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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한한한국국국인인인 뇌뇌뇌졸졸졸중중중 발발발생생생 예예예측측측 위위위험험험도도도와와와
유유유전전전체체체 전전전장장장 연연연관관관성성성 분분분석석석(((GGGWWWAAASSS)))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뇌졸중은 사망률이 높고 생존 시에도 심각한 신체적 장애를 갖게 되는 중증

질환으로써,한국인의 유병률 또한 높다.뇌졸중의 유전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
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구별된 유전적 위
험요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본 연구는 한국인에게 적합한 뇌졸중 위험 예측 모
형(Jeeetal.Atherosclerosis2008,197:318-325)을 이용하여 산출된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AffymetrixGenome-wideHumanSNParray5.0을 이용하여
분석된 SNPs와의 연관 분석을 통해 뇌졸중의 유전적 요인과 관련하여 그 의의를
보고자 한다.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30~77세 성인 974명 (남자 547명, 여자 427명)을 대상으로

AffymetrixGenome-wideHumanSNParray5.0을 이용하여 유전자형을 분석하
였고,한국인 뇌졸중 위험 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대상자 각각의 10년 동안 뇌졸중
이 발생할 백분율 위험도를 산출하였다.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SNPs와의 연
관성은 PLIN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순 회귀 분석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PLINK 분석은 MAF(MinorAlleleFrequency)>0.01,Hardy-Weinbergequilibrium
≥0.0001,genotypecallrates94%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총 364,297SNPs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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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연구 대상자의 평균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는 남자 1.811±2.351%,여자

1.147±1.993%이다.단순 회귀 분석을 통해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500KSNPs
의 연관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가장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SNP는 2q32.3위
치의 TMEFF2유전자 내에 있는 rs4267464(C>T)였고,이 외에도 rs41414649(G>T),
rs786064(A>C)가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었으며,이
결과는 남자,여자 모두 동일하였다.rs4267464SNP가 위치한 TMEFF2는 주로 해
마의 암몬각 부위(hippocampalcornuammonis),치아이랑(dentategyrus),흑색질
의 치밀 부분(substantianigraparscompacta)등 뇌에서 발현되며,뇌신경의 생존
력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연연구구구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한국인에 적합한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Affymetrix

Genome-wideHumanSNParray5.0을 이용하여 분석된 SNPs의 GWAS분석을
진행한 첫 연구로써 기대 이상으로 많은 유의한 연관성을 가진 SNP를 찾았고,기
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뇌신경의 기능과 연관된 새로운 유전자를 제시할 수 있었
음에 의의를 가진다.앞으로 뇌졸중의 유전적 요인을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
하여,뇌졸중의 질병 과거력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환자-대
조군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는 등 재현 연구가 계속적으
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되는 말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유전체 전장 연관성 분석
(GenomeWideAssociationStudy,G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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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 배배배경경경

111...111...뇌뇌뇌졸졸졸중중중 (((SSStttrrroookkkeee)))

111...111...111...뇌뇌뇌졸졸졸중중중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및및및 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현현현황황황

뇌졸중은 뇌의 국소 부위에서 발생한 혈류 장애로 인해 비가역적인 신경학적
손상을 초래하는 질환으로,고령화 사회에 사회․경제적으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만성질환 중 하나이다(이종석 외,2007).뇌졸중은 치명률이 높고,생존 시에
도 심각한 신체적 장애를 동반하여 급성기 회복 후 사회로의 복귀나 기능상태 회
복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Gorelicketal,1999;박종구 외,2001).우리나라의
경우 「OECD healthdata(2006)」보고에 의하면,인구 10만 명당 뇌혈관 질환으
로 인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헝가리(129.5명,2003년),체코(106.5명,2004년),그
리스(104.8명,2003년),폴란드(92.2명,2003년)에 이어 회원국가 중 5위(64.3명)이며,
뇌졸중은 우리나라 성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암에 이어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한
다(통계청,2006).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2005)」결과에 의하면,30세 이
상 성인 중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뇌혈관 질환 유병률이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국민건강영양조사,2005).

노년층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사회나 가정 부양
에 관한 대부분의 책임을 갖게 되는 40~60대 연령층에서 뇌졸중 유병률 증가 경
향은 점차적으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손실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따
라서 뇌졸중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위험요인들을 선별하고,그에 따라 고
위험군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예방 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 2 -

111...111...222...뇌뇌뇌졸졸졸중중중의의의 위위위험험험요요요인인인

뇌졸중의 발생 기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기존 보고에 언
급되었던 뇌졸중의 위험요인은 크게 비가역적 요인(nonmodifiableriskfactors),
가역적 요인(modifiableriskfactors),잠재적 가역요인(potentiallymodifiablerisk
factors)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비가역적 요인으로는 연령,성별,출생 시 저
체중 여부,인종,유전적 요인 등이 있고,가역적 요인으로는 고혈압,당뇨,심방세
동,그 외의 심질환력(심근경색,협심증,관상동맥질환,간헐성 파행증 등),고지혈
증,동맥경화,겸상 적혈구 빈혈증,흡연력,폐경기 호르몬 요법,영양,운동,비만,
체지방 분포 등이 포함된다.잠재적 가역요인으로는 대사증후군,음주여부,경구
피임약 복용,수면 무호흡증(sleep-disordered breathing),편두통,hyperhomo-
cysteinemia,지단백 증가,지단백 연관 인지질 가수분해효소 증가,hyper-
coagulability,감염 등이 있다 (Goldsteinetal,2006).

뇌졸중의 비가역적 요인 중 유전적 요인에 대해 쌍생아,형제․자매,가계 등
을 통한 역학적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한 가계 연구에 의하면,부모의 뇌졸중
가족력을 가진 자녀의 뇌졸중 발생 상대 위험도는 1.5～2.5배 높았다.이러한 결과
는 개인적 관점에서는 유의한 결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전체 인구 집단,
특히 고위험군 집단에 대해서는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
로 유전적 요인이 강조될 수 있다(HassanA etal,2000).

111...111...333...뇌뇌뇌졸졸졸중중중 위위위험험험 예예예측측측 모모모형형형

뇌졸중의 비가역적,가역적,잠재적 위험요인 중 뇌졸중 발생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거나 측정이 용이한 위험요인들 즉,연령,수축기혈압,당뇨 여부,흡연력,심
혈관 질환력(심근경색,협심증,관상동맥질환,간헐성파행증,심방세동,좌심실 비
대 등)의 질병력 등을 선별하여 뇌졸중 위험도를 예측하고자 하는 추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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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111...EEEtttiiiooolllooogggyyymmmaaapppsssuuummmmmmaaarrriiizzziiinnngggccceeerrreeebbbrrrooovvvaaassscccuuulllaaarrrdddiiissseeeaaassseeerrriiissskkkfffaaaccctttooorrrsss
(((KKKiiimmm YYYUUUeeetttaaalll,,,222000000888)))

가 1991년 Framingham cohortstudy를 통해 시작되었고,그 모형을 기반으로 유
럽,아시아 등 인종에 따른 차이를 수정․보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PhilipA etal,1991;HenseHW etal,2003;LiuJetal,2004).최근 우리나라에
서도 관련 연구가 보고되었는데,기존 Framingham study모형에 포함된 위험요
인 중 심혈관 질환력을 제외하고 운동 여부,BMI,음주량,총 콜레스테롤 측정치
를 추가하여 한국인에게 적합한 뇌졸중 위험 예측 모형을 제시하였다(JeeSH et
al,2008).이를 통해 뇌졸중 발생 고위험군 선별이 가능하고,개인별 특징에 따른
위험요인의 영향 정도를 제시함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뇌졸중 예방 전략에 접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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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유유유전전전체체체 전전전장장장 연연연관관관성성성 분분분석석석 (((GGGeeennnooommmeeeWWWiiidddeeeAAAssssssoooccciiiaaatttiiiooonnnSSStttuuudddyyy,,,GGGWWWAAASSS)))

111...222...111...개개개요요요

유전체(genome)는 유전자(gene)로,유전자는 DNA로,DNA는 adenine(A),
thymine(T),cytosine(C),guanine(G)의 핵산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인간의 유전체
에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이 존재한다.염기쌍은 대체로 같은 서열을 지니고 있지
만,평균적으로 몇 백 염기쌍마다 다른 염기로 치환되어 있다.이 중 전체 인구수
의 1% 정도의 빈도로 둘 또는 그 이상의 염기 치환이 나타나는 유전적 위치를 단
일 염기 다형성(SNPs,SingleNucleotidePolymorphisms)이라고 한다(CargillM
etal,1999).SNP연구는 특정 질환의 후보 유전자(candidategeneregions)에 관
한 연구에서 유전형과 표현형의 차이에 대한 기능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 이르
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물리적으로도 단일 위치(locus)에서 유전체 전
장(genome-widelevel)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가 확장되고 있다.이로써 기존에 언
급되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질병으로 나타내어지는 표현형과의 연관성 분석
(associationstudy)이 진행되고 있으며(EngleLJetal,2006),이러한 SNP연구는
앞으로 새로운 질병 관련 유전자를 발견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11...222...222...유유유전전전체체체 전전전장장장 연연연관관관성성성 분분분석석석 (((GGGWWWAAASSS)))

질환의 유전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1980년대부터 각종 질환과 관
련하여 유전적 요인과의 연관성 분석이 연구되고 있다.앞서 언급한 대로,기존에
는 주로 한 개의 SNP와 질환의 연관성,내지는 몇 개의 연관된 SNP를 합친 단
위의 haplotype과 질환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많았으나,최근에는 수십만
개의 SNPs와 질환과의 연관성을 보는 연구가 점차 보고되고 있다.Hapmap
project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00만 여 개의 SNPs중 90% 이상이 적어도 다른
한 개의 SNP와 강한 상관성을 보이고,이는 1000만 여 개의 SNPs를 대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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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몇 개의 SNPs즉 tagSNP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전체 SNPs의 90%
이상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CouzinJ,2002;HunterDJetal,2007).
이러한 tagSNP로 선정된 수십만 개의 SNPs를 이용하여 전체 SNPs와 질환과의
연관성을 알아낼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유전체 전장 연관성 분
석(GenomeWideAssociationStudy,GWAS)」이라고 한다.

기존의 유전적 검사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거나 산전 검사에
이용 또는 관련 유전자 보유자임을 인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시행되었지만,
GWAS등의 연구는 좀 더 근본적으로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 관련 유전자를 계속
적으로 발견하고 보고함으로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유전자를 가진 고위험군 선
별을 통해 이차 예방(조기 검진 및 예방적 화학요법 적용)뿐만 아니라 일차 예방
(식이,운동조절 등)의 수준에서도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실제 질환의 발생을
줄이는 것에 기여하는 데 의의를 둔다고 할 수 있다(KhouryMJetal,2003).

111...222...333...뇌뇌뇌졸졸졸중중중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기기기존존존 GGGWWWAAASSS연연연구구구

뇌졸중의 유전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CADASIL
(Cerebral Autosomal Dominant Arteriopathy with Subcortical Infacts and
Leukoencephalopathy), PDE4D(PhosphoDiEsterase4D) ALOX5AP(Arachidonate
5-LipOXygenase-Activating Protein), MTHFR, ACE(Angiotensin-Converting
Enzyme)등 후보 유전자(candidategene)가 연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구별된 유전적 요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JoutelA etal,1996;
HelgadottirA etal,2004;GretarsdottirSetal,2003).

또한 뇌졸중과 관련된 GWAS연구도 많이 보고되지는 않았는데,미국의 Mar
Matarin(2007,2008)연구에 의하면 허혈성 뇌졸중 환자 278명과 정상 대조군 275
명을 대상으로 400KSNPs를 이용한 genome-widegenotypingstudy를 통해 뇌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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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환자에서 rs750645(18p11.2)는 p-value가 7.07E-07로 riskallele을 가진 그룹이
가지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5.39배(95%CI,2.77-10.5)높았고,
rs10486776(7p21,6.16E-06)은 5.62배(95%CI,2.66-11.9),rs783396(6q21,9.24E-06)은
0.46배(95%CI,0.32-0.68)높은 위험도를 나타내는 등 p-value가 1.0×105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갖는 SNPs를 제시하였다(MatarinM etal,2007).또
한 같은 연구자의 2008년 연구에서는,심장 질환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된 9p21
위치에 있는 특정 유전자 CDKN2A,CDKN2B내의 SNPs(rs10116277,rs1547705,
rs1333040,rs1333042,rs2383207)haplotype과 허혈성 뇌졸중과의 연관성을 보았을
때,oddsratio가 1.01~2.65정도를 나타냄으로 이 유전자가 심장질환 뿐만 아니라
뇌졸중과도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Matarin M etal,
2008).이 외에도 허혈성 뇌졸중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많은
후보 유전자가 보고되고 있지만,Matarin(2008)등과 같은 재현 연구를 통해 그
유의성이 입증된 경우는 많지 않다(CasasJPetal,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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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한국인에게 적합한 뇌졸중 위험 예측 모형(JeeSH etal,2008)을 이용하
여 산출된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AffymetrixGenome-wideHuman
SNParray5.0을 이용하여 분석된 SNPs의 유전체 전장 연관성 분석(GWAS)을 통
해 뇌졸중 위험요인과 유전적 요인간의 관련성을 구명한다.

