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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양양양적적적 형형형질질질에에에서서서 다다다중중중 유유유전전전자자자 효효효과과과를를를
분분분석석석하하하기기기 위위위한한한 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방방방법법법의의의 비비비교교교

복합성 질환(complexdisease)과 유전적 관련성 분석에서 단일 SNP만으로는
형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이다.그래서 SNP들을 개별적으로만 이용하
는 것이 아니라 다중 유전자들 간의 상호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방법들
이 적용되고 있다.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SNP간의 interaction,즉 Epistasis를 찾
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형질을 설명하는 다중 유전 효과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비교하여 그 성능을 평가해보았다.그 방법으로 전진 선택법을 사용해서
선형 회귀 방법으로 correctedAIC값을 이용하여 주 효과와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최적의 모형을 찾는 방법인 DICE(Detection ofInformativeCombined Effects),
basisfunction을 이용하여 전진 선택법으로 유의한 변수 추가한 후 GCV값을 이
용하여 유의성이 떨어지는 basisfunction을 지움으로써 적절한 모형을 찾는 비모
수적 회귀 방법을 사용한 MARS(Multivariate Adaptive Regression Splines),
CPM(CombinatorialPartitioningMethod)의 변형 형태로서 multi-locusgenotype
을 예측하기 위한 partitioningmethod인 RPM(Restricted PartitioningMethod),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여 각 방법들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재 자료로서 혈중 지질 농도를 포함한 6가지의 양적 형질에 대해서 8개의

SNP를 사용하여 유전자-유전자 상호작용을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비교하였다.각
방법 별로 8개의 SNP들이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 유전 효과를 남․여 자료로
분석한 결과,DICE에서는 삼원이나 사원 상호작용까지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그러나 MARS에서는 단일부터 고차원의 다중 유전 효과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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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다중 유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그리고 RPM에서는 삼
원까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 수 있었다.남자 자료 분석 결과 대체로 RPM에서


값이 높았고,여자 자료 분석 결과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분석한 다중 유
전자의 효과가 남자 자료에서 보다 더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방법에서의 가장 최적의 효과

라고 생각되는 다중 유전 효과 조합 하나를 임의로 찾아내서 그 조합을 고정시키
고 세 가지 방법으로 다시 분석하여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남자 자료와 여자 자
료 모두에서 DICE나 MARS보다 RPM에서 

값이 대체로 높았다.
각 방법별로 볼 때 DICE는 자료 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고차원의 상호작

용까지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전진 선택 접근 방식으로 설명변수가 많
아지는 단점이 있다.MARS는 단일 유전 효과부터 다중 유전 효과를 한꺼번에 비
교하여 유의한 것만 찾아내기 때문에 임의의 다중 유전 효과의 영향력을 분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RPM은 자료 수에 영향을 받기 쉽고,단일
SNP의 유의성을 알 수 없으나 임의의 다중 유전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핵심 되는 말 :다중 유전 효과,양적형질,DICE,MARS,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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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111...111연연연구구구 배배배경경경

복합성 질환(complexdisease)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여러 환경 요인 뿐만 아니
라 유전적인 관련성에 대한 인식은 보편화 되었다.유전자간의 상호작용과 유전자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유전자와 환경 그리고 질병간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지만 복합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다.그러나 최근,형질과
유전적 관련성 분석에서 SNP(SingleNucleotidePolymorphisms)들을 하나 또는
몇 개만으로 형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이어서 다중 유전자들 간의 상호
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구체적으로 서
로 다른 SNP간의 상호작용(gene-geneinteraction),즉 Epistasis를 찾기 위한 여
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어졌다.

111...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및및및 내내내용용용

양적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관련성 분석에서 단일 SNP가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 조합인 결합 효과,즉 다중 유전자 효과를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비
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본 연구에서는 양적 형질에 관한 다중 유전자의
효과를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고 여러 개의 유전자 조합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
들을 비교하여 그 성능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방법은 전진 선택법을 사용해서 선형 회귀 방법

으로 주 효과와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최적의 모형을 찾는 방법인 DICE(Detection
of Informative Combined Effects), 비모수적 회귀 방법을 사용한
MARS(Multivariate Adaptive Regression Splines), CPM(Combina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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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ingMethod)의 변형 형태인 RPM(RestrictedPartitioningMethod)이 세
가지 방법들을 전부 사용하여 각 방법들의 성능을 비교한다.
각 방법들 중 DICE는 SAS8.2version으로 직접 구현했고,MARS는 MARS라

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RPM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각각 사용한다.
실재 자료 분석의 대상이 되는 SNP는 8개이고,양적 형질은 혈중 지질 농도,

즉 총 콜레스테롤(totalcholesterol;TCHOL),중성지방(triglyceride;TG),저밀도
지단백(low densitylipoprotein;LDL)콜레스테롤,고밀도 지단백(highdensity
lipoprotein ; HDL)콜레스테롤과 apolipoprotein AI(APOAI),apolipoprotein
B(APOB)들의 수치를 이용한다.

