의 한 분야인 양적유전학(Quantitativegenetics)의 관점에서 표현형 자료로
부터 통계량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특징을 지닌 잔차의 제곱
합을 최소화 하는 최소제곱법(OrdinaryLeastSquares,OLS)을 사용하여 추정한
다.즉 최소제곱법은 회귀선에 의해 예측된 값으로부터 관찰된 의 편차 제곱의
평균값을 최소화 시킨 값이다.명의 개인별 표본에서  와 에 대한 측정값을
얻은 후 잔차의 정의를 기억해 보면,식은

        

          

이 된다.위의 식에 양변을 제곱 시키면,

                

           

인 식으로 나타내며,마지막으로,의 평균값을 고려한 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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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와   의 평균값은 정의에 의해 ‘0’의 값을 갖는다.따라서,

위와 같이 최소화된 
를 갖는  의 값은 그들이 0과 같다고 설정하고 편미분도

함수(Partialderivatives)를 구하면,




     




 

 

       

인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위의 두 식을 풀면 아래의 식을 얻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이 구한 회귀계수는 독립변수의 단위를 그대로 반영한 비표준화회귀
계수(Unstandardizedcoefficient)이다.
여러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 대해 독립변수들의 단

위와 분포를 통일 시켜주기 위해 2단계 모형에서는 비표준화회귀계수를 변화시킨
표준화회귀계수(Standardizedcoefficient)를 사용한다.(Horneetal.,2005)
표준화 회귀계수는 회귀계수에 의 표준편차  를 의 표준편차  

로 나누어진 값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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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두두두 번번번째째째 단단단계계계 :::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모모모형형형

두 번째 단계에서는 종속변수가 이분형 변수로 일반 회귀모형에 그대로 적용
하기가 매우 어려워 이 자료에 로짓 변형(Logittransformation)을 시켜 일반적인
회귀모형의 형태를 지닌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regressionAnalysis)을 사용
한다.
질병발생여부를 나타내어 주는 종속변수로 질병 발생은 D=1,질병 미발생은

D=0에 대해 probit모형은

      

이 되고,전체 표본 수는 ,환자군은 Y=1,대조군은 Y=0에 대한 우도 함수
(Likelihoodfunction)는


  




       
  




      

이 된다.위의 식에서 우도 함수의 개별 부분에 대해 베이지안 이론(Bayes
Theorem)을 적용하면

     
    
        

으로 나타내며,분자의      에 두 번째 베이지안 이론을 적용 하면
Y=1일 때 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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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낼 수 있다.환자군과 대조군의 선택이 독립적임을 가정할 때,각각의
확률인  과 은

              

              

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로지스틱 모형에 추정된  과 을 대입하면,

      
     


  

이 된다.위의 식에서 분자와 분모에    로 나누어 주면 로지스틱 회귀모

형에서 절편 항인 
  




 로 나타내어 진다.표본은 독립임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며,다시 정리한 식은

     
     

  

로 표현된다.또한 Y=0일 때 식은 다음과 같다.

     
     
    

우도 함수에 대한 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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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때,

으로 표현되어진다.즉,위에서 구한 우도 함수를 다시 쓰면,


  



       
  



        = 


  




    

 


식과 같다.최대 우도 추정은 모집단에서 얻어진 표본들이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
로그 우도 함수의 최대화로부터 구해지는 추정치이므로 위의 우도 함수에 로그를
취한 로그우도 함수는

  
  



  
   

 
  

  



    

이 된다.위의 로그 우도 함수를 최대화 시키는 회귀계수의 최대우도 추정치는
선형이 아니므로 뉴튼-랩슨(Newton-Raphson)방법이나, 피셔의 스코어링방법
(Fisher'sMethodofscoring)등과 같은 반복적인(iterative)추정 방법에 의해 근사
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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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장장장 222단단단계계계 모모모형형형 적적적용용용

333...111첫첫첫 번번번째째째 단단단계계계 :::SSSNNNPPPAAAnnnaaalllyyysssiiisss

선택되어진 모든 후보 유전자에서 매개변수 형질의 연관성은 결정되었고,매
개변수 형질에 개개인의 영향에 의한 각각의 유전형의 효과만큼 가중치를 부여하
여 일반화한 유전적 기여위험 모형을 구현한다.
만약 다수의 단일 염기 다형성들이 단일 유전자(Singlegene)나 다중 유전자