둘째,기존 문헌을 통해 보고된 뇌졸중을 비롯한 관상동맥 및 심질환 관련 후
보 유전자가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를 통해 분석된 결과에서도 유의한 관련성
을 보이는지 비교해본다.

FFFiiiggguuurrreee222...AAAnnnooouuutttllliiinnneeeooofffssstttuuuddd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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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 신촌세브란스병원,영동세브란스병원,이
대목동병원,분당서울대병원,고려대학교구로병원 등 5개 건강검진센터에 방문한
13,756명 중 신체계측(신장,체중,비만도,허리둘레,혈압 등)과 혈액검사(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공복 혈당 등),문진(흡연력 등)이 누락된 참여자 1,011명을 제외
한 12,745명 중 무작위로 1,004명을 추출한 후 AffymetrixGenome-wideHuman
SNParray5.0을 이용하여 500KSNPs를 측정하였다.뇌졸중 위험 예측 모형은 30
세 미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30세 미만 성인과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질환 과거력이 있는 30명을 제외한 총 974명(남자 547명,여자 427명)을 연구대상
으로 하였다.

FFFiiiggguuurrreee333...SSStttuuudddyyypppooopppuuulllaaatttiiiooo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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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었고,참여 대상자 모두의 서면 연
구 동의를 받아 시행하였다.

222...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222...111...신신신체체체계계계측측측자자자료료료

건강검진자료는 각 검진센터에서 신체계측자료와 혈액검사자료를 수집하였고,
신체계측자료 중 체중,신장,허리둘레,수축기혈압,이완기혈압을 사용하였다.대
상자의 신장과 체중은 검진복을 착용한 상태로 측정되었고,체질량지수(Body
MassIndex,BMI)는 측정한 체중(kg)을 신장의 제곱값(m2)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
였다.허리둘레는 속옷만을 입은 상태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늑골연과 장골의 중간
부위와 중액와선이 수직을 이루는 지점에서 수평으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였으며,정확한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는 배꼽 위 3cm 부위를 측정하였다.
혈압은 수은주 혈압계와 자동혈압계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222...222...혈혈혈액액액검검검사사사자자자료료료

대상자들에게 12시간 공복 상태의 정맥혈을 채혈한 후 혈청을 분리하여 -70℃
에서 보관하였다.대사증후군의 생화학 지표인 공복혈당,총 콜레스테롤,중성지
방,HDL-C(highdensitylipoproteincholesterol)등은 Hitachi-7600분석기(Hitachi
Ltd.Tokyo,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아디포넥틴 검사는 효소면역흡착법
(enzyme-linkedimmunosorbent)을 이용하였다(MesdiaCo.Ltd,Seoul,Korea).연
구 대상자의 모든 종합검사 결과를 연구 자료로 활용 하였는데,이 때 검진센터
간의 검사 결과 차이 검정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시행한 2006년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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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결과를 이용하여 그 차이를 보정하고자 하였다.이를 위해 각 병원 진단
검사의학과장의 정도관리 자료 사용에 대한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아산병원에 보
관중인 참여병원의 외부정도관리 자료를 수집하여 각 병원간의 검사방법별 상관
성 분석을 하였으며,그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검사수치는 각 병원별로
차이가 없었다.혈액검사자료 중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HDL-콜레스테롤과 LDL-콜
레스테롤 수치는 병원내부 보정공식1)에 의하여 보정하였고,영동 세브란스병원의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직접 측정하지 않고 Freidwald2)공식에 의해 산출하여
사용하였다.나머지 기관은 직접 측정하였다.

222...333...설설설문문문검검검사사사자자자료료료

각각의 대상자들은 면접 설문조사법을 통해 일반적 특성 (연령,성별 등),흡연
여부 (현재 흡연,과거 흡연,비흡연 /흡연량(개비)),음주 여부 (비음주,음주 /
음주량 /빈도),운동여부 (운동함,운동하지 않음),가족력 (부,모,형제,자매),
과거력 (암,심장병,뇌졸중,당뇨병 등),약물 복용력 등의 내용을 응답하였다.설
문도구 개발은 1차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5개 종합검진센터에서 사용 중인 문진표
를 수집하여 검토 후 필수 항목의 포함 여부를 조사하였고,필수 설문 항목이 없
는 경우 추가적인 질문을 제작하여 기존 문진에 첨부하여 사용하였다.

1)HDL-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측정치))/1.057-0.861
L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측정치))/1.054+0.381

2)LDL-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측정치))-(중성지방)/5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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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000년년년 뇌뇌뇌졸졸졸중중중 발발발생생생 예예예측측측 위위위험험험도도도 산산산출출출

한국인에게 적합한 뇌졸중 위험 예측 모형(JeeSH etal,2008)의 기준을 이용
하여 30～77세 성인 974명 (남자 547명,여자 427명)을 대상으로 위험도를 산출하
였다.사용된 변수는 연령(AGE),수축기혈압(SBP),당뇨 질환력 여부(TDM),총콜
레스테롤(mg/dL, NTTC1<200, 200≤NTTC2<240, 240≤NTTC3), 흡연여부
(EXSMOK :과거흡연,CUSMOK :현재흡연),운동여부(EXER1),BMI,음주량
(g/day,DRINK1=0,1≤DRINK2<25,25≤DRINK3<50,50≤DRINK4<100,100≤
DRINK5,TDRINK :음주여부)등이고,성별에 따라 각각 다른 수식을 통해 산출
하였다(Table1).

TTTaaabbbllleee111...TTThhheeefffuuunnnccctttiiiooonnnooofff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mmmooodddeeelllfffooorrrKKKooorrreeeaaannn

< < < < Function Function Function Function 1 1 1 1 (Men)(Men)(Men)(Men)    >>>>

KMT = 0.08117*(AGE-44.9956) + 0.02148*(SBP-124.4739) + 0.58797*(TDM-0.0482)     

   - 0.02450*(EXSMOK-0.2024) + 0.27720*(CUSMOK-0.5909) + 0.06916*(EXER1-0.7128)  

   + 0.03120*(BMI-23.2356) + 0.06810*(DRINK1-0.2329) - 0.02830*(DRINK2-0.5753)    

   + 0.10992*(DRINK4-0.0586) + 0.16459*(DRINK5-0.0199) + 0.06051*(NTTC2-0.2696) 

   + 0.17653*(NTTC3-0.0956)

KMT1=EXP(KMT); 

KMTP=1-0.98485**(KMT1);

< < < < Function Function Function Function 2 2 2 2 (Women)(Women)(Women)(Women)    >>>>

KFT = 0.07836*(AGE-49.3518) + 0.01606*(SBP-121.4668) + 0.66432*(TDM-0.04060)     

   + 0.10626*(EXSMOK-0.0203) + 0.31315*(CUSMOK-0.0408) + 0.07184*(EXER1-0.8331)  

   + 0.02177*(BMI-23.2290) + 0.01616*(TDRINK-0.1424) + 0.02277*(NTTC2-0.2797)     

   + 0.12329*(NTTC3-0.1193)

KFT1=EXP(KFT); 

KFTP=1-0.98410**(KF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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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유유유전전전자자자 분분분석석석

유전자 분석은 AffymetrixGenome-wideHumanSNP array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qualitycontrolcallrate(DynamicMedelalgorithm)는 86% 이상을 나
타내었으며,X염색체 상의 heterozygosity로 대상자 개개인의 성별을 정확하게 구
별하였다. Genotype calling은 birdseed v2 algorithm을 통해 시행되었다.
Affimetrixplatform은 Y염색체에 대해서는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다.

1004명의 대상자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였으나,그 중 5개의 표본은 분
석율이 낮아(<90%)제외하였고(MIND(MissingrateperINDividual)>0.1기준 적
용),PLINK를 이용하여 Identity-By-State(IBS)산출 식으로 전체 SNPs를 분석하여
유전적으로 연관성을 가진 4개의 표본을 제외하였다.또한 5개의 표본은 X염색체
를 통한 유전자 분석과 성별이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어 제외하였고,30세
미만과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질환 과거력을 가진 수를 제외하여 총 974명의 유
전자 분석 결과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AffymetrixGenome-wideHumanSNParray5.0을 통해 500,568SNPs가 분석
되었는데,그 중 Hardy-WeinbergEquilibrium(HWE)≥0.0001기준에 의해 14,072
SNPs가 제외되었고,MAF(MinorAlleleFrequency)>0.01,genotypecallrates≥
94% 기준에 의해 각각 98,326SNPs,34,578SNPs가 제외되어 총 364,297SNPs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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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한국인 뇌졸중 예측 위험도와 심혈관 위험요인과의 연관성은 10년 뇌졸중 발
생 예측 위험도와 심혈관 위험요인들을 변수로 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시
행하였다.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SNPs와의 연관성은 단순 회귀 분석
모델을 이용하였고,전체,남자,여자를 각각 분석하여 가장 유의한 SNP를 순서대
로 보았다.SNPs와 연관성 분석 시 MIND>0.1,HWE≥0.0001,MAF>0.01,
genotypecallrates≥94% 기준을 적용하여 총 364,297SNPs가 분석에 사용되었
다.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의 경우 정규 분포를 하지 않았으므로 치환하지 않은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log치환을 하여 정규성을 보완한 값을 모두 제시하였
고,뇌졸중 위험 예측 모형에 뇌졸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변수들이 대부
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귀 분석 시 보정하지 않았다.하지만 예측 모형에서 연령
이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할 것으로 생각되어 연구의 제한점으로 여겨져 연령 및
다른 변수를 보정한 분석 결과 또한 부록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량의 유전 marker를 이용한 연관성 연구이므로 임의 오차
(random error)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중 검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SNPs와의 연관성 분석의 결과로 p-value를 제시할 때,유의
수준 alpha(p-value)를 검사한 총 개수로 나눠준 값인 Bonferronicorrection에 의
한 p-value와 p-value 값을 가장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고 유의수준
alpha=0.05k/N공식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검정하는 방법인 False Discovery
Rate(FDR)(Sabattietal,2003)을 보정한 p-value를 모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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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SNP를 선택하여 각각의 유전자형별 10년 뇌
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의 평균값을 보았고,뇌졸중의 위험요인 중 가장 많은 영향
을 끼치는 수축기혈압,공복혈당과 SNPs의 연관성 분석을 시행하여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를 통해 살펴본 연관성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분석 시
연령과 BMI,흡연,음주량을 보정하였다.