111...333논논논문문문 구구구성성성

논문의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언급했
고,제 2장에서는 비교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들의 알고리즘과 이론적 배경을 설명
하고,제 3장에서는 심혈관 유전체 연구센터의 실재 자료를 가지고 각 방법별로
분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그리고 제 4장에서는 실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대한 설명과 각 방법들의 비교에 대해서 언급하고,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
는 세 가지 방법들에 대한 논의 및 고찰에 대해서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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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222...111DDDIIICCCEEE

질병과 유전적 관련성 분석을 할 때,polymorphism의 수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그들의 관계 구조가 복잡할 때,관련된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 기법
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그래서 유전적 관련성 분석에서 몇 개의 polymorphism 중
에서 조합의 효과를 찾기 위해 자동화된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DICE(Detectionof
InformativeCombinedEffect)이다.이 방법은 회귀 접근 방식으로 관심 있는 유
전자 효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형질과 연관 있는 유전자형을 찾는 방법으로 형질이 이분형이면 logistic,양적

형질이면 선형 모형,그리고 중도절단 반응 자료는 Coxregression모형을 이용한
다.DICE는 선형 회귀 접근 방식으로 형질과 관련이 있는 주 효과뿐만 아니라 상
호작용을 고려하여 최적의 모형을 찾는 방법이다.이 때 전진 선택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그리고 DICE는 고차 상호작용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222...111...111DDDIIICCCEEE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단계 0에서,DICE알고리즘은 상수항과 가능한 층화변수를 포함한 모형(모형
0)과 연관 있는 (InformationCriterion;이하 IC)값을 산출한다.IC값 산출에 대
한 것은 다음에 언급하기로 한다.
단계 1에서는 모형 0에 각 polymorphism을 추가해서 얻는 모든 모형의 IC값

을 산출한다.이 단계에서 모형 0안에 부과된 각 변수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polymorphisms의 주 효과가 고려된다.이 때 산출된 IC 값이 다음에 언급하는
compositecondition을 만족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이 때,단계 1에서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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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형과 모형 0는 대체된다.만약,compositecondition이 만족되지 않으면 모형
0에서의 변수와 유전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IC 값을 산출한다.즉,두 개의
유전자 조합을 모두 고려한다.그래도 compositecondition이 만족하지 않으면,
DICE는 같은 방식으로 모든 세 개의 유전자 조합에 대한 모형으로 IC값을 산출
한다.고차원의 유전자 조합이 포함된 모형을 찾기 위해서는 표본 수가 매우 커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단계를 계속 진행하여 최적의 모형을 찾는다.IC 값의 증

진이 없을 때까지 절차는 반복된다.

222...111...222정정정보보보 기기기준준준

IC값은 Akaike'sinformationcriterion( ;Akaike,1974)에 대응되는
(HurvichandTsai,1989)값으로 구현한다.즉,

  
 
 

과 같다.여기서    
  로 Kullback-Leibler(K-L)

distance의 상대적인 기대값의 추정치와 대응되는 값이다. 
 값은

모르고 있는 모수 를 로그 우도 값을 최대화 하는 값으로부터 산출한다.K는
모형을 추정하는데 사용된 모수의 수이고,은 총 표본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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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333CCCooommmpppooosssiiittteeeCCCooonnndddiiitttiiiooonnn의의의 평평평가가가

DICE알고리즘의 일반적인 목적은 각 단계 간 그리고 여러 단계 사이의 IC
값을 최소화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정보력 있는 모형을 찾는 것이다. 값은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단계 내에서의 가장 작은  값과 해당 모형의 

값의 차이를 구하여 값에 대한 재구현을 한다(Burnham andAnderson,
2002).즉,단계 내에서의 값에 대한 구현은

  

과 같다.여기서 는 모형 에서의 IC에 대응되는 값이고,는 해당
단계 내에서 의 최소값이다.
전 단계와 관계된 단계 간  값의 상대적인 감소에 대한 값의 차이는 즉,

단계 간  값에 대한 구현은

       

과 같다.여기서 는 진행하고 있는 단계의 숫자를 의미한다.
위의 두 값에 대해서  ≤  이고   일 때를 compositecondition이라

정의한다.위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변수를 찾고,단계 내에서 위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변수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사용되는 모수가 작은 값을
택한다.이러한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형이 둘 이상일 경우,그런 모형들을
병렬관계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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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444조조조건건건적적적 제제제거거거 양양양상상상

전진 선택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변수가 계속 늘어나
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정이다.이 양상은 주 효과뿐만 아니라 상호작용까지
확장된 SequentialFloatingForwardSearch(SFFS)로부터 유도 된다(Pudiletal,
1994). 단계에서 최적의 모형을 선택한 후,DICEmarginality의 원칙을 유지 하
면서 단일 항을 지움으로써 현재의 모형과는 다른 모형으로 적합 시키게 된다.
이렇게 얻은 축소 모형 중에서  값이 가장 작은 모형을 유지한다.그러나
병렬인 경우 최종 모형은 2개 이상 일 수 있다.