(Multiplegene)에 이용된다면 물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독립적인 단일 염기 다
형성들을 모형에 고려하였다.
독립변수로서의 단일 염기 다형성과 각각의 연속형 변수로 이루어진 종속변수

로서의 매개변수 형질과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한다.또
한 환경적 요인과 매개변수 형질과의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한다.1장의 연구배경
에서 언급하였듯이 환경적 요인을 보정하여 분석하던 기존의 방법과 달리 각각
회귀분석을 수행한 이유는 유전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비해 환경적 요인이 양
적형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므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동등한
독립변수로 고려할 경우 유의한 유전적 영향을 찾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각각의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구한 회귀계수를 유전적 기여위험도를 구한
점수에 가중치를 주어 적용시킨다.공통된 집합으로 구성된 단일염기 다형성들과
각각의 매개변수 형질에 대한 분석을 반복한다.각각의 회귀분석 수행 결과 매개
변수 형질의 변화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를 이용한다.
이들의 선형 회귀분석으로 얻어진 비표준화회귀계수를 변형시킨 표준화회귀계

수()만큼 가중치를 주어 매개변수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 유전자들의 영향
력을 구한 점수(GeneticRiskScore,)를 산출한다.번째 매개변수 형질에 대
한 GeneticRiskScore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Horneetal,2005)



- 13 -

  

이때 는 번째 SNP변수이며, 는 번째 매개변수 형질과 번째 SNP변
수 또는 환경적 요인변수에 대한 표준화회귀계수를 나타낸다.

333...222두두두 번번번째째째 단단단계계계 :::IIIPPPAAAnnnaaalllyyysssiiisss

각각의 매개변수 형질들은 종속변수인 질병에 예측자(Predictor)로서 두 번째
회귀분석을 하여 평가한다.매개변수 형질이 질환 발생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한다.두
번째 단계에서는 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 형질에 대한 영향력을 계산
하는 단계이다.
위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인 경로의 유전적 기여 위험도

에 대한 수치를 나타내는 전체적인 기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기여도(overall
pathway'sGeneticRisk Score, )를 구한다.전체 경로의 GeneticRisk
Score는 개개인의 번째 매개변수 형질에 대한 GeneticRiskScore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형질들의 회귀계수 중 가장 큰 값을 갖는 회귀계
수를 각각의 회귀계수에 나누어준 값만큼의 가중치를 주어 산출된다.즉 전체 경
로에 대한 GeneticRiskScore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Horneetal,2005)

  
 




첫 번째 단계에서 단일 염기 다형성과 매개변수 형질에 대한 회귀계수와 구분
하기 위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번째 매개변수 형질에 대한 회귀계수를  로 나
타내었다.는 개의 매개변수 형질 중 가장 큰 값을 가진 매개변수 형질의
회귀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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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장장장 실실실제제제 자자자료료료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질질질환환환 발발발생생생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유유유전전전적적적 기기기여여여도도도 예예예측측측 모모모형형형

444...111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 질질질환환환 발발발생생생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유유유전전전적적적 기기기여여여도도도 예예예측측측 모모모형형형

444...111...111심심심혈혈혈관관관계계계질질질환환환 유유유전전전체체체센센센터터터 자자자료료료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연세대학교 심혈관계질환 유전체 연구센터에서 실시하
는 검진에 동의한 대상자들의 임상적 자료(CGC자료)를 이용하였다.자료는 고혈
압,당뇨 등의 질병이 없는 대조군과 연세의료원 심장혈관센터에서 관상동맥 조영
술을 시행받은 환자 중 관상동맥 협착이 있는 관상동맥질환자인 환자군으로 이루
어 졌다.
본 연구에 사용된 환경인자는 나이,흡연유무,음주유무,운동여부이며 질환의

위험요인(riskfactor)으로 알려진 총 콜레스테롤(TotalCholesterol,Tchol),고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High-densitylipoproteins,HDL),중성지방(triglyceride,Tg),체
질량 지수(BodyMassIndex,BMI),수축기 혈압(SystolicBloodPressure,SBP),이
완기 혈압(DiastolicBloodPressure,DBP),글루코즈(Glucose)를 매개변수 형질로
사용하였다.(Pasternaketal.1996)
분석 대상 유전자는 심혈관계 질환 유전체센터에서 수집된 9개의 염색체에 위

치한 23개의 단일 염기 다형성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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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11...222분분분석석석 대대대상상상 유유유전전전자자자 선선선택택택