통계 분석 프로그램은 PLINK ver.1.04 (Free Software Foundation,Inc.
Boston,USA)와 SAS software ver.9.1.3 (SAS Institute Inc,Cary,NC),
Haploview ver.4.1(BroadInstitute,USA)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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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11...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 대상자는 총 974명으로 그 중 남자가 547명(56.16%),여자가 427명
(43.84%)이었고,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자 42.37세,여자 41.29세였다.뇌졸중 위
험 예측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중 수축기혈압(남자 125.02±12.43mmHg, 여자
115.63±15.85mmHg),공복혈당(남자 97.26±18.73mg/dL,여자 89.60±11.68mg/dL),
총 콜레스테롤(남자 189.91±32.97mg/dL,여자 179.04±32.49mg/dL),BMI(남자
24.57±2.94kkkggg///mmm222, 여자 22.57±3.01kkkggg///mmm222), 음주량(남자 14.36±27.32g/day, 여자
3.47±8.35g/day)은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01).뇌졸중 위험 예측
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뇌졸중의 위험요인으로 여겨지는 이완기혈압(남자
76.66±10.18mmHg, 여자 70.50±9.72mmHg),중성지방(남자 146.10±111.69mg/dL,
여자 83.41±44.45mg/dL),HDL-콜레스테롤(남자 49.75±10.51mg/dL,여자 59.75±
13.43mg/dL), LDL-콜레스테롤(남자 113.52±29.47mg/dL, 여자 102.71±27.88
mg/dL),허리둘레(남자 85.73± 8.05cm,여자 75.20±8.36cm),adiponectin(남자
6.52±4.13㎍/mL,여자 11.15±6.81 ㎍/mL),hs-CRP는 hs-CRP를 제외한 나머지 변
수에서 남,여 간의 유의한 차이(p<0.0001)를 보였다.
전체 고혈압 유병률은 18.17%(177명)이고,남자 137명(25.05%),여자 40명

(9.37%)으로 남자의 고혈압 유병률이 더 높았다.전체 당뇨병 유병률은 5.54%(54
명)였고,남자 42명(7.68%),여자 12명(2.81%)으로 당뇨병 또한 남자의 유병률이 더
높았다.현재 흡연은 응답자 중 남자 45.89%(251명),여자 3.75%(16명)였고,규칙적
인 운동을 하는 경우도 응답자 중 남자 63.87%,여자 50.23%였다(Tab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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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222...GGGeeennneeerrraaalll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ooofffttthhheeepppaaarrrtttiiiccciiipppaaannntttsss

MMMeeennn
(((nnn===555444777,,,555666...111666%%%)))

WWWooommmeeennn
(((nnn===444222777,,,444333...888444%%%)))

TTToootttaaalll
(((nnn===999777444,,,111000000%%%)))

MMMeeeaaannn ±±± SSS...DDD111))) MMMeeeaaannn ±±± SSS...DDD MMMeeeaaannn ±±± SSS...DDD
AAAgggeee***222))) 42.37 ± 8.33 41.29 ± 8.11 41.90 ± 8.25
SSSyyyssstttooollliiicccbbblllooooooddd
ppprrreeessssssuuurrreee(((mmmmmmHHHggg)))****** 125.02 ± 12.43 115.63 ± 13.85 120.90 ± 13.87

DDDiiiaaassstttooollliiicccbbblllooooooddd
ppprrreeessssssuuurrreee(((mmmmmmHHHggg)))****** 76.66 ± 10.18 70.50 ± 9.72 73.96 ± 10.44

FFFaaassstttiiinnngggbbbllloooooodddsssuuugggaaarrr
(((mmmggg///dddLLL)))****** 97.26 ± 18.73 89.60 ± 11.68 93.90 ± 16.46

TTToootttaaalllccchhhooollleeesssttteeerrrooolll
(((mmmggg///dddLLL)))****** 189.91 ± 32.97 179.04 ± 32.49 185.14 ± 33.19

BBBMMMIII(((kkkggg///mmm222)))****** 24.57 ± 2.94 22.57 ± 3.01 23.69 ± 3.13
AAAlllcccooohhhooolllcccooonnnsssuuummmppptttiiiooonnn
(((ggg///dddaaayyy)))****** 14.36 ± 27.32 3.47 ± 8.35 9.59 ± 21.88

TTTrrriiiggglllyyyccceeerrriiidddeee
(((mmmggg///dddLLL)))****** 146.10 ± 111.69 83.41 ± 44.45 118.61 ± 93.99

HHHDDDLLL---ccchhhooollleeesssttteeerrrooolll
(((mmmggg///dddLLL)))****** 49.75 ± 10.51 59.75 ± 13.43 54.13 ± 12.87

LLLDDDLLL---ccchhhooollleeesssttteeerrrooolll
(((mmmggg///dddLLL)))****** 113.52 ± 29.47 102.71 ± 27.88 108.78 ± 29.22

hhhsss---CCCRRRPPP(((mmmggg///dddLLL))) 0.12 ± 0.18 0.10 ± 0.16 0.11 ± 0.17
WWWaaaiiissstttccciiirrrcccuuummmfffeeerrreeennnccceee
(((cccmmm)))****** 85.73 ± 8.05 75.20 ± 8.36 81.11 ± 9.71

AAAdddiiipppooonnneeeccctttiiinnn
(((㎍㎍㎍///mmmLLL)))****** 6.52 ± 4.13 11.15 ± 6.81 8.55 ± 5.93

NNN %%% NNN %%% NNN %%%
HHHyyypppeeerrrttteeennnsssiiiooonnn 137 25.05 40 9.37 177 18.17

DDDiiiaaabbbeeettteeesss 42 7.68 12 2.81 54 5.54
SSSmmmoookkkiiinnnggg NNNooonnn 144 26.33 399 93.44 543 55.75

EEExxx 152 27.79 12 2.81 164 16.84
CCCuuurrrrrreeennnttt 251 45.89 16 3.75 267 27.41

EEExxxeeerrrccciiissseee YYYeeesss 175 63.87 109 50.23 284 57.84

1)S.D:Standarddeviation
2)**t-testp-value<0.0001,*t-testp-value<0.05(menvs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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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평평평균균균 111000년년년 뇌뇌뇌졸졸졸중중중 발발발생생생 예예예측측측 위위위험험험도도도

평균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는 남자 1.811±2.351%,여자 1.147±1.993%
로 남자가 높았고,연령별로 분류하여 비교해본 결과,30대에서 60대까지는 남자
가 여자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지만,70대 이상에서는 여자가 18.643%로 남자의
13.601%보다 높은 위험도를 나타내었다.연구 대상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남자,
여자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Table3,Figure4).

TTTaaabbbllleee333...MMMeeeaaannnooofff111000---yyyeeeaaarrr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ssscccooorrreeesssbbbyyyaaagggeee

MMMeeennn WWWooommmeeennn TTToootttaaalll

AAAgggeee MMMeeeaaannn ±±± SSS...DDD1) MMMeeeaaannn ±±± SSS...DDD MMMeeeaaannn ±±± SSS...DDD

333000~~~333999 0.767 ± 0.411 0.461 ± 0.161 0.620 ± 0.351

444000~~~444999 1.518 ± 0.715 0.979 ± 0.345 1.297 ± 0.648

555000~~~555999 3.564 ± 2.243 2.344 ± 1.201 3.150 ± 2.032

666000~~~666999 8.650 ± 4.914 6.511 ± 2.015 7.794 ± 4.114

777000~~~ 13.601 ± 0.908 18.643 ± 0.879 16.626 ± 2.867

1)S.D :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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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444...MMMeeeaaannnooofff111000---yyyeeeaaarrr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ssscccooorrreeesssbbbyyyaaaggg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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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뇌뇌뇌졸졸졸중중중 발발발생생생 예예예측측측 위위위험험험도도도와와와 위위위험험험요요요인인인과과과의의의 상상상관관관성성성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뇌졸중 위험 예측 모형에 포함되지 않는 뇌
졸중의 가역적 또는 잠재적 가역요인(공복혈당,이완기혈압,중성지방,HDL-콜레
스테롤,LDL-콜레스테롤,hs-CRP,허리둘레,아디포넥틴)과의 상관성은,공복혈당
(남자 :r=0.332,p-value<0.0001,여자 :r=0.342,p-value<0.0001),이완기혈압(남자
:r=0.160,p-value=0.0002,여자 :r=0.260,p-value<0.0001),허리둘레(남자 :
r=0.186,p-value<0.0001,여자 :r=0.281,p-value<0.0001)에서 남자,여자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고,중성지방(여자 :r=0.157,p-value=0.0010),LDL-
콜레스테롤(여자 : r=0.220, p-value<0.0001), 아디포넥틴(여자 : r=-0.096,
p-value=0.0468)은 여자에서만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Table4).

TTTaaabbbllleee444...CCCooorrrrrreeelllaaatttiiiooonnn bbbeeetttwwweeeeeennn 111000---yyyeeeaaarrr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 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 ssscccooorrreeesssaaannnddd
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fffaaaccctttooorrrsss

MMMeeennn WWWooommmeeennn
rrr ppp---vvvaaallluuueee rrr ppp---vvvaaallluuueee

FFFaaassstttiiinnngggbbbllloooooodddsssuuugggaaarrr
(((mmmggg///dddLLL))) 000...333333222 <<<000...000000000111 000...333444222 <<<000...000000000111

DDDiiiaaassstttooollliiicccbbbllloooooodddppprrreeessssssuuurrreee
(((mmmmmmHHHggg))) 000...111666000 000...000000000222 000...222666000 <<<000...000000000111

TTTrrriiiggglllyyyccceeerrriiidddeee(((mmmddd///dddLLL))) 0.040 0.3532 000...111555999 000...000000111000
HDL-cholesterol(mg/dL) -0.075 0.0799 -0.091 0.0593
LLLDDDLLL---ccchhhooollleeesssttteeerrrooolll(((mmmggg///dddLLL))) 0.043 0.3162 000...222222000 <<<000...000000000111
hs-CRP(mg/dL) -0.019 0.6692 0.061 0.2254

WWWaaaiiissstttccciiirrrcccuuummmfffeeerrreeennnccceee(((cccmmm))) 000...111888666 <<<000...000000000111 000...222888111 <<<000...000000000111
AAAdddiiipppooonnneeeccctttiiinnn(((㎍㎍㎍///mmmLLL))) -0.036 0.4051 ---000...000999666 000...00044466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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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뇌뇌뇌졸졸졸중중중 발발발생생생 예예예측측측 위위위험험험도도도와와와 555000000KKK SSSNNNPPPsss의의의 연연연관관관성성성 분분분석석석
(((GGGWWWAAASSS)))

333...111...111000년년년 뇌뇌뇌졸졸졸중중중 발발발생생생 예예예측측측 위위위험험험도도도와와와 SSSNNNPPPsss연연연관관관성성성 분분분석석석 (((전전전체체체)))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500K SNPs의 연관성 분석은 단순 회귀 분석
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가장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SNP는

2q32.3 위치의 TMEFF2 유전자 내에 있는 rs4267464(C>T)로 beta값은 -1.255,
p-value는 1.33E-15이었다.다중검정의 증가된 임의 오차 부분에 대한 보정을 해주
기 위해 Bonferonnicorrection과 FalseDiscoveryRate(FDR)test를 시행하였는데
보정 후의 p-value는 4.83E-10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또한 rs41414649
(G>T,beta :-1.253,p-value:1.75E-14,BONF :6.39E-09,FDR :3.19E-09),
rs786064(A>C,beta :-1.037,p-value :9.31E-14,BONF :1.96E-08,FDR :
6.53E-09),rs10012925(C>T,beta:-1.258,p-value:2.84E-12,BONF:3.39E-08,
FDR:8.48E-09)가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보정하지 않은 p-value1.0×10-13미
만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그 외에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SNP는 보정하지 않은 p-value1.0×10-7미만이 56개,1.0×10-5

미만이 134개 정도로 유의성을 나타내었다(Table5,Figure5).
정규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로그로 치환한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SNPs와

의 연관성을 나타낸 결과에서도 가장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SNP는 rs4267464
(C>T)로 보정하지 않은 p-value가 2.05E-45,BONF와 FDR로 보정한 p-value모두
7.46E-40으로 정규성을 보정하지 않았던 결과보다 매우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 외의 결과도 p-value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고,SNP의 순위도 치환하지
않은 결과와 거의 동일하였다.로그로 치환한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SNP는 보정하지 않은 p-value1.0×10-7미만이 401개,1.0×10-5

미만이 638개 정도로 유의성을 보여주었다(Table5,Figur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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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555...TTTwwweeennntttyyySSSNNNPPPssstttooobbbeee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tttlllyyyaaassssssoooccciiiaaattteeedddmmmeeeaaannnooofff111000---yyyeeeaaarrr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ssscccooorrreeesssooonnnsssiiimmmpppllleeellliiinnneeeaaarrr
rrreeegggrrreeessssssiiiooonnnmmmooodddeeellliiinnn999777444KKKooorrreeeaaannnaaaddduuullltttsss

NNNooo CCChhhrrr rrrsssNNNooo... PPPooosssiiitttiiiooonnn AAA111 AAA222 MMMAAAFFF GGGeeennneee

llloooggg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 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

BBBeeetttaaa SSStttaaattt
uuunnn

aaadddjjjuuusssttteeeddd
PPP---vvvaaallluuueee

BBBOOONNNFFF FFFDDDRRR BBBeeetttaaa SSStttaaattt
uuunnn

aaadddjjjuuusssttteeeddd
PPP---vvvaaallluuueee

BBBOOONNNFFF FFFDDDRRR

1 2 rs4267464 192758287 T C 0.14 TMEFF2*
(2q32.3) -0.803 -14.94 2.05E-45 7.46E-40 7.46E-40 -1.255 -8.13 1.33E-15 4.83E-10 4.83E-10

2 8 rs41414649 104964436 T G 0.13 RIMS2*
(8q22.3) -0.791 -14.04 9.87E-41 3.59E-35 1.80E-35 -1.253 -7.79 1.75E-14 6.39E-09 3.19E-09