222...111...555유유유전전전자자자형형형 코코코딩딩딩

유전자형은 가변수로 코딩한다.즉,m개의 유전자형은 m-1개의 독립변수가 생
성된다.그러나 최적의 모형이 상대적으로 차원이 높으면,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형을 공우성(codominant)이라고 보고 코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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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MMMAAARRRSSS

어떤 질병에 있어서 유전자-유전자 상호작용이 존재 한다는 것은 이론적 고찰
로 제안되었고,유전적 요인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여겨졌다.이
때 SNP의 수가 극적으로 커질 경우의 분석은 어렵고 비효율적이다.그래서 최근
에 보다 복잡한 자료의 상호작용을 찾는 방법이 발전하였는데,이런 자료의 유전
적 상호작용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CART(ClassificationAndRegressionTrees)나
MARS(MultivariateAdaptiveRegressionSplines)가 사용되었다.이 두 방법은 유
전자-유전자뿐만 아니라 유전자-환경의 상호작용까지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CART는 형질이 이분형인 자료에만 적용시킬 수 있지만 MARS는 연속형이나
이분형 자료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MARS는 독립변수로 연속형인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함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데,그 목적에 부합되는 회귀식의 형태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Friedman
(1991)에 의해 고안되었다.
MARS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형태나 분류에 대한

어떤 가정도 없는 비모수적인 회귀 접근 방식이다.MARS는 전적으로 회귀 자료
로부터 결정된 basisfunction과 계수의 집합으로부터 관계가 구성된다.MARS알
고리즘은 다중 조각별 선형 회귀로서 구현된다.MARS는 두 개 이상의 변수를 가
진 고차원의 문제에 적합한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다.즉,MARS는 고차원의 자료
에 숨어있는 매우 복잡한 자료 구조를 찾는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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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111MMMAAARRRSSS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MARS알고리즘은 적절한 모형을 성공적으로 찾을 때 까지 두 단계로만 진행
이 된다.첫 번째 단계는 모형을 세우는 것이다.즉,미리 조절한 복잡성의 최고
수준에 이를 때까지 basisfunction을 추가함으로써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모형을
세우는 것이다.두 번째 단계는,그 모형에서 적합도를 가장 적게 증가 시키는,즉
덜 유의한 basisfunction을 후진 제거법에 의해 지워가는 것이다.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구현된다.

그림 1.MARS알고리즘

222...222...222MMMAAARRRSSS모모모형형형

MARS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선형과 비선형의 확장된 basis
function의 형태로 즉,독립변수 X에 대해 양쪽으로 쪼개진 함수로부터 모형을 세
운다.그 형태는

상수항의 basisfunction만 포함된
가장 간단한 모형으로 시작

↓

적합도의 척도를 최대화 시키는 것을 추가

↓
미리 결정된 복잡성을 최대화하는

모형을 유도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적용
↓

적합도를 가장 적게 하는 basisfunction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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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과 같다.예를 들어  와  를 두 개의 basisfunction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모수 t는 조각별 선형 회귀에서의 “piece”로 정의되는 basisfunction의
매듭이라고 할 수 있는데,이 매듭은 자료로부터 결정된다.그리고 (t-x)와 (x-t)다
음의 “+”의 의미는 각각의 수식의 결과가 양이라는 것을 정의한다.
Basisfunction은 단일 변수의 변형이나 여러 개 변수의 상호작용 항으로 나타

낸다.Basisfunction의 추가로 모형은 보다 탄력적이고 보다 복잡해진다.
최소 자승법으로 추정한 모형의 모수와 함께 basisfunction은 독립변수와 합쳐

진다.MARS모형의 수식은

       
  



  

과 같다(Hastieetal.,2001).는 독립변수 들의 상호작용의 함수로 예측할 수 있
고,이 함수는 절편 모수인 와 하나나 그 이상의 basisfunction인   와 잔
차 제곱합을 최소화함으로써 추정되는 계수 로 구성된다.
전진 선택 방법으로 전체적인 최소 자승 적합도 기준을 최대화하기 위해 모형

을 추가하기 때문에 basisfunction의 수는 증가한다.그 결과 MARS는 유의한 상
호작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를 자동으로 결정한다.
계속 전진 선택 방법을 이용하여 basisfunction을 증가한 모형을 구현하기 때

문에 후진 제거법을 적용시켜,최소 자승 적합도를 가장 작게 증가시키는 것과 관
련된 basisfunction을 제거함으로써 모형을 적합 시킨다.잔차 오차뿐만 아니라
모형의 복잡성을 포함한 적합도를 설명하는 척도를 일반화 교차 타당성 오차
(GeneralizedCrossValidationerror)라고 한다.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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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같다.여기에서 은 자료의 수이고,는 모형에서 유효한 모수의 수이고,는
자유도로 독립적인 basisfunction의 수와 같고,는 basisfunction에 부과된 패널
티이다.후진 제거법 적용 시  값을 최소화하는 값을 이용한다.
MARS는 고려하고자 하는 최대 상호작용의 수를 지정해주면 그 값 이하의 상