단일 염기 다형성들과 양적형질인 매개변수 형질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
(Contribution)를 평가하기 위해 분석 대상 유전자를 선택한다.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Tchol,HDL,Tg,BMI,SBP,DBP,Glucose를 매개변수 형질
로 설정하였으며 단일 염기 다형성들의 유전형 간의 차이여부를 검정 한다.
매개변수 형질과 관련 있는 유전자를 선택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9개의 유전

자에 위치한 23개의 단일 염기 다형성들에 대해 모두 조사 하였다.[표 1]은 분석
에 사용한 대조군 544명,환자군 767명으로 총 1311명으로 불안전한 자료이며
CGC자료의 단일 염기 다형성 변수 이름과 유전자 위치에 대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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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SSSNNNPPP변변변수수수 이이이름름름 목목목록록록...
AAAllliiiaaasss SSSNNNPPP GGGeeennneeeNNNaaammmeee lllooocccaaatttiiiooonnn

ABCA1 R219K(G/A) ATP-bindingcassette,sub-familyA
(ABC1),member1 9q31.1

ACE_1 A-240T(A2400T)angiotensinIconvertingenzyme(perptidyl-dipeptidaseA)1 17q23

ACE_2 C-93T(C2547T) angiotensinIconvertingenzyme
(perptidyl-dipeptidaseA)2 17q23

ACE_6 14094(I/D) angiotensinIconvertingenzyme
(perptidyl-dipeptidaseA)6 17q23

ACE_7 G14480C angiotensinIconvertingenzyme
(perptidyl-dipeptidaseA)7 17q23

ACE_8 T849S(A14519G)angiotensinIconvertingenzyme(perptidyl-dipeptidaseA)8 17q23

ACE_10 A22982G angiotensinIconvertingenzyme
(perptidyl-dipeptidaseA)10 17q23

AGT_2 G-217A angiotensinogen 1q42-q43
AGT_3 A-20C angiotensinogen 1q42-q43
AGT_4 G-6A angiotensinogen 1q42-q43
AGT_5 M235T(T/C) angiotensinogen 1q42-q43
APM1_1 T45G Adiponectin 3q27
APM1_2 G276T Adiponectin 3q27
APOA5_2T-1331C apolipoproteinA-V 11q23
APOA5_5C-1399T apolipoproteinA-V 11q23
APOA5_6G-1029A apolipoproteinA-V 11q23
APOA5_7G-12A apolipoproteinA-V 11q23
CETP_2 C-629A cholesterylestertransferprotein,plasma 16q21
CETP_3 TAQ1B(G/A) cholesterylestertransferprotein,plasma 16q21
CETP_5 I405V(A/G) cholesterylestertransferprotein,plasma 16q21
LDLR N591N(C/T) low densitylipoproteinreceptor 19p13.3
LIPC_4 V95M(G/A) lipase,hepatic 15q21-q23
PON1 Q192R(A/G) paraoxonase1 7q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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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단일 염기 다형성들 중 2단계 모형 적용시 변수들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
시키기 위해 같은 염색체에 위치한 하나의 단일 염기 다형성을 선택한다.분석 대
상 유전자들을 선택하기 위해 모형에 같은 염색체에 위치한 단일 염기 다형성을
하나씩 추가시켜 Partial-F값을 가장 크게 만드는 변수를 선택하고 Partial-F검정
을 하여 유의하면 모형에 포함한다.반대로 유의하지 않으면 설명변수를 제거한
다.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적절한 단일 염기 다형성을 모형에 포함하는 방법인 단
계적 회귀분석(StepwiseregressionAnalysis)를 수행하였다.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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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단계적 회귀분석 수행 후 많은 단일 염기 다형성들 중 각각 공통의 매개
변수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높은 정보력을 갖는 다수의 단일 염기 다형성들로 이
루어진 집합을 구성하였다.가장 유사한 집합으로 매개변수 형질은 HDL과
Glucose이고,유전자는 ABCA1-R219K(G/A),APM1_2-G276T,ACE7-G14480C의
단일 염기 다형성들을 선정하였다.즉 분석을 하기 위해 선택된 유전자는 공통의
매개변수 형질이나 그들의 집합에 대해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 포함되어져야
하며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모형에 포함된 단일 염기 다형성들에 대해 그들의
유의성을 가정한다.