3 18 rs786064 14878726 C A 0.15 FGF7P1 -0.657 -13.32 3.72E-37 1.35E-31 4.52E-32 -1.037 -7.57 9.31E-14 1.96E-08 6.53E-09
4 4 rs17012925 121464727 T C 0.11 SAR1P3 -0.801 -12.80 1.30E-34 4.74E-29 1.19E-29 -1.258 -7.08 2.84E-12 3.39E-08 8.48E-09
5 9 rs791681 12512037 G A 0.10 TYRP1 -0.799 -12.77 1.76E-34 6.40E-29 1.28E-29 -1.234 -6.96 6.63E-12 1.04E-06 2.07E-07
6 10 rs10749593 90364037 C T 0.15 LOC389992 -0.639 -12.49 3.02E-33 1.10E-27 1.83E-28 -1.093 -7.64 5.37E-14 2.42E-06 4.03E-07
7 3 rs17757426 163794597 G T 0.10 LOC100132484 -0.809 -12.42 7.01E-33 2.56E-27 3.65E-28 -1.228 -6.69 4.00E-11 1.46E-05 1.75E-06
8 13 rs2038825 64883898 A G 0.10 STARP1 -0.801 -12.29 2.95E-32 1.08E-26 1.35E-27 -1.211 -6.58 8.12E-11 1.49E-05 1.75E-06
9 21 rs158039 18332661 G C 0.11 RPL37P3 -0.699 -12.04 3.93E-31 1.43E-25 1.59E-26 -1.081 -6.63 5.64E-11 1.58E-05 1.75E-06
10 13 rs526444 62980574 A G 0.09 OR7E156P -0.795 -11.79 5.14E-30 1.87E-24 1.87E-25 -1.192 -6.32 4.02E-10 2.06E-05 2.06E-06

1)Chr:chromosome,Stat:coefficientt-statistic,MAF:MinorAlleleFrequency,A1:Minorallele,A2:MajorAllele
BONF:Bonferonnisingle-stepadjustedp-values,FDR:Benjamini& Hochbergstep-upFDRcontrol

2)*SNPislocatedinthegene.(non:nearestgene)
3)Simpleregressionanalysis(Beta:Regression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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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555...TTTwwweeennntttyyySSSNNNPPPssstttooobbbeee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tttlllyyyaaassssssoooccciiiaaattteeedddmmmeeeaaannnooofff111000---yyyeeeaaarrr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ssscccooorrreeesssooonnnsssiiimmmpppllleeellliiinnneeeaaarrr
rrreeegggrrreeessssssiiiooonnnmmmooodddeeellliiinnn999777444KKKooorrreeeaaannnaaaddduuullltttsss(((cccooonnntttiiinnnuuueeeddd)))

NNNooo CCChhhrrr rrrsssNNNooo... PPPooosssiiitttiiiooonnn AAA111 AAA222 MMMAAAFFF GGGeeennneee

llloooggg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 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

BBBeeetttaaa SSStttaaattt
uuunnn

aaadddjjjuuusssttteeeddd
PPP---vvvaaallluuueee

BBBOOONNNFFF FFFDDDRRR BBBeeetttaaa SSStttaaattt
uuunnn

aaadddjjjuuusssttteeeddd
PPP---vvvaaallluuueee

BBBOOONNNFFF FFFDDDRRR

11 18 rs2061359 29245715 A C 0.09 C18orf34*
(18q12.1) -0.780 -11.66 2.04E-29 7.43E-24 6.76E-25 -1.198 -6.37 2.91E-10 2.75E-05 2.46E-06

12 12 rs17380912 17277690 C G 0.09 LOC390297 -0.766 -11.48 1.29E-28 4.70E-23 3.71E-24 -1.181 -6.31 4.40E-10 2.96E-05 2.46E-06
13 21 rs2830783 27506220 C G 0.16 GPXP2 -0.558 -11.48 1.33E-28 4.83E-23 3.71E-24 -0.912 -6.68 4.09E-11 1.06E-04 8.15E-06
14 10 rs1937337 90811983 A C 0.09 FAS -0.653 -11.30 7.40E-28 2.70E-22 1.93E-23 -1.170 -6.28 5.36E-10 1.47E-04 1.05E-05
15 1 rs10518625 79894167 T G 0.12 LOC343296 -0.653 -11.01 1.35E-26 4.91E-21 3.28E-22 -1.083 -6.59 7.56E-11 1.60E-04 1.07E-05
16 14 rs7144520 40822450 A C 0.10 LRFN5 -0.676 -10.89 4.88E-26 1.78E-20 1.11E-21 -0.986 -5.88 5.91E-09 1.95E-04 1.22E-05
17 4 rs10026172 171985816 T C 0.09 HSP90AA6P -0.743 -10.88 5.26E-26 1.92E-20 1.13E-21 -1.176 -6.12 1.36E-09 3.17E-04 1.87E-05

18 5 rs958625 22798660 C A 0.10 CDH12*
(5p14-p13) -0.690 -10.79 1.11E-25 4.04E-20 3.00E-20 -1.070 -6.02 2.56E-09 4.04E-04 2.24E-05

19 1 rs16838012 155315599 A C 0.14 LOC149501 -0.557 -10.77 1.33E-25 4.85E-20 2.43E-21 -0.922 -6.67 4.33E-11 4.94E-04 2.60E-05

20 20 rs2425110 33782229 A C 0.13 RBM39*
(20q11.22) -0.608 -10.78 1.33E-25 4.85E-20 2.43E-21 -0.945 -5.98 3.22E-09 5.56E-04 2.78E-05

1)Chr:chromosome,Stat:coefficientt-statistic,MAF:MinorAlleleFrequency,A1:Minorallele,A2:MajorAllele
BONF:Bonferonnisingle-stepadjustedp-values,FDR:Benjamini& Hochbergstep-upFDRcontrol

2)*SNPislocatedinthegene.(non:nearestgene)
3)Simpleregressionanalysis(Beta:Regression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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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555(((LLLeeefffttt)))...333666444,,,222999777SSSNNNPPPssstttooobbbeee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tttlllyyyaaassssssoooccciiiaaattteeedddmmmeeeaaannnooofff111000---yyyeeeaaarrr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ssscccooorrreeesssooonnnsssiiimmmpppllleee
llliiinnneeeaaarrrrrreeegggrrreeessssssiiiooonnnmmmooodddeeellliiinnn999777444KKKooorrreeeaaannnaaaddduuullltttsss(((tttrrraaannnsssfffooorrrmmmeeeddd---llloooggg111000ppp---vvvaaallluuueeesss)))
1)Largedots:-log10p-value>13

FFFiiiggguuurrreee666(((RRRiiiggghhhttt)))...333666444,,,222999777SSSNNNPPPssstttooobbbeee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tttlllyyyaaassssssoooccciiiaaattteeedddmmmeeeaaannnooofffllloooggg111000---yyyeeeaaarrr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ssscccooorrreeesssooonnn
sssiiimmmpppllleeellliiinnneeeaaarrrrrreeegggrrreeessssssiiiooonnnmmmooodddeeellliiinnn999777444KKKooorrreeeaaannnaaaddduuullltttsss(((tttrrraaannnsssfffooorrrmmmeeeddd---llloooggg111000ppp---vvvaaallluuueeesss)))
1)Largedots:-log10p-value>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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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111000년년년 뇌뇌뇌졸졸졸중중중 발발발생생생 예예예측측측 위위위험험험도도도와와와 SSSNNNPPPsss연연연관관관성성성 분분분석석석 (((남남남자자자)))

성별을 나누어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해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500K
SNPs의 연관성 분석을 살펴보고,그 결과와 연구 대상자 전체를 통해 분석된 결
과를 비교 하여 보았다.
남자에서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SNP는 rs4267464

(C>T,beta:-1.422,p-value:1.57E-09,BONF:5.71E-04,FDR:5.71E-04)로 대상
자 전체를 통해 분석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그 외에도 rs41414649(G>T,
beta:-1.393,p-value:5.23E-09,BONF:1.45E-03,FDR :6.35E-04),rs786064
(A>C,beta:-1.203,p-value:9.51E-09,BONF:1.91E-03,FDR:6.35E-04)가 뇌졸
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보정하지 않은 p-value1.0×10-8미만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SNP는 보정하
지 않은 p-value1.0×10-7미만이 11개,1.0×10-5미만이 65개였다.가장 유의한20개
의 결과 중 상위 10개 SNP 결과는 전체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Table6,
Figure7).
로그로 치환한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SNPs와의 연관성을 나타낸 결과에

서도 가장 연관성이 있는 SNP는 rs4267464(C>T)로 보정하지 않은 p-value가
1.26E-25,BONF와 FDR로 보정한 p-value는 모두 4.58E-20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
의하였다.그 외의 결과도 보정하지 않은 p-value1.0×10-7미만이 188개,1.0×10-5

미만이 333개 정도로 유의성을 보여주었다(Table6,Figur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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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666...TTToooppptttwwweeennntttyyySSSNNNPPPssstttooobbbeee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tttlllyyyaaassssssoooccciiiaaattteeedddmmmeeeaaannnooofff111000---yyyeeeaaarrr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ssscccooorrreeesssooonnnsssiiimmmpppllleee
llliiinnneeeaaarrrrrreeegggrrreeessssssiiiooonnnmmmooodddeeellliiinnn555444777KKKooorrreeeaaannnmmmeeennn

NNNooo CCChhhrrr rrrsssNNNooo... PPPooosssiiitttiiiooonnn AAA111 AAA222 MMMAAAFFF GGGeeennneee

llloooggg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 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

BBBeeetttaaa SSStttaaattt
uuunnn

aaadddjjjuuusssttteeeddd
PPP---vvvaaallluuueee

BBBOOONNNFFF FFFDDDRRR BBBeeetttaaa SSStttaaattt
uuunnn

aaadddjjjuuusssttteeeddd
PPP---vvvaaallluuueee

BBBOOONNNFFF FFFDDDRRR

1 2 rs4267464 192758287 T C 0.14 TMEFF2*
(2q32.3) -0.807 -11.04 1.26E-25 4.58E-20 4.58E-20 -1.422 -6.147 1.57E-09 5.71E-04 5.71E-04

2 8 rs41414649 104964436 T G 0.13 RIMS2*
(8q22.3) -0.774 -10.36 5.20E-23 1.90E-17 9.48E-18 -1.393 -5.939 5.23E-09 1.45E-03 6.35E-04

3 18 rs786064 14878726 C A 0.15 FGF7P1 -0.674 -10.31 8.52E-23 3.10E-17 1.04E-17 -1.203 -5.835 9.51E-09 1.91E-03 6.35E-04
4 9 rs791681 12512037 G A 0.10 TYRP1 -0.812 -10.05 7.77E-22 2.83E-16 7.08E-17 -1.404 -5.534 4.99E-08 3.46E-03 8.66E-04
5 4 rs17012925 121464727 T C 0.11 SAR1P3 -0.840 -10.01 1.19E-21 4.33E-16 8.66E-17 -1.463 -5.519 5.45E-08 5.05E-03 1.01E-03
6 21 rs158039 18332661 G C 0.11 RPL37P3 -0.751 -9.63 2.56E-20 9.31E-15 1.55E-15 -1.284 -5.272 1.98E-07 6.63E-03 1.02E-03
7 10 rs10749593 90364037 C T 0.15 LOC389992 -0.638 -9.56 4.62E-20 1.68E-14 2.41E-15 -1.238 -5.986 3.98E-09 7.14E-03 1.02E-03
8 3 rs17757426 163794597 G T 0.10 LOC100132484 -0.827 -9.54 6.08E-20 2.22E-14 2.77E-15 -1.422 -5.216 2.67E-07 1.30E-02 1.65E-03
9 4 rs12498687 135054293 T C 0.10 LOC132430 -0.754 -8.89 9.83E-18 3.58E-12 3.98E-13 -1.331 -5.078 5.29E-07 1.80E-02 1.98E-03
10 13 rs526444 62980574 A G 0.09 OR7E156P -0.816 -8.74 3.31E-17 1.12E-11 1.21E-12 -1.381 -4.794 2.14E-06 2.00E-02 1.98E-03

1)Chr:chromosome,Stat:coefficientt-statistic,MAF:MinorAlleleFrequency,A1:Minorallele,A2:MajorAllele
BONF:Bonferonnisingle-stepadjustedp-values,FDR:Benjamini& Hochbergstep-upFDRcontrol