호작용 전부를 고려하여 유의한 조합을 찾아낸다.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basis
function의 수를 지정해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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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RRRPPPMMM

222...333...111CCCPPPMMM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복잡한 관계는 두 개나 그 이상의 유전적 요인의 상호작
용과 유전자와 환경요인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으로 논의되었다.양적 형질을 예
측하는데 다중 유전효과의 분할을 증명하기 위해 CPM(CombinatorialPartitioning
Method)이 고안되었다.
그룹화가 전반적인 형질 변동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방법인 것처럼,같은 방법으로 다중 유전자형을 하부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을
찾는 것이 CPM의 목적이다.즉,CPM은 양적 형질의 변동량을 다중 유전자형의
특정 분할에 의해 설명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Nelsonetal.,2001).
CPM의 알고리즘은 3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첫 번째 단계는 유전자형을 개

의 분할로 나누어 형질 변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유전형 집합을 찾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교차 타당성 방법에 의해 유전형 분할이 보유한 각 집합을
확인한다.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서의 교차 타당성 결과에 근거한 유전형
분할의 최적의 집합을 선택한다.

개의 유전자형을 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 수식은

  


  

 

  

과 같다(Comtet,1974).
CPM의 단점은 통계적 유의성 평가 방법으로 순열검정 방법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이다.즉,2loci이상의 상호작용이 포함된 분석을 할 경우 계산이 복잡해진다
는 것이다.그리하여 양적 형질 자료의 분석시 CPM의 대안으로 RPM이 고안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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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222RRRPPPMMM

CPM에서 불필요한 계산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여 CPM의 변형 형태인
RPM(RestrictivePartitioningMethod)이 고안되었다.RPM은 CPM과 마찬가지로
형질 변동의 유의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다중 유전자의 분할을 찾는 것이다.
CPM은 모든 가능한 분할을 고려하는 힘든 접근 방식인데 반해서,RPM은 그

룹의 수를 최소화하고 그룹 변동과 그룹 내 변동을 최대화하는 평가를 함으로써
가장 합당한 분할을 찾기 위해 시도했다.RPM의 목적은 관찰된 형질 변동의 유의
한 비율을 설명하는 다중 유전자형의 분할을 찾는 것이 목적인데 이는 CPM과 똑
같다.

222...333...333RRRPPPMMM 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RPM 알고리즘은 유전자형의 최적의 분할을 찾기 위해 절차를 반복한다.유전
자형은 양적 형질의 평균값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순차적으로 병합된다.알고리즘
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1.양적 형질 값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평균을 가진 그룹을 입증하기 위
해 다중비교 검정을 수행한다.만약 모든 그룹이 다른 평균을 가진다면
절차를 중지한다.

2.유의하지 않은 평균을 가진 그룹의 유전자형의 쌍은 두 그룹 간 평균의
차이에 따라서 순위를 매긴다.

3.가장 비슷한 평균,즉 가장 차이가 적은 평균의 쌍을 새로운 그룹의 형태
로 병합시킨다.

4.알고리즘은 1단계로 돌아간다.

즉,유전자형 그룹의 쌍 사이의 모든 차이가 유의하게 날 때까지 알고리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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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반복된다.
이 방법은 양적 형질에서 epistatically하게 기여하는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최종 결과 모형의 중요한 척도는 유전자형 그룹이 설명하는
형질 변동의 비율을 나타내는 모형의 

 값이다.만약 유전자형이 단일 그룹


=0으로 병합되면 유전자형 사이의 양적 형질의 차이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반
영한 것이다.

 값은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척도로 사용된다.이 때 사용하는 다
중비교 검정 방법은 임의로 선택한다.최초 n개의 유전자형이 있었다면 알고리즘
은 n-1번 반복 후에 더 이상의 반복 없이 정지한다.RPM에서 사원(four-way) 상
호작용이나 그 이상을 분석하려면 표본 수가 충분해야 한다.



- 14 -

제제제 333장장장 실실실재재재 자자자료료료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분분분석석석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양적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
유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심혈관계질환 유전체 연구센터에서 수집된 유전체 자
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대상자 수가 4,214명이고 양적 형질은 혈중 지질 농