444...111...333분분분석석석 대대대상상상 유유유전전전자자자

유사한 집합으로 선정한 불안전한 자료에 대해 ABCA1-R219K(G/A),
APM1_2-G276T,ACE7-G14480C의 단일 염기 다형성과 HDL,Glucose의 매개변수
형질의 결측값과 이상값을 제외한 후 완전한 자료로 만들어 분석에 이용하였고
성별의 효과를 남자로 통제한 CGC자료의 분포는 정상군 84명(37%)으로 평균나이
는 49±12.62세,흡연자 66명(34.02%),음주력 대상자 69(40.35%),운동하는 자 37명
(31.09%)이며,환자군은 141명(63%)로 평균나이는 56±7.29세,흡연자는 128명
(65.98%),음주 대상인 자는 102명(59.65%),운동하는 자는 82명(68.91%)의 분포를
보이는 총 225명으로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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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첫첫첫 번번번째째째 단단단계계계 :::SSSNNNPPPAAAnnnaaalllyyysssiiisss결결결과과과

먼저 선별된 유전자의 집합에 따라 각각의 유전자형에 대한 가변수(dummy
variable)를 정의한 후 매개변수 형질에 유의한 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아래의
선형회귀모형(Linearregression)을 설정할 수 있다.

    
  (1)

이때,

는 유전형이 AA면 1이고,아니면 0의 값을 갖는 가변수이고 은

그에 따른 회귀계수(Regressioncoefficient)이다.마찬가지로 는 유전형이 AG
이면1,아니면 0의 값을 갖는 가변수이고 는 그때의 회귀계수이다.위의 회귀
모형 (1)에서 회귀계수의 추정치(estimates)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면 유전적 영
향이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표표표 333...환환환경경경적적적 요요요인인인과과과 IIInnnttteeerrrmmmeeedddiiiaaattteeePPPhhheeennnoootttyyypppeee 분분분포포포
NNNooorrrmmmaaalll CCCAAADDD TTToootttaaalll
nnn %%% nnn %%% nnn MMMeeeaaannn±SSStttddd

AAAgggeee(Mean±Std) 84 49.15±12.62 141 56.45±7.29 225 53.72±10.23
SSSmmmoookkkeee NNNooo 18 58.06 13 41.94 31

YYYeeesss 66 34.02 128 65.98 194
DDDrrriiinnnkkk NNNooo 15 27.78 39 72.22 54

YYYeeesss 69 40.35 102 59.65 171
EEExxxeeerrrccciiissseee NNNooo 47 44.34 59 55.66 106

YYYeeesss 37 31.09 82 68.91 119
nnn MMMeeeaaannn±SSStttddd nnn MMMeeeaaannn±SSStttddd nnn MMMeeeaaannn±SSStttddd

HHHDDDLLL___CCC 84 44.43±8.83 130 37.03±8.39 225 39.68±9.24
GGGllluuucccooossseee 84 90.20±23.86 130 101.51±30.33 225 97.2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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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 후보 유전자들과 매개변수 형질들과의 관련성 분석
(Associationanalysis)을 평가한다.단일 염기 다형성들을 독립변수로 매개변수 형
질과의 회귀분석을 수행하고,환경변수와 매개변수 형질과의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얻은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후보 유전자의 기여위험도에 대한 점수()를 계산
한다.
유전자의 영향과 환경적 요인이 매개변수에 유의한 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모형은 다음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IntermediatePhenoytpe          

 
 

 
 

 
 

2단계 모형의 첫 번째 단계인 SNP-Analysis에서는 위에서 보인 각각의 회귀분
석 결과 얻은 비표준화회귀계수를 변화시킨 표준화회귀계수만큼 에 가중치
를 주어 후보 유전자의 영향력에 대한 기여위험도에 대한 점수를 구하는 단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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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두두두 번번번째째째 단단단계계계 :::IIIPPPAAAnnnaaalllyyysssiiisss결결결과과과

2단계 모형의 두 번째 단계인 IP(IntermediatePhenotype)-Analysis에서는 전
체적인 경로의 유전자의 기여위험도(overallpathway'sGRS,이하 )을 산출
하고자 한다.은 독립변수인 매개변수 형질과 종속변수로 질환(D=0,D=1)
에 대한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regressionanalysis)
을 수행한다.그에 대한 회귀 모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매개변수 형질에 대한 회귀계수    중
가장 큰 값을 갖는 회귀계수를 으로 할때,각각의 매개변수의 회귀계수를

 값으로 나누어 준다.(표)첫 단계에서 구한 에 

 만큼의 가중치

를 주어 전체 경로에 대한 유전자의 영향력을 구한 점수인 을 구해준다.
[표 4]는 HDL과 Glucose인 매개변수 형질과 단일 염기 다형성의 연관성을 평

가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 모형 결과이며 매개변수 형질에 대한 번째 단일 염
기 다형성의 가중치를 주는 회귀 계수를 정리한 표이다.