2)*SNPislocatedinthegene.(non:nearestgene)
3)Simpleregressionanalysis(Beta:Regression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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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666...TTToooppptttwwweeennntttyyySSSNNNPPPssstttooobbbeee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tttlllyyyaaassssssoooccciiiaaattteeedddmmmeeeaaannnooofff111000---yyyeeeaaarrr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ssscccooorrreeesssooonnnsssiiimmmpppllleee
llliiinnneeeaaarrrrrreeegggrrreeessssssiiiooonnnmmmooodddeeellliiinnn555444777KKKooorrreeeaaannnmmmeeennn(((cccooonnntttiiinnnuuueeeddd)))

NNNooo CCChhhrrr rrrsssNNNooo... PPPooosssiiitttiiiooonnn AAA111 AAA222 MMMAAAFFF GGGeeennneee

llloooggg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 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

BBBeeetttaaa SSStttaaattt
uuunnn

aaadddjjjuuusssttteeeddd
PPP---vvvaaallluuueee

BBBOOONNNFFF FFFDDDRRR BBBeeetttaaa SSStttaaattt
uuunnn

aaadddjjjuuusssttteeeddd
PPP---vvvaaallluuueee

BBBOOONNNFFF FFFDDDRRR

11 11 rs2726887 108145600 T C 0.09 DDX10*
(11q22-q23) -0.765 -8.69 4.69E-17 1.71E-11 1.55E-12 -1.344 -4.957 9.72E-07 0.354 0.017

12 5 rs958625 22798660 C A 0.10 CDH12*
(5p14-p13) -0.724 -8.64 7.01E-17 2.55E-11 2.13E-12 -1.229 -4.757 2.55E-06 0.927 0.031

13 18 rs2061359 29245715 A C 0.09 C18orf34*
(18q12.1) -0.777 -8.55 1.40E-16 5.11E-11 3.93E-12 -1.346 -4.772 2.37E-06 0.862 0.030

14 1 rs16835831 192054760 T C 0.08 LOC647167 -0.773 -8.53 1.60E-16 5.83E-11 4.17E-12 -1.325 -4.714 3.12E-06 1.000 0.0.32
15 21 rs2830783 27506220 C G 0.16 GPXP2 -0.531 -8.42 3.67E-16 1.34E-10 8.55E-12 -0.969 -4.964 9.39E-07 0.342 0.017
16 18 rs9956852 34856594 A G 0.08 LOC388474 -0.812 -8.42 3.76E-16 1.37E-10 8.55E-12 -1.374 -4.621 4.82E-06 1.000 0.035
17 7 rs2538079 54954150 A G 0.09 LOC643168 -0.741 -8.35 6.01E-16 2.19E-10 1.29E-11 -1.336 -4.885 1.38E-06 0.502 0.021
18 11 rs11028424 25077110 T G 0.10 LUZP2 -0.719 -8.33 7.19E-16 2.62E-10 1.45E-11 -1.246 -4.677 3.71E-06 1.000 0.033
19 5 rs17226252 20474901 T C 0.08 LOC266786 -0.783 -8.27 1.16E-15 4.22E-10 2.22E-11 -1.368 -4.692 3.47E-06 1.000 0.033
20 4 rs10012993 116800794 T A 0.08 LOC100128462 -7.678 -8.24 1.42E-15 5.15E-10 2.58E-11 -1.324 -4.593 5.49E-06 1.000 0.038

1)Chr:chromosome,Stat:coefficientt-statistic,MAF:MinorAlleleFrequency,A1:Minorallele,A2:MajorAllele
BONF:Bonferonnisingle-stepadjustedp-values,FDR:Benjamini& Hochbergstep-upFDRcontrol

2)*SNPislocatedinthegene.(non:nearestgene)
3)Simpleregressionanalysis(Beta:Regression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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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777(((LLLeeefffttt)))...333666444,,,222999777SSSNNNPPPssstttooobbbeee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tttlllyyyaaassssssoooccciiiaaattteeedddmmmeeeaaannnooofff111000---yyyeeeaaarrr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ssscccooorrreeesssooonnnsssiiimmmpppllleee
llliiinnneeeaaarrrrrreeegggrrreeessssssiiiooonnnmmmooodddeeellliiinnn555444777KKKooorrreeeaaannnmmmeeennn(((tttrrraaannnsssfffooorrrmmmeeeddd---llloooggg111000ppp---vvvaaallluuueeesss)))
1)Largedots:-log10p-value>8

FFFiiiggguuurrreee888(((RRRiiiggghhhttt)))...333666444,,,222999777SSSNNNPPPssstttooobbbeee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tttlllyyyaaassssssoooccciiiaaattteeedddmmmeeeaaannnooofffllloooggg111000---yyyeeeaaarrr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ssscccooorrreeesssooonnn
sssiiimmmpppllleeellliiinnneeeaaarrrrrreeegggrrreeessssssiiiooonnnmmmooodddeeellliiinnn555444777KKKooorrreeeaaannnmmmeeennn(((tttrrraaannnsssfffooorrrmmmeeeddd---llloooggg111000ppp---vvvaaallluuueeesss)))
1)Largedots:-log10p-valu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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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111000년년년 뇌뇌뇌졸졸졸중중중 발발발생생생 예예예측측측 위위위험험험도도도와와와 SSSNNNPPPsss연연연관관관성성성 분분분석석석 (((여여여자자자)))

여자에서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해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500KSNPs
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SNP는 rs1510019(T>C,beta:

4.092,p-value:3.72E-19,BONF:1.36E-13,FDR:1.36E-13)로 전체 및 남자의 분
석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그 외에도 rs16955746(A>G,beta:3.641,
p-value:9.40E-13,BONF :3.42E-07,FDR :1.71E-07),rs6694350(T>A,beta:
2.283,p-value:6.92E-11,BONF:2.52E-05,FDR:8.41E-06),rs6554914(T>C,beta
:1.638,p-value:5.85E-10,BONF:2.13E-04,FDR :5.20E-05),rs16868296(A>G,
beta:1.596,p-value:7.96E-10,BONF:2.90E-04,FDR :5.20E-05),rs16919567
(C>T,beta:2.286,p-value:8.57E-10,BONF:3.12E-04,FDR:5.20E-05)가 뇌졸
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보정하지 않은 p-value1.0×10-9미만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SNP는 보정하
지 않은 p-value1.0×10-7미만이 20개,1.0×10-5미만이 93개 정도로 남자에 비해
많은 SNP가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연관성을 보였다(Table7,Figure9).
정규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로그로 치환한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SNP와의

연관성을 나타낸 결과에서는 위의 결과와는 상이하게 전체 및 남자의 분석과 유
사한 SNP가 제시되었다.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SNP는 rs4267464(C>T)로 보
정하지 않은 p-value가 4.41E-20,BONF와 FDR로 보정한 p-value는 모두 1.61E-14
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그 외에도 보정하지 않은 p-value1.0×10-7미만이 101
개,1.0×10-5미만이 229개 정도로 유의성을 나타내었다(Table8,Figure10).
로그로 치환하여 정규성을 보정한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치환하지 않은

예측위험도를 각각 종속 변수로 하여 SNP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가 차이를 나
타내는 것은 전체 및 남자의 분포보다 여자의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 분포가
더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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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777...TTToooppptttwwweeennntttyyySSSNNNPPPssstttooobbbeee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tttlllyyyaaassssssoooccciiiaaattteeedddmmmeeeaaannnooofff111000---yyyeeeaaarrr
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ssscccooorrreeesssooonnnsssiiimmmpppllleeellliiinnneeeaaarrrrrreeegggrrreeessssssiiiooonnnmmmooodddeeelll
iiinnn444222777KKKooorrreeeaaannnwwwooommmeeennn

NNNooo CCChhhrrr rrrsssNNNooo... PPPooosssiiitttiiiooonnn GGGeeennneee AAA111AAA222 MMMAAAFFF
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

BBBeeetttaaa SSStttaaattt
uuunnn

aaadddjjjuuusssttteeeddd
PPP---vvvaaallluuueee

BBBOOONNNFFF FFFDDDRRR

1 18 rs1510019 43394727 TPMTP1 C T 0.02 4.092 9.39 3.72E-19 1.36E-13 1.36E-13
2 18 rs16955746 43394102 TPMTP1 G A 0.02 3.641 7.36 9.40E-13 3.42E-07 1.71E-07
3 1 rs6694350 207017089 LOC391158 A T 0.03 2.283 6.69 6.92E-11 2.52E-05 8.41E-06
4 5 rs6554914 16289711 LOC100132778 C T 0.06 1.638 6.34 5.85E-10 2.13E-04 5.20E-05
5 5 rs16868296 16310125 LOC100132778 A G 0.07 1.596 6.29 7.96E-10 2.90E-04 5.20E-05
6 9 rs16919567 102663998 LOC392374 C T 0.04 2.286 6.28 8.57E-10 3.12E-04 5.20E-05

7 7 rs1202422 148538803 ZNF282*
(7q36.1) T C 0.01 6.032 6.18 1.53E-09 5.57E-04 7.95E-05

8 8 rs1506894 18953685 PSD3 C G 0.02 3.251 6.02 3.81E-09 1.39E-03 1.73E-04

9 8 rs2604357 15645533 TUSC3*
(8p22) G C 0.02 3.122 5.99 4.53E-09 1.65E-03 1.84E-04

10 16 rs10863203 84551081 IRF8 T C 0.08 1.474 5.84 1.04E-08 3.80E-03 3.80E-04
11 5 rs995765 16277737 LOC100132778 T C 0.06 1.527 5.76 1.65E-08 5.99E-03 5.45E-04

12 9 rs16932828 15206036 TTC39B*
(9p22.3) T C 0.02 2.723 5.71 2.08E-08 7.58E-03 6.09E-04

13 12 rs12578492 20733308 SLCO1C1 G A 0.06 1.757 5.71 2.19E-08 7.97E-03 6.09E-04
14 16 rs4843877 84550733 IRF8 C G 0.08 1.419 5.69 2.34E-08 8.52E-03 6.09E-04

15 1 rs2163667 100688771 CDC14A *
(1p21) A C 0.06 1.373 5.57 4.66E-08 1.70E-02 1.09E-03

16 4 rs7668987 120296458 MYOZ2*
(4q26-q27) A C 0.02 3.028 5.55 5.03E-08 1.83E-02 1.09E-03

17 4 rs1868694 163490596 LOC100131135 G A 0.01 4.104 5.54 5.47E-08 1.99E-02 1.09E-03
18 16 rs4843876 84550233 IRF8 T A 0.08 1.364 5.53 5.69E-08 2.07E-02 1.09E-03
19 16 rs2361764 84550459 IRF8 G C 0.08 1.364 5.53 5.69E-08 2.07E-02 1.09E-03
20 16 rs2885364 84550691 IRF8 A T 0.08 1.361 5.50 6.54E-08 2.38E-02 1.19E-03

1)Chr:chromosome,Stat:coefficientt-statistic,MAF:MinorAlleleFrequency,A1:Minorallele,
A2:MajorAllele,BONF:Bonferonnisingle-stepadjustedp-values,
FDR:Benjamini& Hochbergstep-upFDRcontrol

2)*SNPislocatedinthegene.(non:nearestgene)
3)Simpleregressionanalysis(Beta:Regressioncoefficient)



- 30 -

TTTaaabbbllleee888...TTToooppp tttwwweeennntttyyy SSSNNNPPPssstttooo bbbeee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tttlllyyy aaassssssoooccciiiaaattteeeddd llloooggg mmmeeeaaannn ooofff
111000---yyyeeeaaarrr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ssscccooorrreeesssooonnnsssiiimmmpppllleeellliiinnneeeaaarrrrrreeegggrrreeessssssiiiooonnn
mmmooodddeeellliiinnn444222777KKKooorrreeeaaannnwwwooommmeeennn

NNNooo CCChhhrrr rrrsssNNNooo... PPPooosssiiitttiiiooonnn GGGeeennneee AAA111AAA222MMMAAAFFF

llloooggg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

BBBeeetttaaa SSStttaaattt
uuunnn

aaadddjjjuuusssttteeeddd
PPP---vvvaaallluuueee

BBBOOONNNFFF FFFDDDRRR

1 2 rs4267464 192758287 TMEFF2*
(2q32.3) T C 0.14 -0.702 -9.68 4.41E-20 1.61E-14 1.61E-14

2 8 rs41414649 104964436 RIMS2*
(8q22.3) T G 0.13 -0.717 -9.27 1.11E-18 4.05E-13 2.03E-13