도 즉,총 콜레스테롤(totalcholesterol;이하 TCHOL),중성지방(triglyceride;이
하 TG),저밀도 지단백(low densitylipoprotein;이하 LDL)콜레스테롤,고밀도
지단백(highdensitylipoprotein;이하 HDL)콜레스테롤과 apolipoprotein(APO)
AI(이하 APOAI),apolipoproteinB(이하 APOB)들의 수치로 총 6개의 양적 형질을
각각 분석하였다. 다중 유전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적용한 SNP들은
ATP-binding cassette(이하 ABCA1), 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
(peptidyl-dipeptidase A) 6(이하 ACE6), Angiotensin 5(이하 AGT5),
ApolipoproteinA5(이하 APOA5_2),Cholesterylestertransferprotein,plasma(이
하 CETP3),Low densitylipoprotein receptor(이하 LDLR),Hepaticlipase(이하
LIPC4),Nitricoxidesynthase2A(inducible,hepatocytes)(이하 NOS2A1)총 8개이
다.
6가지 양적 형질에 대하여 8개의 SNP을 사용하여 유전자-유전자 상호작용을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비교해봤다.
총 4,214명의 자료 중에서 8개의 SNP의 유전자형이 결측치 없이 모두 포함되

어있는 자료는 총 1,455명이고,이 중에서 지질 강하제를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
1,257명만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그래서 총 1,257명을 남․여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257명의 자료 중 남자는 614명 여자는 643명이다.이들의 평균(±표준편차)나

이는 52.19(±11.48)세였고,남자의 평균 나이는 51.89(±12.07)세였고,여자의 평균
나이는 52.48(±10.89)세였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종속변수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255명(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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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명,여 :643명)이였고,중성지방은 1,254명(남 :611명,여 :643명)이었으며,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1,083명(남 :524명 ,여 :559명),HDL콜레스테롤 수치
는 1,126명(남 :553명 ,여 :573명),APOAI수치는 1,097명(남 :541명,여 :556
명),APOB수치는 1,224명(남 :596명,여 :628명)이었다.
각 자료 형태에 따른 양적 형질의 분포는 다음의 표 1과 같았다.

표 1.양적 형질의 분포

남․여 자료 각각에 대해서 8개의 SNP에 대한 genotype 분포와
HWE(Hardy-WeinbergEquilibrium)test를 실시한 결과 남․여 자료 모든 SNP에
대해서 HWE를 만족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았다.

Total(N=1257) Male(N=614) Female(N=643)

TCHOL 207.60±39.05 204.73±38.97 210.33±38.96

TG 155.55±111.58 170.77±120.77 141.09±100.06

LDL 131.91±34.34 130.06±34.36 133.65±34.25

HDL 45.11±12.41 41.99±11.58 48.13±12.44

APOAI 127.87±26.61 124.63±26.47 131.02±26.39

APOB 89.08±25.88 89.57±23.34 88.63±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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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남․여 자료의 유전형 분포와 HWE검정 결과

SNP Genotype Frequency(%)
inmale

HWE
(p-value)

Frequency(%)
infemale

HWE
(p-value)

ABCA1
AA 132(21.50)

0.371
145(22.55)

0.156GA 293(47.72) 340(52.88)
GG 189(30.78) 158(24.57)

ACE6
DD 101(16.45)

1
102(15.86)

0.741ID 297(48.37) 303(47.12)
II 216(35.18) 238(37.10)

AGT5
CC 407(66.29)

0.238
441(68.58)

1CT 180(29.32) 183(28.46)
TT 27(4.40) 19(2.95)

APOA5_2
AA 293(47.72)

0.179
299(46.50)

0.140GA 273(44.46) 291(45.26)
GG 48(7.82) 53(8.24)

CETP3
AA 98(15.96)

0.866
83(12.91)

0.353GA 292(47.56) 312(48.52)
GG 224(36.48) 248(38.57)

LDLR
CC 470(76.55)

0.712
497(77.29)

1CT 136(22.15) 137(21.31)
TT 8(1.30) 9(1.40)

LIPC4
AA 55(8.96)

0.195
67(10.42)

0.583GA 235(38.27) 271(42.15)
GG 324(52.77) 305(47.43)

NOS2A1
CC 487(79.32)

0.834
489(76.05)

0.590CT 121(19.71) 146(22.71)
TT 6(0.98) 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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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결결결과과과

분석은 남․여 자료에 대한 세 가지 방법의 개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렇
게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방법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유전자형의 상호
작용을 고정 시킨 후 남․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444...111개개개별별별 분분분석석석

각 방법 별로 양적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 유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 DICE
에서는 삼원이나 사원 상호작용까지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MARS에
서는 남자 자료의 TCHOL형질과 여자 자료의 APOB형질에서는 이원 상호작용 효
과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결과도 있었다.그리고 RPM에서는 사원 상호작용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의 자료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삼원 상호작용 효과까지의 분석
결과만 알 수 있었다.6가지의 양적 형질에 각 방법 별 다중 유전 효과와 그에 따
른 모형의 

 값을 남자의 경우,여자의 경우를 따로 분석하였다.
남자 자료 분석 결과 세 가지 분석 방법에서 찾은 다중 유전 효과가 전혀 일

치 않는 것도 있었다.남자 자료의 경우 
 값은 대체로 RPM에서 가장 높았다.