    [[[[표 표 표 표 4] 4] 4] 4] 각각의 각각의 각각의 각각의 SNPSNPSNPSNP와 와 와 와 매개변수의 매개변수의 매개변수의 매개변수의 선형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 결과결과결과결과

AAABBBCCCAAA111 AAACCCEEE777 AAAPPPMMM111___222
IIIPPP BBB AAAAAA*** GGGAAA GGGGGG CCCCCC*** CCCGGG GGGGGG TTTTTT*** GGGTTT GGGGGG
HHHDDDLLL -0.099 0 -0.084-0.113 0 0.035 -0.023 0 -0.004 0.001
GGGllluuucccooossseee 0.025 0 -0.008 0.131 0 -0.084-0.049 0 -0.028 -0.109

  (*는 기준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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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GGGeeennneeetttiiicccRRRiiissskkkSSScccooorrreee분분분석석석

444...444...111GGGeeennneeetttiiicccRRRiiissskkkSSScccooorrreee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2단계 모형을 적용해 계산되어진 GeneticRiskScore은 관상동맥 질환을 예측
하는데 있어 다인유전자 효과(Polygeniceffect)를 조사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경로의 GeneticRiskScore이 관상동맥 질환발생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한다.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
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식을 이용하여 관상동맥 질환발생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위의 식에 log를 제거하기 위해 지수(Exponential,이하 Exp)를 취해주면 log를 제
거할 수 있다.따라서 원래의 양변에 지수를 Exp를 취해주면 왼쪽 항은 log가 제
거되고 오른쪽 항은 다음과 같이 전환된다.

     
   

    

위의 식에 양변에      을 곱하여 주면 관상동맥 질환발생 확률인
   을 구할 수 있다.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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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료의 구조상 샘플 수가 작아 위험인자가 낮은 대상자들로 이루어진 집
단에서 단일 염기 다형성들이 나타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유전자형의 조합을 구
성할 수 없었다.실제 자료를 통해 얻어진 회귀 모형식을 적용하여 위험인자가 낮
은 대상자들의 자료를 구성하여 모든 가능한 유전자형의 조합을 갖는 자료에 대
입하여 단일 염기 다형성들의 효과를 고려한 질병발생 위험 확률을 구한다.
실제 자료로 구현된 로지스틱 회귀 모형식은 매개변수 형질이 HDL일 때,관

상동맥 질환 발생 확률의 모형식은

     
         

    
      

    

으로 나타내어 지고,매개변수 형질이 Glucose일 때는

     
         

　　　　　　　

    
      

    

의 모형식으로부터 관상동맥 질환 발생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실제 자료로 구해진 위의 로지스틱 회귀 모형식을 이용하여 환경적 인자의

상태가 질병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질병발생 위험에 기여하는 유전적 영
향에 대한 전체 경로에 대한 GeneticRiskScore값의 변화에 따라 질병에 걸릴 확
률을 계산해 낼 수 있다.[표 5]는 HDL매개변수 형질에 의한 전체 경로에 대한
GeneticRiskScore값에 대한 3개의 단일 염기 다형성들의 독립변수들은 3개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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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을 갖을 때 그들이 나타낼 수 있는 가능한 조합으로 총 27개의 조합에 따른
관상동맥 질환발생 확률을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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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555]]]HHHDDDLLL매매매개개개변변변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유유유전전전자자자형형형 조조조합합합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 질질질환환환 발발발생생생 확확확률률률

Age>=45 Smoke Drink Exercise ABCA1 ACE_7 APM1_2 Prob.(%)