3 18 rs786064 14878726 FGF7P1 C A 0.15 -0.577 -8.58 2.08E-16 7.57E-11 2.52E-11
4 13 rs2038825 64883898 STARP1 A G 0.10 -0.719 -8.40 7.89E-16 2.88E-10 5.75E-11
5 9 rs791681 12512037 TYRP1 G A 0.10 -0.732 -8.34 1.18E-15 4.31E-10 7.18E-11
6 3 rs17757426 163794597 LOC100132484 G T 0.10 -0.719 -8.16 4.14E-15 1.51E-09 2.16E-10
7 10 rs10749593 90364037 LOC389992 C T 0.15 -0.573 -8.04 9.92E-15 3.61E-09 4.52E-10
8 4 rs17012925 121464727 SAR1P3 T C 0.11 -0.671 -7.89 2.91E-14 1.06E-08 1.18E-09
9 12 rs17380912 17277690 LOC390297 C G 0.09 -0.683 -7.71 9.98E-14 3.63E-08 3.52E-09
10 14 rs7144520 40822450 LRFN5 A C 0.10 -0.617 -7.70 1.06E-13 3.87E-08 3.52E-09
11 21 rs2830783 27506220 GPXP2 C G 0.16 -0.526 -7.66 1.42E-13 5.17E-08 4.31E-09
12 13 rs526444 62980574 OR7E156P A G 0.09 -0.680 -7.63 1.63E-13 5.94E-08 4.45E-09
13 13 rs4417446 80951101 PTMAP8 G A 0.34 0.393 7.62 1.71E-13 6.23E-08 4.45E-09

14 18 rs2061359 29245715 C18orf34*
(18q12.1) A C 0.09 -0.676 -7.50 4.06E-13 1.48E-07 9.86E-09

15 10 rs1937337 90811983 FAS A C 0.09 -0.665 -7.40 7.98E-13 2.91E-07 1.71E-08
16 8 rs10955734 115912478 TRPS1 G A 0.08 -0.700 -7.34 1.15E-12 4.21E-07 2.34E-08
17 21 rs158039 18332661 RPL37P3 G C 0.11 -0.575 -7.33 1.26E-12 4.60E-07 2.42E-08
18 4 rs10026172 171985816 HSP90AA6P T C 0.09 -0.684 -7.29 1.69E-12 6.15E-07 3.08E-08
19 3 rs4264742 83989158 LOC100130326 C G 0.11 -0.622 -7.26 1.92E-12 6.98E-07 3.32E-08
20 1 rs12091804 106338273 LOC727933 C G 0.09 -0.652 -7.20 2.75E-12 1.00E-06 4.55E-08

1)Chr:chromosome,Stat:coefficientt-statistic,MAF:MinorAlleleFrequency,A1:Minorallele,
A2:MajorAllele,BONF:Bonferonnisingle-stepadjustedp-values,
FDR:Benjamini& Hochbergstep-upFDRcontrol

2)*SNPislocatedinthegene.(non:nearestgene)
3)Simpleregressionanalysis(Beta:Regression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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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999(((LLLeeefffttt)))...333666444,,,222999777SSSNNNPPPssstttooobbbeee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tttlllyyyaaassssssoooccciiiaaattteeedddmmmeeeaaannnooofff111000---yyyeeeaaarrr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ssscccooorrreeesssooonnnsssiiimmmpppllleee
llliiinnneeeaaarrrrrreeegggrrreeessssssiiiooonnnmmmooodddeeellliiinnn444222777KKKooorrreeeaaannnwwwooommmeeennn(((tttrrraaannnsssfffooorrrmmmeeeddd---llloooggg111000ppp---vvvaaallluuueeesss)))
1)Largedots:-log10p-value>9

FFFiiiggguuurrreee111000(((RRRiiiggghhhttt)))...333666444,,,222999777SSSNNNPPPssstttooobbbeee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tttlllyyyaaassssssoooccciiiaaattteeedddmmmeeeaaannnooofffllloooggg111000---yyyeeeaaarrr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ssscccooorrreeesssooonnn
sssiiimmmpppllleeellliiinnneeeaaarrrrrreeegggrrreeessssssiiiooonnnmmmooodddeeellliiinnn444222777KKKooorrreeeaaannnwwwooommmeeennn(((tttrrraaannnsssfffooorrrmmmeeeddd---llloooggg111000ppp---vvvaaallluuueeesss)))
1)Largedots:-log10p-valu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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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4...유유유전전전자자자형형형(((gggeeennnoootttyyypppeee)))별별별 111000년년년 뇌뇌뇌졸졸졸중중중 발발발생생생 예예예측측측 위위위험험험도도도 비비비교교교

SNPs와 로그로 치환한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의 연관성 분석 결과에
서 전체, 남자, 여자 모두 가장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던 rs4267464(2),
rs41414649(8),rs786064(18)SNP에 대해 유전자형(genotype)별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가장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던 rs4267464(C>T,전체 p-value:2.05E-45,남자

:1.26E-25,여자 :4.41E-20)는 전체,남자,여자 결과 모두 majorallele의 동종 형
질인 C/C형의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의 평균값이 나머지 유전자형에 비해 높
은 값을 보였고,8번 염색체에 위치한 rs41414649(G>T,전체 p-value:9.87E-41,
남자 :5.20E-23,여자 :1.11E-18),18번 염색체에 위치한 rs786064(A>C,전체
p-value:3.72E-37,남자 :8.52E-23,여자 :2.08E-16)도 동일하게 majorallele의 동
종 형질이 다른 유전자형에 비해 높은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를 나타내었다
(Table9,Figure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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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999...GGGeeennnoootttyyypppiiicccaaalllmmmeeeaaannnfffooorrr111000---yyyeeeaaarrr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ssscccooorrreeesss

CCChhhrrr SSSNNNPPP GGGeeennnooo
tttyyypppeee

TTToootttaaalll MMMeeennn WWWooommmeeennn
mmmeeeaaannn±±±SSS...DDD

BBBeeetttaaa
uuunnn

aaadddjjjuuusssttteeeddd
ppp---vvvaaallluuueee

FFFDDDRRR
mmmeeeaaannn±±±SSS...DDD

BBBeeetttaaa
uuunnn

aaadddjjjuuusssttteeeddd
ppp---vvvaaallluuueee

FFFDDDRRR
mmmeeeaaannn±±±SSS...DDD

BBBeeetttaaa
uuunnn

aaadddjjjuuusssttteeeddd
ppp---vvvaaallluuueee

FFFDDDRRRllloooggg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
(((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

llloooggg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
(((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

llloooggg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
(((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

2 rs4267464

C/C 0.212±0.849
(1.237±2.337)

-0.803 2.05E-45 7.46E-40

0.413±0.795
(1.511±2.214)

-0.807 1.26E-25 4.58E-20

-0.074±0.843
(0.928±2.323)

-0.702 4.41E-20 1.61E-14C/T -0.627±0.139
(0.543±1.551)

-0.431±0.447
(0.650±1.564)

-0.813±0.340
(0.444±1.406)

T/T 0.469±1.531
(-0.758±0.426)

-0.233±0.108
(0.793±1.114)

-1.021±0.149
(0.360±1.161)

8 rs41414649

G/G 0.197±0.851
(1.217±2.341)

-0.791 9.87E-41 1.80E-35

0.403±0.798
(1.496±2.221)

-0.774 5.20E-23 9.48E-18

-0.100±0.837
(0.905±2.309)

-0.717 1.11E-18 2.03E-13G/T -0.629±0.436
(0.533±1.547)

-0.422±0.434
(0.656±1.544)

-0.829±0.334
(0.437±1.397)

T/T -0.227±0.646
(0.797±1.908)

0.146±0.017
(1.157±1.017)

-0.973
(0.378)

18 rs786064

A/A 0.190±0.846
(1.209±2.331)

-0.657 3.72E-37 1.35E-31

0.403±0.799
(1.496±2.222)

-0.674 8.52E-23 1.04E-17

-0.106±0.822
(0.899±2.276)

-0.577 2.08E-16 2.52E-11A/C -0.580±0.469
(0.560±1.598)

-0.369±0.475
(0.691±1.609)

-0.801±0.344
(0.449±1.410)

C/C -0.683±0.410
(0.505±1.507)

-0.541±0.464
(0.582±1.590)

-0.824±0.305
(0.438±1.357)

1)Chr:chromosome,Stat:coefficientt-statistic,FDR:Benjamini&Hochbergstep-upFDRcontrol
2)Simpleregressionanalysis(Beta:Regression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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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111111...GGGeeennnoootttyyypppiiicccaaalllmmmeeeaaannnooofffttthhhrrreeeeeeSSSNNNPPPsssssstttrrrooonnnggglllyyyaaassssssoooccciiiaaattteeedddwwwiiittthhh111000---yyyeeeaaarrr
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ssscccooorrreeesssiiinnn999777444KKKooorrreeeaaannnaaaddduuullltttsss

FFFiiiggguuurrreee111222...GGGeeennnoootttyyypppiiicccaaalllmmmeeeaaannnooofffttthhhrrreeeeeeSSSNNNPPPsssssstttrrrooonnnggglllyyyaaassssssoooccciiiaaattteeedddwwwiiittthhh111000---yyyeeeaaarrr
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ssscccooorrreeesssiiinnn555444777KKKooorrreeeaaannnmmmeee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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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111333...GGGeeennnoootttyyypppiiicccaaalllmmmeeeaaannnooofffttthhhrrreeeeeeSSSNNNPPPsssssstttrrrooonnnggglllyyyaaassssssoooccciiiaaattteeedddwwwiiittthhh111000---yyyeeeaaarrr
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ssscccooorrreeesssiiinnn444222777KKKooorrreeeaaannnwwwooommmeee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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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55...TTTMMMEEEFFFFFF222유유유전전전자자자 내내내의의의 SSSNNNPPPsss와와와 뇌뇌뇌졸졸졸중중중 발발발생생생 예예예측측측 위위위험험험도도도의의의 연연연관관관성성성

연구 대상자 전체,남자,여자의 결과에서 모두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
와 가장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낸 rs4267464는 TMEFF2라는 유전자 내에 위치하고
있다.TMEFF2에 속한 26개의 SNPs중 위의 SNP이외에 다른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SNP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FFFiiiggguuurrreee111444...GGGeeennnooommmiiiccccccooonnnttteeexxxtttooofffTTTMMMEEEFFFFFF222gggeeennneee

로그로 치환한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보정하지 않은 p-value0.001미만
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SNP는 rs4267464이외에도 rs16834238(T>A,beta:-0.657,
p-value:2.69E-06),rs2356756(C>T,beta:-0.361,p-value:4.16E-04)이 제시되었
다(Table10).
또한 Figure15는 TMEFF2의 구역인 2번 염색체 내의 192523~192768Kb사이

의 연쇄불균형(LinkageDisequilibrium,LD)을 Haploview package를 이용해 나타
내었다.사각형 내의 값은 각각의 SNP쌍의 D'값으로 이것은 LD의 정도를 의미
한다.사각형의 색 중 매우 짙은 빨강은 완전한 LD(D'=1)를 의미하고,파랑은 LD
값은 높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이다.회색으로 나타내어진 D'값은 과거로부
터 재조합의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그림에 뇌졸중 예측 위험도와 연관성이 높
은 세 SNPs를 밑줄로 표시하였다(Figur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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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111000...AAAssssssoooccciiiaaatttiiiooonnnbbbeeetttwwweeeeeennnmmmeeeaaannnfffooorrrllloooggg111000---yyyeeeaaarrr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
ssscccooorrreeesssaaannndddssseeevvveeerrraaalllSSSNNNPPPsssiiinnnTTTMMMEEEFFFFFF222gggeeennneee

NNNooo CCChhhrrr rrrsssNNNooo... PPPooosssiiitttiiiooonnn AAA111 AAA222 MMMAAAFFF BBBEEETTTAAA SSSTTTAAATTT uuunnn---aaadddjjjuuusssttteeeddd
PPP---vvvaaallluuueee

1 2 rs7604868 192527693 C T 0.05 0.011 0.12 0.9014
2 2 rs4511672 192531042 G A 0.07 0.028 0.37 0.7123
3 2 rs6434519 192534014 C T 0.05 -0.009 -0.10 0.9208
4 2 rs4483986 192566151 A T 0.08 0.039 0.55 0.5839
5 2 rs4389282 192585881 C T 0.23 -0.066 -1.44 0.1493
6 2 rs7558259 192587245 C T 0.35 -0.017 -0.42 0.6765
7 2 rs4456647 192613732 G A 0.33 -0.040 -0.93 0.3503
8 2 rs4306668 192616829 G A 0.25 -0.039 -0.87 0.3857