TCHOL에서는 RPM에서 ACE6*APOA5_2*CETP3의 다중 유전 효과가 나타났
고,DICE나 MARS에 비해 

 값이 7.4%로 가장 높게 나왔다.HDL에서도 RPM
의 

 값이 7.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중 유전 효과는 ABCA1*APOA5_2
*CETP3로 나타났다.그리고 TG에서는 MARS와 RPM에서 APOA5_2*CETP3*
LIPC4의 다중 유전 효과가 똑같이 나타났는데 

 값은 MARS가 21.9%,RPM이
23.0%로 RPM이 더 높게 나왔다.APOB에서는 DICE에서 ABCA1 *ACE6 *
LDLR *LIPC4의 다중 유전효과의 설명력이 5.7%로 다른 방법보다 높게 나왔는
데,MARS와 RPM에서 찾은 다중 유전 효과 APOA5_2*CETP3*NOS2A1와 일
치하는 유전자는 없었다.그리고 TG와 같이 MARS와 RPM에서 같은 다중 유전



- 18 -

효과를 찾았는데 설명력은 RPM에서 더 높게 나왔다.LDL에서는 DICE가 MARS
와 RPM과 다른 형태의 다중 유전 효과를 찾았으나 설명력은 5.1%로 가장 높게
나왔다.남자 자료를 이용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6가지 형질에 대해서 다중 유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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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남자의 분석 결과

Trait Method Multi-locuseffect 


TCHOL

DICE ACE6*APOA5_2*LIPC4 4.5%

MARS CETP3 1.6%

RPM ACE6*APOA5_2*CETP3 7.4%

HDL

DICE ACE6*CETP3*LIPC4 5.1%

MARS ACE6*APOA5_2*CETP3 5.4%

RPM ABCA1*APOA5_2*CETP3 7.3%

LDL

DICE ABCA1*ACE6*LDLR 5.1%

MARS AGT5*LIPC4 4.0%

RPM AGT5*APOA5_2*LIPC4 3.8%

TG

DICE APOA5_2*CETP3*LDLR*LIPC4 12.8%

MARS APOA5_2*CETP3*LIPC4 21.9%

RPM APOA5_2*CETP3*LIPC4 23.0%

APOAI

DICE ABCA1*ACE6*AGT5 4.6%

MARS ABCA1*APOA5_2*NOS2A1 2.2%

RPM ACE6*APOA5_2*CETP3 5.2%

APOB

DICE ABCA1*ACE6*LDLR*LIPC4 5.7%

MARS APOA5_2*CETP3*NOS2A1 3.6%

RPM APOA5_2*CETP3*NOS2A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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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자료 분석 결과에서는 세 가지 분석 방법의 다중 유전 효과의 일치도는
전체 자료보다는 낮았지만 남자 자료보다는 높았다.TCHOL에서는 DICE에서
ACE6*APOA5_2*NOS2A1의 다중 유전 효과가 나타났고,MARS나 RPM에 비
해 

 값이 3.3%로 가장 높게 나왔다.HDL에서는 MARS에서 ABCA1 *
APOA5_2*AGT5*NOS2A1의 다중 유전 효과가 나타났고,DICE나 RPM에 비
해 

 값이 3.2%로 가장 높게 나왔다.LDL에서는 RPM에서 ABCA1*AGT5*
CETP3의 다중 유전 효과가 나타났고,DICE나 MARS에 비해 

 값이 6.5%로 가
장 높게 나왔다.TG에서는 DICE에서 ABCA1*APOA5_2*CETP3*LIPC4의 다
중 유전 효과가 나타났고,MARS나 RPM에 비해 

 값이 17.5%로 가장 높게 나
왔다.그리고 MARS와 RPM에서의 다중 유전 효과는 ABCA1 *APOA5_2 *
CETP3로 같게 나왔으며 설명력도 15.1%로 똑같았다.APOB에서는 MARS에서의
다중 유전 효과를 찾을 수 없었다.여자 자료를 이용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6가지
형질에 대해서 다중 유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 21 -

표 4.여자의 분석 결과

Trait Method Multi-locuseffect 


TCHOL

DICE ACE6*APOA5_2*NOS2A1 3.3%

MARS AGT5*CETP3*LDLR 1.5%

RPM ABCA1*APOA5_2*LDLR 2.8%

HDL

DICE ABCA1*ACE6*CETP3*NOS2A1 2.2%

MARS ABCA1*APOA5_2*AGT5*NOS2A1 3.2%

RPM ABCA1*APOA5_2*LIPC4 2.4%

LDL

DICE ACE6*AGT5*APOA5_2*LDLR 5.7%

MARS ABCA1*LDLR 1.7%

RPM ABCA1*AGT5*CETP3 6.5%

TG

DICE ABCA1*APOA5_2*CETP3*LIPC4 17.5%

MARS ABCA1*APOA5_2*CETP3 15.1%

RPM ABCA1*APOA5_2*CETP3 15.1%

APOAI

DICE ABCA1*APOA5_2*LDLR*LIPC4 4.2%

MARS ABCA1*ACE6*AGT5*NOS2A1 1.6%

RPM ABCA1*LIPC4*NOS2A1 5.6%

APOB

DICE ABCA1*ACE6*APOA5_2*CETP3 4.2%

MARS -

RPM ABCA1*LIPC4*NOS2A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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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비비비교교교 분분분석석석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방법에서 가장 최적의 효과라
고 생각되는 다중 유전 효과 조합 하나를 임의로 찾아내서 그 조합을 고정시키고
세 가지 방법으로 다시 분석해보았다.남․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각각
의 형질에 대해 같은 다중 유전 효과의 세 가지 방법에 따른 설명력을 살펴보았
다.
남자 자료에서 TCHOL,HDL,TG,APOAI,APOB에서 모두 DICE나 MARS의