No No No Yes AA CG GT 35.7 

No No No Yes AA CG TT 35.8 

No No No Yes AA CG GG 36.2 

No No No Yes AA CC GT 43.9 

No No No Yes AA CC TT 44.0 

No No No Yes AA CC GG 44.4 

No No No Yes AA GG GT 45.8 

No No No Yes AA GG TT 45.9 

No No No Yes AA GG GG 46.3 

No No No Yes GA CG GT 48.8 

No No No Yes GA CG TT 49.0 

No No No Yes GA CG GG 49.3 

No No No Yes GG CG GT 53.4 

No No No Yes GG CG TT 53.5 

No No No Yes GG CG GG 53.9 

No No No Yes GA CC GT 57.4 

No No No Yes GA CC TT 57.5 

No No No Yes GA CC GG 57.8 

No No No Yes GA GG GT 59.2 

No No No Yes GA GG TT 59.3 

No No No Yes GA GG GG 59.7 

No No No Yes GG CC GT 61.8 

No No No Yes GG CC TT 61.9 

No No No Yes GG CC GG 62.2 

No No No Yes GG GG GT 63.5 

No No No Yes GG GG TT 63.6 

No No No Yes GG GG GG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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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45세 이상이며,흡연력과 음주력이 없으며,운동을 하는 대상들에서
유전형의 조합에 따라 관상동맥 질환 발생확률의 차이가 있다.즉 2단계 모형을
이용하여 질병발생 위험에 기여하는 유전적 영향에 대한 관상동맥 질환 발생 확
률은 유전형이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표 6]은 Glucose매개변수 형질에 따른 전체 경로에 대한 GeneticRiskScore값
에 대한 관상동맥 발생확률을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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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666]]]GGGllluuucccooossseee매매매개개개변변변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유유유전전전자자자형형형 조조조합합합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 질질질환환환 발발발생생생 확확확률률률

Age>=45 Smoke Drink Exercise ABCA1 ACE_7 APM1_2 Prob.(%)

No No No Yes AA CC GG 35.4 

No No No Yes AA CC TT 23.5 

No No No Yes AA CC GT 35.8 

No No No Yes AA GG GG 33.3 

No No No Yes AA GG TT 21.9 

No No No Yes AA GG GT 33.6 

No No No Yes AA CG GG 31.5 

No No No Yes AA CG TT 20.5 

No No No Yes AA CG GT 31.9 

No No No Yes GG CC GG 44.5 

No No No Yes GG CC TT 31.1 

No No No Yes GG CC GT 44.9 

No No No Yes GG GG GG 42.2 

No No No Yes GG GG TT 29.0 

No No No Yes GG GG GT 42.5 

No No No Yes GG CG GG 40.3 

No No No Yes GG CG TT 27.4 

No No No Yes GG CG GT 40.6 

No No No Yes GA CC GG 35.2 

No No No Yes GA CC TT 23.3 

No No No Yes GA CC GT 35.5 

No No No Yes GA GG GG 33.0 

No No No Yes GA GG TT 21.7 

No No No Yes GA GG GT 33.3 

No No No Yes GA CG GG 31.3 

No No No Yes GA CG TT 20.3 

No No No Yes GA CG GT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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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형질이 HDL을 통해 계산된 유전적 기여 위험도가 Glucose매개변
수 형질에 대한 유전적 기여 위험도에서 보다 관상동맥 질환 발생 확률을 대체로
더 높게 예측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44...444...222OOOnnneee---SSStttaaagggeee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환경인자와 위험인자를 보정하여 단일 염기 다형성들과 질병과의 연관성 분석
을 수행하는 기존의 방법과 2단계 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한다.
[표 7]은 환경인자와 위험인자를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로 관상동맥

질환 발생확률을 나타낸 표이다.One-Stage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관상동맥 질환
발생에 미치는 유전적 기여위험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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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777]]]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AAAjjjuuusssttteeedddfffooorrrAAAgggeee,,,SSSmmmoookkkeee,,,DDDrrriiinnnkkk,,,EEExxxeeerrrccciiissseee,,,HHHDDDLLL)))

Age>=45 Smoke Drink Exercise ABCA1 ACE_7 APM1_2 Prob.(%)