111000 222 rrrsss222333555666777555666 111999222666444888000222000 TTT CCC 000...000444 ---000...333666111 ---333...555444 444...111666EEE---000444
11 2 rs6758987 192649398 A G 0.37 -0.003 -0.07 0.9476
12 2 rs6434534 192649728 T C 0.37 -0.001 -0.04 0.9718
13 2 rs2884024 192651211 C T 0.08 0.159 2.23 2.63E-02
14 2 rs7556774 192662565 G A 0.39 0.012 0.32 0.7529
15 2 rs16834204 192675034 G C 0.18 -0.014 -0.27 0.7876
16 2 rs10497722 192676125 T G 0.17 -0.024 -0.47 0.6361
17 2 rs7557901 192680774 C A 0.17 0.020 0.38 0.7072
18 2 rs7570559 192692708 T C 0.02 0.121 0.76 0.4457
19 2 rs6737056 192693601 G A 0.24 -0.032 -0.73 0.4676
20 2 rs10497725 192701461 C A 0.35 -0.023 -0.58 0.5606

222111 222 rrrsss111666888333444222333888 111999222777111555555222999 AAA TTT 000...000222 ---000...666555777 ---444...777222 222...666999EEE---000666
22 2 rs12693637 192726656 A G 0.34 0.015 0.37 0.7089
23 2 rs4853492 192740989 T G 0.26 -0.067 -1.46 0.1455
24 2 rs2356953 192742587 C G 0.26 -0.069 -1.50 0.1345
25 2 rs10191803 192743968 T C 0.26 -0.088 -1.90 5.84E-02

222666 222 rrrsss444222666777444666444 111999222777555888222888777 TTT CCC 000...111444 ---000...888000333 ---111444...999444 222...000555EEE---444555
27 2 rs10497727 192766083 C T 0.25 -0.048 -1.03 0.3015

1)Chr:chromosome,Stat:coefficientt-statistic,MAF:MinorAlleleFrequency,A1:Minorallele,
A2:MajorAllele,

2)Simpleregressionanalysis(Beta:Regression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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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111555...TTThhheeessstttrrreeennngggttthhhooofffttthhheeellliiinnnkkkaaagggeeedddiiissseeeqqquuuiiillliiibbbrrriiiuuummm aaammmooonnngggSSSNNNPPPsssiiinnnttthhheeeTTTMMMEEEFFFFFF222gggeeennneee(((CCChhhrrr222,,,111999222555222333~~~111999222777666888KKK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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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후후후보보보 유유유전전전자자자 재재재현현현성성성 확확확인인인
문헌 고찰을 통해 뇌졸중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된 유전자와 GWAS분석을

통해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의 연관성을 나타낸 결과와 비교하여 후보
유전자의 재현성(replication)을 보고자 하였다.

444...111...PPPDDDEEE444DDD(((PPPhhhooosssppphhhoooDDDiiiEEEsssttteeerrraaassseee444DDD)))gggeeennneee

PDE4D는 5q12위치에 있는 유전자로 Gretarsdottir(2003)등의 연구에 의하면
뇌졸중과 가장 관련 있는 유전자 중 하나로 특히 carotid와 cardiogenicstroke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FFFiiiggguuurrreee111666...GGGeeennnooommmiiiccccccooonnnttteeexxxtttooofffPPPDDDEEE444DDDgggeeennneee

로그 치환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의 GWAS분석 결과 PDE4D 유전자
내에 포함되어 있는 185개의 SNPs 중 rs1689885(bete :0.1726,un-adjusted
p-value:6.83E-04)가 가장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었고,rs10042020,rs41447947,
rs16889853,rs10461656이 p-value0.01미만의 유의성을 보였다(Tabl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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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111111...AAAssssssoooccciiiaaatttiiiooonnnbbbeeetttwwweeeeeennnmmmeeeaaannnfffooorrrllloooggg111000---yyyeeeaaarrr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
ssscccooorrreeesssaaannndddssseeevvveeerrraaalllSSSNNNPPPsssiiinnnPPPDDDEEE444DDDgggeeennneee

1)Chr:chromosome,Stat:coefficientt-statistic,MAF:MinorAlleleFrequency,A1:Minorallele,
2)Simpleregressionanalysis(Beta:Regressioncoefficient)

CCChhhrrr rrrsssNNNooo... PPPooosssiiitttiiiooonnn AAA111 BBBEEETTTAAA SSSTTTAAATTT uuunnn---aaadddjjjuuusssttteeeddd
PPP---vvvaaallluuueee

5 rs16889885 58806693 A 0.1726 3.407 6.83E-04
5 rs10042020 59199583 A -0.1815 -3.290 1.04E-03
5 rs41447947 58772468 G 0.1349 2.946 3.29E-03
5 rs16889853 58777248 C 0.1280 2.848 4.50E-03
5 rs10461656 58312107 T 0.1092 2.649 8.20E-03

5 rs6870632 58789024 G 0.0981 2.258 2.42E-02

5 rs889229 58515057 A -0.0844 -2.229 2.61E-02

5 rs6898975 58975558 C -0.1405 -2.205 2.77E-02
5 rs10066573 58391883 T 0.1117 2.193 2.86E-02
5 rs1077183 58354904 C 0.1754 2.191 2.87E-02

5 rs6450512 58547258 G -0.085 -2.179 2.96E-02
5 rs2910642 58431868 A 0.0806 2.034 4.22E-02
5 rs13361218 58505834 G 0.0767 1.969 4.92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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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AAALLLOOOXXX555AAAPPP(((AAArrraaaccchhhiiidddooonnnaaattteee555---LLLiiipppOOOXXXyyygggeeennnaaassseee---AAAccctttiiivvvaaatttiiinnngggPPPrrrooottteeeiiinnn)))gggeeennneee

ALOX5AP는 13q12위치에 있는 유전자로 Helgadottir(2004)등의 보고에 의하
면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아이슬란드인을 대상으로 GWAS 분석을 한 결과,
13q12-q13 위치의 ALOX5AP 유전자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였고,유전자 내의
haplotype과의 분석 결과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위험이 두 배 정도 높았다.

FFFiiiggguuurrreee111777...GGGeeennnooommmiiiccccccooonnnttteeexxxtttooofffAAALLLOOOXXX555AAAPPPgggeeennneee

로그로 치환한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의 GWAS분석 결과,ALOX5AP
유전자 내에 포함되어 있는 15개의 SNPs에서 유의한 p-value를 나타내는 SNP는
없었다(Tabl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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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111222...AAAssssssoooccciiiaaatttiiiooonnnbbbeeetttwwweeeeeennnmmmeeeaaannnfffooorrrllloooggg111000---yyyeeeaaarrr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
ssscccooorrreeesssaaannndddssseeevvveeerrraaalllSSSNNNPPPsssiiinnnAAALLLOOOXXX555AAAPPPgggeeennneeesss

1)Chr:chromosome,Stat:coefficientt-statistic,MAF:MinorAlleleFrequency,A1:Minorallele,
2)Simpleregressionanalysis(Beta:Regressioncoefficient)

CCChhhrrr rrrsssNNNooo... PPPooosssiiitttiiiooonnn AAA111 BBBEEETTTAAA SSSTTTAAATTT uuunnn---aaadddjjjuuusssttteeeddd
PPP---vvvaaallluuueee

13 rs4075131 30208919 G 0.0712 1.746 0.0812
13 rs4075132 30208972 C -0.0193 -0.379 0.7049
13 rs4769871 30210508 T -0.0609 -0.420 0.6743
13 rs4769873 30210689 T -0.0542 -0.373 0.7091
13 rs10162089 30214738 A 0.0024 0.056 0.9556

13 rs4254165 30215878 G -0.0061 -0.160 0.8732

13 rs3803277 30216308 C -0.0357 -0.889 0.3742

13 rs4147063 30217954 T -0.0328 -0.806 0.4204
13 rs4147064 30218118 T -0.0376 -0.932 0.3515
13 rs4147062 30218249 C -0.0363 -0.896 0.3703

13 rs9506352 30218815 A 0.0023 0.049 0.9607
13 rs9670531 30219069 T -0.0363 -0.896 0.3703
13 rs9671182 30219138 G -0.0363 -0.896 0.3703

13 rs9579648 30225032 C -0.0626 -1.024 0.3059
13 rs10507393 30225521 C 0.0232 0.470 0.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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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MMMTTTHHHFFFRRRgggeeennneee

MTHFR은 1p36.3위치에 있는 유전자로 CasasJP(2004)등의 연구 보고에 의
하면,오랜 기간 동안 homocysteine의 혈청 농도가 5μ㏖/L차이가 나는 경우 뇌
졸중의 위험이 59% 증가되는데,아미노산 치환에 대한 정보가 코딩되어 있는
MTHFR유전자 내의 C677T부분의 돌연변이는 열에 대해 불안정성을 가진 효소
를 생산하고,homocysteine의 대사를 줄이는 등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FFFiiiggguuurrreee111888...GGGeeennnooommmiiiccccccooonnnttteeexxxtttooofffMMMTTTHHHFFFRRRgggeeennneee

로그 치환한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의 GWAS분석 결과 MTHFR유전
자 내에 포함되어 있는 2개의 SNPs에서 유의한 p-value를 나타내는 결과는 없었
다(Table13).

TTTaaabbbllleee111333...AAAssssssoooccciiiaaatttiiiooonnnbbbeeetttwwweeeeeennnmmmeeeaaannnfffooorrrllloooggg111000---yyyeeeaaarrr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
ssscccooorrreeesssaaannndddssseeevvveeerrraaalllSSSNNNPPPsssiiinnnMMMTTTHHHFFFRRRgggeeennneee

1)Chr:chromosome,Stat:coefficientt-statistic,MAF:MinorAlleleFrequency,A1:Minorallele,
2)Simpleregressionanalysis(Beta:Regressioncoefficient)

CCCHHHRRR rrrsssNNNooo... PPPooosssiiitttiiiooonnn AAA111 BBBEEETTTAAA SSSTTTAAATTT uuunnn---aaadddjjjuuusssttteeeddd
PPP---vvvaaallluuueee

1 rs9651118 11784801 C 0.0127 0.309 0.7571
1 rs17367504 11785365 G 0.0348 0.547 0.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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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AAACCCEEE(((AAAnnngggiiiooottteeennnsssiiinnn---CCCooonnnvvveeerrrtttiiinnngggEEEnnnzzzyyymmmeee)))gggeeennneee

ACE유전자는 17번 염색체 단완의 23.3위치에 있다.Angiotensin-converting
효소는 angiotensinⅠ에서 angiotensinⅡ로 변환시키는데,이것은 혈관 비대,혈
관 수축,동맥 경화 등의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이러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뇌졸
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ACE유전자는 허혈성 뇌졸중의 원인 유전
자로 알려져 있다.

FFFiiiggguuurrreee111999...GGGeeennnooommmiiiccccccooonnnttteeexxxtttooofffAAACCCEEEgggeeennneee

로그로 치환한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의 GWAS분석 결과 ACE유전
자 내에 포함되어 있는 2개의 SNPs에서 유의한 p-value를 나타내는 결과는 없었
다(Table14).