설명력 보다 RPM의 설명력이 제일 높게 나왔다.그러나,ABCA1 *AGT5 *
LDLR로 다중 유전 효과 고정 시키고 LDL에 대해 분석한 결과의 설명력은 DICE
에서 2.4%,MARS에서 4.0%,RPM에서 0.01%로 MARS에서의 설명력이 제일 높았
다.남자 자료로 다중 유전 효과를 고정시킨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남자의 다중 유전 효과 고정시킨 분석 결과

Trait Multi-locuseffect DICE MARS RPM

TCHOL ACE6*APOA5_2*CETP3 2.30% 4.60% 7.40%

HDL ACE6*APOA5_2*CETP3 3.60% 5.40% 7.30%

LDL ABCA1*AGT5*LDLR 2.40% 4.00% 0.01%

TG APOA5_2*CETP3*LIPC4 13.50% 21.60% 23.00%

APOAI ABCA1*ACE6*APOA5_2 1.10% 0.01% 5.10%

APOB ACE*APOA5_2*CETP3 2.20% 1.8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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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자료에서 AGT5*APOA5_2*LDLR로 다중 유전 효과 고정 시키고
TCHOL에 대해 분석한 결과의 설명력은 MARS와 RPM에서는 0.01%에 불과했지
만 DICE에서 0.8%로 가장 높았다.ABCA1*AGT5*LDLR로 다중 유전 효과 고
정 시키고 LDL에 대해 분석한 결과의 설명력은 RPM이 0.01%로 아주 낮게 나왔
는데 DICE는 1.6%,MARS는 1.7%로 DICE와 MARS에서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
였다.ABCA1*APOA5_2*CETP3로 다중 유전 효과 고정 시키고 TG에 대해 분
석한 결과의 설명력은 세 가지 방법 모두 높게 나왔으며 MARS와 RPM의 설명력
은 15.1%로 같게 나왔다.그 외 HDL,APOAI,APOB에서는 RPM의 설명력이 가
장 높게 나왔다.여자 자료로 다중 유전 효과를 고정시킨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
다.

표 6.여자의 다중 유전 효과 고정시킨 분석 결과

Trait Multi-locuseffect DICE MARS RPM

TCHOL AGT5*APOA5_2*LDLR 0.80% 0.01% 0.01%

HDL ABCA1*APOA5_2*NOS2A1 0.80% 0.01% 3.90%

LDL ABCA1*AGT5*LDLR 1.60% 1.70% 0.01%

TG ABCA1*APOA5_2*CETP3 13.40% 15.10% 15.10%

APOAI ABCA1*LIPC4*NOS2A1 1.10% 4.20% 5.60%

APOB ABCA1*APOA5_2*LIPC4 1.10% 0.01%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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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논논논의의의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지금까지 다중 유전자 효과를 찾기 위한 DICE,MARS,RPM 각각의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과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8개의 SNP로 6개의 양적 형질

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다중 유전 효과를 찾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그 결과,
방법에 따라서 2~4개까지의 다중 유전 효과를 찾을 수 있었는데,8개의 SNP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DICE는 4개까지의 고차원의 다중 유전 효과까지 볼 수 있었고,
MARS는 단일에서 세 개까지의 다중 유전 효과를 알 수 있었으며,RPM에서는 모
든 자료의 모든 형질에 대해서 3개의 다중 유전 효과를 알 수 있었다.하나의 다
중 유전 효과를 고정하여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RPM의


 값이 높게 나왔다.MARS에서는 지정한 다중 유전 효과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세 가지 방법 중 DICE와 MARS는 단일 유전자 효과에 대해 예측
할 수 있었지만 RPM의 경우 단일 유전자에 대한 예측력은 알 수 없었다.
각 방법별로 볼 때 DICE는 대체로 고차원의 상호작용까지 표본 수에 크게 영

향을 받지 않고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그러나 제한된 자료로 고차원의
상호작용까지 찾는 것에 비해 설명력은 다른 방법들보다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
다.DICE는 변수 선택시 다음 단계에서의 상호작용이 전 단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완벽하게 포함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변수를 추가시키는 전진 선택 접근 방식을
사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설명변수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다.그리고 모수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없고,특별한 가설 검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다.
MARS는 단일 유전 효과부터 가능한 다중 유전자 효과 중 가장 유의한 것만