No No No Yes GG GG GG 0.000000015 

No No No Yes GG GG TT 0.000000005 

No No No Yes GG GG GT 0.000000015 

No No No Yes GG CC GG 0.000000019 

No No No Yes GG CC TT 0.000000006 

No No No Yes GG CC GT 0.000000020 

No No No Yes GA GG GG 0.000000008 

No No No Yes GA GG TT 0.000000003 

No No No Yes GA GG GT 0.000000008 

No No No Yes GA CC GG 0.000000010 

No No No Yes GA CC TT 0.000000003 

No No No Yes GA CC GT 0.000000010 

No No No Yes GG CG GG 0.000000022 

No No No Yes GG CG TT 0.000000007 

No No No Yes GG CG GT 0.000000022 

No No No Yes GA CG GG 0.000000012 

No No No Yes GA CG TT 0.000000004 

No No No Yes GA CG GT 0.000000012 

No No No Yes AA GG GG 0.000000008 

No No No Yes AA GG TT 0.000000003 

No No No Yes AA GG GT 0.000000009 

No No No Yes AA CC GG 0.000000011 

No No No Yes AA CC TT 0.000000004 

No No No Yes AA CC GT 0.000000011 

No No No Yes AA CG GG 0.000000012 

No No No Yes AA CG TT 0.000000004 

No No No Yes AA CG GT 0.000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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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888]]]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AAAjjjuuusssttteeedddfffooorrrAAAgggeee,,,SSSmmmoookkkeee,,,DDDrrriiinnnkkk,,,EEExxxeeerrrccciiissseee,,,GGGllluuucccooossseee)))
Age>=45 Smoke Drink Exercise ABCA1 ACE_7 APM1_2 Prob.(%)

No No No Yes GA CC TT 0.0000000246 
No No No Yes GA CC GT 0.0000000247 
No No No Yes AA CC TT 0.0000000278 
No No No Yes AA CC GT 0.0000000279 
No No No Yes GA CC GG 0.0000000299 
No No No Yes AA CC GG 0.0000000337 
No No No Yes GA GG TT 0.0000000339 
No No No Yes GA GG GT 0.0000000341 
No No No Yes GA CG TT 0.0000000367 
No No No Yes GA CG GT 0.0000000368 
No No No Yes AA GG TT 0.0000000383 
No No No Yes AA GG GT 0.0000000385 
No No No Yes GA GG GG 0.0000000412 
No No No Yes AA CG TT 0.0000000414 
No No No Yes AA CG GT 0.0000000416 
No No No Yes GA CG GG 0.0000000445 
No No No Yes AA GG GG 0.0000000465 
No No No Yes GG CC TT 0.0000000492 
No No No Yes GG CC GT 0.0000000494 
No No No Yes AA CG GG 0.0000000502 
No No No Yes GG CC GG 0.0000000597 
No No No Yes GG GG TT 0.0000000678 
No No No Yes GG GG GT 0.0000000681 
No No No Yes GG CG TT 0.0000000733 
No No No Yes GG CG GT 0.0000000736 
No No No Yes GG GG GG 0.0000000822 
No No No Yes GG CG GG 0.000000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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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ageModel에 적용한 분석 결과 단일 염기 다형성의 효과만을 고려했을
때,각각의 HDL,Glucose의 매개변수 형질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모두 질
병 발생에 미치는 유전적 기여위험도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였다.따라
서 위험인자를 갖고 있지 않는 대상에 대해 단일염기 다형성의 효과만을 봤을 때
2단계 모형을 적용한 결과에서 약 40배정도 관상동맥 질환 발생 예측 확률을 높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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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완벽한 연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적,유
전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이러한 다요인성 질환은 아마도 해로운 요인의
수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경계를 넘어 개인적인 결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ScheuunerM.T.,2004)따라서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위험 요인을 매개
변수 형질로 정의 하였다.즉 이러한 위험인자에 많이 노출된 사람은 질병의 위험
도를 증가 시킬 것이며 하나의 매개변수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 유전자의 연
관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공통의 매개변수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유전자들을 이용하면 그들의 정보력을 높일 수 있다.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지금
까지 낮은 위험 요인을 갖는 대상에서 원인이 되는 유전적 효과를 찾기 위한 단
일 염기 다형성들의 조합에 따라 관상동맥 질환에 미치는 유전적 기여위험도를
알아보기 위해 2단계 모형에 적용하여 평가하였다.2단계 모형은 매개변수 형질을
고려하여 질병에 의미 있는 적용을 하기 위한 유전적 기여위험도(Geneticrisk
score)를 기술하는 방법이다.이러한 전체 경로에 대한 유전적 기여 위험도는 매개
변수 형질을 토대로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 유의한 위험 층화(Riskstratification)를
제공하며,이 모형에 매개변수 형질을 고려하므로 유전자와 관상동맥 질환과의
원인적인 관계를 지지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심혈관계 질환 유전체 연구센터에서 실시하는 검진

에 동의한 대상자로 남자만을 통제한 자료를 가지고 관상동맥 질환 발생 예측 모
형에 적용하였다.나이가 45세 미만으로,흡연력과 음주력이 없으며 운동을 하는,
대체로 위험인자가 낮은 경우에서 ABCA1-R219K(G/A),APM1_2-G276T,ACE_7-
G14480C의 유전자들의 표현형에 대한 조합에 따라 질병 발생 위험에 기여하는 유
전적 영향을 찾아내고자 하였다.2단계 모형 적용으로 유전적 효과 자체만을 고려
했을 때 약 30%이상의 질병에 미치는 유전적 영향력을 보일 수 있었다.반면에
기존의 환경인자와 위험인자들의 보정하여 유전적 영향의 연관성을 찾고자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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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ageModel에서는 유전적 영향력의 정도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다.즉 기
존 분석 방법과 달리 질병 발생 위험에 기여하는 유전적 영향을 찾기 위한 2단계
모형의 적용은 보다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임을 보였다.또한 관상동맥 질환
에 HDL매개변수 형질이 Glucose매개변수 형질일 때 보다 유전적 효과에 대한
기여도를 더 잘 예측하였다.실제로 수많은 방법과 과정으로 얻어진 표본은 연관
성 분석 과정에서 매우 축소되기 마련이다.이러한 자료의 구조상 관상동맥 질환
발생 확률 예측을 과추정한 경향이 있지만 유전적인 기여위험을 더 잘 밝힐 수
있다는 점을 보일 수 있다.
2단계 모형을 통해 관상동맥 질환은 매개변수 형질과,유전자형-매개변수 형질

의 관계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매개변수 형질과 질환의 변이성은 다형성의 유사
한 집합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또한,모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 단일 염기 다형성의 수가 많아야 하며,표본수가 많아야 한다는 제한점
을 갖고 있다.매개변수 형질의 수가 많아지면 해석에 어려움이 생기며 공통의 매
개변수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단일 염기 다형성의 교집합을 구성하기가
힘들다.이러한 점은 연구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자료 수집시 단일 염기 다
형성의 유전자형과 매개변수 형질의 관측값과 환경적 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2단계 모형의 적용으로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Genetic Risk

Score는 중요한 임상적 영향력을 보이는 지표로서 관상 동맥 질환의 다양한 위험
요인을 반영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임을 확인하였다.이러한 모형 적용을 통해
보여진 단일 염기 다형성들의 조합이 질병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규명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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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fffooorrrttthhheeeGGGeeennneeetttiiicccCCCooonnntttrrriiibbbuuutttiiiooonnniiinnnCCCooorrrooonnnaaarrryyyAAArrrttteeerrryyy
DDDiiissseeeaaassseeeUUUsssiiinnngggTTTwwwooo---SSStttaaagggeeeMMMooodddeeelll

LLLeeeeee,,,HHHyyyeeeJJJiiinnn...
DDDeeepppttt...ooofffBBBiiiooossstttaaatttiiissstttiiicccsssaaannndddCCCooommmpppuuutttiiinnnggg

TTThhheee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
YYYooo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Coronaryarterydisease(CAD)wasknown asacomplexdiseaseresulting
from mutationofmultiplerelated genesand established riskfactorssuchas
age,BMI,smoking,drinking and lipid profilesand etc.There existsome
approachessuchasone-stagemodelthatcouldidentifygeneticriskfactorfora
disease only through directanalysis ofcandidate genes,usually through
associationstudies.However,geneticsusceptibilitytoCAD wasnotaddressed
adequatelybythesemethods.
Inthisthesis,weproposedusingthetwo-stagemodelapproachtocalculate

ageneticriskscoreforacoronaryarterydiseasefrom manycandidategenes
andmultipleintermediatephenotypes.Infirststage,linearregressionanalysis
wasused to evaluatetheassociation ofcandidategenesand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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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withintermediatepenotypes.Andthen,logisticregressionanalysiswas
usedtoassesstheoverallgeneticcontributiontotheriskofcoronaryartery
diseaseinsecondstage.
Theresultsofanalysisoftwo-stagemodelapproach suggested thatthe

geneticrisk scorecould bewidely used forassessmentofgeneticrisk to
contributetothedevelopmentofCAD.

Keywords:Two-StageModel,IntermediatePhenotypes,Linearregression,
LogisticRegression,Genetic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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