찾아내기 때문에 임의의 다중 유전 효과의 영향력을 분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는 단점이 존재했다.
RPM은 일률적으로 이원이면 이원,삼원이면 삼원 다중 유전 효과를 개별적으

로 찾아내는 성질이 있다.즉,DICE는 단일부터 고차원까지의 다중 유전자 효과를
모형에 추가하면서 설명력을 예측하고,MARS는 단일부터 가능한 고차원의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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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효과에 대하여 한꺼번에 비교가 가능하지만,RPM은 이원 유전 효과 따로,
삼원 유전 효과 따로 설명력을 예측해야 한다.
세 가지 방법에 대한 분석시 결측치가 없는 자료로만 분석을 하였는데,그럴

경우 자료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세 가지 방법 모두 결측치를 다룰 수 있는 방법
이 고안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양적 형질 자료로 분
석을 하였는데 질적 형질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들의 비교 연구 수행도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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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AAACCCooommmpppaaarrriiisssooonnnooofffssstttaaatttiiissstttiiicccaaalllmmmeeettthhhooodddsss
fffooorrraaannnaaalllyyyzzziiinnngggooofffmmmuuullltttiii---lllooocccuuusssgggeeennneeetttiiiccceeeffffffeeeccctttsss

aaassssssoooccciiiaaattteeedddwwwiiittthhhqqquuuaaannntttiiitttaaatttiiivvveeetttrrraaaiiitttsss

CCChhhoooiii,,,EEEuuunnnHHHeeeeee
DDDeeepppttt...ooofffBBBiiiooossstttaaatttiiissstttiiicccsssaaannndddCCCooommmpppuuutttiiinnnggg

TTThhheee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
YYYooo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Theassociation studiesofcomplexdiseaseswith singleorafew genetic
polymorphisms have shown many limitations.Thus,methods considering
simultaneouseffectsofseveralSNP,atdifferentlociontraitsarenecessary.In
recent,avarietyofmethodsfordetectingepistasis,i.e,themulti-locuseffects,
wereproposed.
Inthisthesis,wedemonstratecapabilitythroughacomparisonofstatistical

methodsto analyzethemulti-locuseffectswhich explain quantitativetraits.
DICE(DetectionofInformativeCombinedEffects)isatypeoflinearregression
methodusingforwardselectionandfindstheoptimalmodelonthebasisof
corrected AIC value.MARS(Multivariate Adaptive Regression Splines)is a
non-parametricregressionmethodwhichsearchestheappropriatemodelusing
basisfunctionandGCV value.Asarevisedform oftheCPM(Combinatorial
Partitioning Method),RPM(Restricted Partitioning Method)is a partitioning
method to predict multi-locus genotype.Using these three methods,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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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the efficiency ofeach method,thatis,we analyzed gene-gene
interactionsabout6quantitativetraitswith8SNPs.
Intheresultofanalysis,wefound thegeneticeffectof3-wayor4-way

interactionfrom theDICE.InsomecasesusingMARS,wecouldnotfindany
multi-locuseffects.Andwefoundthattherewere3-wayinteractioneffectsin
theresultofanalysisusingRPM.Inmale,

 valuewasgenerallyhighonthe
RPM.Infemale,theresultsofanalysisusingthreemethodsweremoresimilar
thanthoseofmale.
Based on theresultofanalyzingwith threemethods,weconstructed an

arbitrarymulti-genecombination regardingitasbesteffect,and analyzed it
againwiththreemethods.Inresultsofmaleandfemale,

 valuewasmostly
higherinRPM thanthoseofDICEorMARS.
TheDICEwasnotinfluencedbysamplesizeandhadtheabilitytofinda

high-orderinteraction,buthad adisadvantagethatwasdifficulttointerpret
theresult.BecausetheMARSwasapttofindsignificanteffectbyperforming
from singletomulti-locuseffectatonce,theremightbesomecasesthatcould
notanalyzearbitrarymulti-locuseffects.TheRPM wassensitivetosamplesize
andcouldnotanalyzetheeffectofsingleSNP,buthadthemeritthatcould
analyzearbitrarymulti-locuseffects.

Keywords:multi-locusgeneticeffect,quantitativetraits,DICE,MARS,RPM


	차 례
	국문요약
	제 1장 서론
	1.1연구 배경
	1.2연구 목적 및 내용
	1.3논문 구성

	제 2장 연구 방법
	2.1DICE
	2.1.1DICE알고리즘
	2.1.2.정보 기준
	2.1.3CompositeCondition의 평가
	2.1.4조건적 제거 양상
	2.1.5유전자형 코딩

	2.2MARS
	2.2.1MARS알고리즘
	2.2.2MARS모형

	2.3RPM
	2.3.1CPM
	2.3.2RPM
	2.3.3RPM 알고리즘


	제 3장 실재자료를 이용한 분석
	제 4장 결과
	4.1개별 분석
	4.2비교 분석

	제 5장 논의 및 고찰
	참 고 문 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