TTTaaabbbllleee111444...AAAssssssoooccciiiaaatttiiiooonnnbbbeeetttwwweeeeeennnmmmeeeaaannnfffooorrrllloooggg111000---yyyeeeaaarrr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
ssscccooorrreeesssaaannndddssseeevvveeerrraaalllSSSNNNPPPsssiiinnnAAACCCEEEgggeeennneee

1)Chr:chromosome,Stat:coefficientt-statistic,MAF:MinorAlleleFrequency,A1:Minorallele,
2)Simpleregressionanalysis(Beta:Regressioncoefficient)

CCCHHHRRR rrrsssNNNooo... PPPooosssiiitttiiiooonnn AAA111 BBBEEETTTAAA SSSTTTAAATTT uuunnn---aaadddjjjuuusssttteeeddd
PPP---vvvaaallluuueee

17 rs4293 58909398 G -0.0191 -0.504 0.6145
17 rs4351 58923464 G -0.0385 -0.999 0.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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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뇌뇌뇌졸졸졸중중중 위위위험험험 요요요인인인의의의 유유유전전전자자자 연연연관관관성성성 분분분석석석을을을 통통통한한한 뇌뇌뇌졸졸졸중중중
발발발생생생 예예예측측측 위위위험험험도도도 결결결과과과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 평평평가가가

뇌졸중의 위험요인 중 고혈압과 당뇨가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이로 인
해 수축기혈압,공복혈당과 500K SNPs와의 연관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와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500K SNPs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제시된 10개의 유의한
SNPs의 결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를 이용한 연관성 분석
의 타당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수축기혈압과 SNPs와의 연관성 분석 결과,13번 염색체에 있는 rs2038825

(beta:-5.213,p-value:3.86E-06)가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에서의 결과와 유사
하게 음의 방향성을 나타내었고,제시된 10개의 SNPs중 가장 유의한 결과를 보
였다.그 외에도 rs17012925(4),rs526444(13)가 p-value1.0×10-5미만의 통계적 유
의성을 보였고,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의 결과와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내었다.
공복혈당과 SNPs와의 연관성 분석의 결과에서는 rs791681(bate :-7.188,

p-value:1.09E-08)이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 결과와 유사하게 음의 방향성을
나타내었고 가장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이 외에도 rs526444(13),rs17012925(4),
rs17757426(3),rs4267464(2),rs2038825(13),rs41414649(8)가 p-value1.0×10-5미만
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공복혈당에서의 결과는 수축기혈압의 결과에 비해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의 결과와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결과가 많이 도출되
었다(Tabl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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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111555...CCCooommmpppaaarrriiisssooonnnttteeennnSSSNNNPPPssstttooobbbeeesssiiigggnnniiifffiiicccaaannntttlllyyyaaassssssoooccciiiaaattteeedddmmmeeeaaannnooofff111000---yyyeeeaaarrr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ppprrreeedddiiiccctttiiiooonnnssscccooorrreeessswwwiiittthhh
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fffaaaccctttooorrrsss(((sssyyyssstttooollliiicccbbbllloooooodddppprrreeessssssuuurrreee,,,fffaaassstttiiinnngggbbbllloooooodddsssuuugggaaarrr)))iiinnnKKKooorrreeeaaannnaaaddduuullltttsss

NNNooo CCChhhrrr rrrsssNNNooo... PPPooosssiiitttiiiooonnn AAA111 AAA222 MMMAAAFFF GGGeeennneee

ssstttrrroookkkeeerrriiissskkk SSSBBBPPP FFFBBBSSS

BBBeeetttaaa SSStttaaattt
uuunnn

aaadddjjjuuusssttteeeddd
PPP---vvvaaallluuueee

BBBeeetttaaa SSStttaaattt
uuunnn

aaadddjjjuuusssttteeeddd
PPP---vvvaaallluuueee

BBBeeetttaaa SSStttaaattt
uuunnn

aaadddjjjuuusssttteeeddd
PPP---vvvaaallluuueee

1 2 rs4267464 192758287 T C 0.14 TMEFF2*
(2q32.3) -1.255 -8.13 1.33E-15 -2.765 -2.70 7.05E-03 -5.716 -4.72 2.72E-06

2 8 rs41414649 104964436 T G 0.13 RIMS2*
(8q22.3) -1.253 -7.79 1.75E-14 -3.289 -3.15 1.69E-03 -5.770 -4.64 3.91E-06

3 18 rs786064 14878726 C A 0.15 FGF7P1 -1.037 -7.57 9.31E-14 -2.038 -2.24 2.53E-02 -3.868 -3.59 3.48E-04
4 4 rs17012925 121464727 T C 0.11 SAR1P3 -1.258 -7.08 2.84E-12 -4.916 -4.54 6.36E-06 -6.285 -5.06 5.15E-07
5 9 rs791681 12512037 G A 0.10 TYRP1 -1.234 -6.96 6.63E-12 -4.761 -4.37 1.41E-05 -7.188 -5.77 1.09E-08
6 10 rs10749593 90364037 C T 0.15 LOC389992 -1.093 -7.64 5.37E-14 -2.605 -2.85 4.45E-03 -4.297 -4.04 5.80E-05
7 3 rs17757426 163794597 G T 0.10 LOC100132484 -1.228 -6.69 4.00E-11 -4.790 -4.22 2.65E-05 -6.773 -4.98 7.48E-07
8 13 rs2038825 64883898 A G 0.10 STARP1 -1.211 -6.58 8.12E-11 -5.213 -4.65 3.86E-06 -6.361 -4.72 2.73E-06
9 21 rs158039 18332661 G C 0.11 RPL37P3 -1.081 -6.63 5.64E-11 -4.330 -4.30 1.93E-05 -5.015 -4.16 3.48E-05
10 13 rs526444 62980574 A G 0.09 OR7E156P -1.192 -6.32 4.02E-10 -5.216 -4.53 6.70E-06 -7.410 -5.43 7.21E-08

1)CHR:chromosome
2)SBP,FBS:adjustedforage,bodymassindex,smoking,alcohol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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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본 연구는 5개 건강검진센터에 방문한 검진 참여자 12,745명 중 무작위로 추출
하여 선택된 30세 이상 성인 974명(남자 547명,여자 427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에
게 적합한 뇌졸중 위험 예측 모형(JeeSH etal,2008)을 이용하여 산출된 10년 뇌
졸중 예측 위험도와 AffymetrixGenome-wideHumanSNParray5.0을 이용하여
분석된 SNP와의 GWAS분석을 통해 뇌졸중 위험요인과 유전적 요인간의 연관성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인에게 적합한 뇌졸중 위험 예측 모형(JeeSH etal,2008)은 연령,수축기
혈압,당뇨 질환 과거력 여부,총 콜레스테롤,흡연여부,운동여부,BMI,음주량 변
수를 포함한 것으로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른 수식을 통해 산출하였다.평균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는 남자 1.811±2.351%,여자 1.147±1.993%로 남자가 높았
고,연구 대상자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남자,여자 각각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해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500KSNPs의 연관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가장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SNP는 2q32.3위치의 TMEFF2유전자 내에 있는 rs4267464(C>T)였고,그 외에도
rs41414649(G>T),rs10749593(T>C),rs786064(A>C)가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었으며,이 결과는 남자,여자에서 모두 동일하였다.뇌졸
중 발생 예측 위험도가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으므로 로그로 치환하여 분석한 결
과,치환하지 않은 분석 결과에 비해 매우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특히 여자의
자료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났으며,그것은 전체 또는 남자의 뇌졸중 발생 예측 위
험도 분포에 비해 여자의 분포가 더욱 정규성이 낮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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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경우,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SNP는
rs4267464(C>T)로 연구 대상자 전체의 분석 결과와 같았으며 그 외에도
rs41414649(G>T),rs786064(A>C)등의 SNP가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어 대부분
대상자 전체를 분석한 결과와 많은 일치성을 보였다.여자의 경우,로그로 치환하
지 않은 뇌졸중 발생 위험 예측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 SNP는 18번 염색체 내
에 있는 rs1510019(>C),rs16955746(A>G),rs6694350(T>A)등으로 대상자 전체 및
남자의 분석 결과와 대부분 상이하여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는 듯하였다.그러나
로그로 치환한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로 분석한 결과 전체 및 남자의 결과에서
제시한 SNP가 마찬가지로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가장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rs4267464 SNP가 위치한 TMEFF2(TransMembraneprotein with EGF-likeand
twoFollistatin-likedomains2)는 주로 해마의 암몬각 부위(hippocampalcornu
ammonis),치아이랑(dentategyrus),흑색질의 치밀 부분(substantia nigra pars
compacta)등 뇌에서 발현되며,뇌신경의 생존력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rieM etal,2000;KanemotoN etal,2001;Quayle
SN etal,2006).이 유전자는 기존 문헌에서 뇌졸중과 연관된 후보 유전자로 제시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앞으로 이 결과에 대한 재현 연구(replicationstudy)를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TMEFF2유전자 내에 속한 SNPs와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의 연관성 분석
결과,연구 대상자 전체,남자,여자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rs4267464이
외에도 rs16834238(T>A,beta:-0.657,p-value:2.69E-06),rs2356756(C>T,beta:
-0.361,p-value:4.16E-04)이 보정하지 않은 p-value0.001미만의 유의성을 보였
다.위의 SNP를 Haploview package를 통해 LD block으로 보았을 때,SNP는
block으로 묶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위치해 있었다.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SNPs의 연관성 분석 결과에서 가장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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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였던 SNP 3개(rs4267464,rs41414649,rs786064)를 가지고 유전자형
(genotype)별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를 비교하여 보았는데,3개 모두
majorallele의 동종 유전자형을 가진 그룹이 그 외의 유전자형을 가진 그룹에 비
해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이종 유전자형 또는
minorallele을 가진 동종 유전자형의 차이는 조금씩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즉,
이것은 각각 같은 SNP위치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에 따라 10년 뇌졸
중 발생 예측 위험도를 통해 살펴본 뇌졸중의 위험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질병의 위험도를 높
이거나 낮추는 위험 유전자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는 뇌졸중이나 암
같은 복합적인 질병의 경우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 외에 질병에 관여하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유전적 차이가 관여한다는 기존 문헌들에 근거하여 그 의의를 더한다
고 할 수 있겠다(Kim YU etal,2008).

또한 문헌 고찰을 통해 뇌졸중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된 유전자와 GWAS분
석을 통해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의 연관성을 나타낸 유전자를 비교하
여 후보 유전자의 재현성(replication)을 보고자 하였다.CasasJP(2004),Hassan
A(2000)등의 문헌을 통해 PDE4D,ALOX5AP,MTHFR,ACE유전자를 선택하였
고,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PDE4D 유전자 내에 속한 몇몇 SNPs가 보정하지 않은
p-value0.05미만의 유의성을 나타내었으나,나머지 유전자 내의 SNPs중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없었다.추후 위에 선택된 유전자 외에 다른 유전자와의 연
관성도 재현하여 뇌졸중의 발생 과정에 있어 유전적 요인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500K SNPs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제시된 결
과에 대해 수축기혈압,공복혈당 등의 뇌졸중의 위험요인별 SNPs의 연관성에 대
한 세분화된 분석을 시행하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확인해보고자 하
였다.수축기혈압과 SNPs와의 연관성 분석 결과,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가장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던 10개의 SNPs모두 beta값이 음의 값을 나타내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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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경향을 나타내었고,3개의 SNPs가 보정하지 않은 p-value값이 1.0×10-5미만
의 유의성을 나타내었다.공복혈당과 SNPs와의 연관성 분석 결과에서도 뇌졸중
예측 위험도를 통해 분석된 유의한 10개의 SNPs모두 같은 경향성을 보였고,수
축기혈압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에 비해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차이를 보여 7개의
SNP가 1.0×10-5 미만의 유의성을 보였다.이와 같이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의
연관성 분석에서 유의하게 제시된 SNPs가 수축기혈압 혹은 공복혈당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에서도 유의하게 제시되었다는 것은,뇌졸중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
으로 알려져 있는 혈압,혈당,BMI,중성지방,콜레스테롤 등 단일 표현형과
GWAS분석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요인들을 통합하여 수식을
통해 산출된 뇌졸중 위험 예측도와 GWAS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단일 표현형 연
관성 분석에서는 발견되지 못했던 유의한 새로운 후보 유전자를 제시할 수도 있
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한국인에 적합한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Affymetrix
Genome-wideHumanSNParray5.0을 이용하여 분석된 SNPs의 GWAS분석을
진행한 첫 연구로써 기대 이상의 유의한 연관성을 가진 SNP를 찾았고,기존에 언
급되지 않았던 뇌신경의 기능과 관련된 새로운 유전자를 제시할 수 있었음에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또한 GWAS연구를 통해 밝혀진 SNP및 유전자의
유의한 연관성은 앞으로 뇌졸중의 유전적 요인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이를
통한 진단 기술의 개발과 개인별로 riskallele의 보유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예측
모형에 유전적 요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등의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뇌졸중
으로 인한 예방,진단 및 치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뇌졸중 위험 예측 모형을 통해 산출된 수치와 유전적
요인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것이므로 제시된 결과가 위양성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뇌졸중 발생 위험 예측 모형에 포함된 요인 중 연령이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의 GWAS분석 결과가 유전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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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불완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또한 표본의
수에 대한 제한으로 전 연령에서 모든 유전자형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 차이를 명
확하게 나타낼 수 없었음에도 그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자,부록에 대상자 전체에서 가장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었던 SNPs에 대해 유전자형(genotype)별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를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비교한 결과를 첨부하였다.이 결과는 같은 연령대에서 유전
자형에 따라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가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여 예측 위
험도의 연령 에 대한 제한점을 해결해 보고자 한 것이다.30~40대의 경우는 선택
된 표본에서 그 차이를 보기 위한 대상자의 수가 충분하였지만,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표본수가 적어 유전자형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없
었음이 아쉽다.추후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SNPs에 대한 연령에 따른 유전자형별 뇌졸중 위험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전자형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면 뇌졸중 발생
고위험군 분류에 있어 기존 기준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뇌졸중의 유전적 요인을 더욱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앞으로 실제 뇌졸중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간의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이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도
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고,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SNP를 이용한 재현 연구 및
후보 유전자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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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5개 건강검진센터에 방문한 검진 참여자 중 30세 이상 성인 974명
(남자 547명,여자 427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에게 적합한 뇌졸중 위험 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된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Affymetrix Genome-wide
HumanSNParray5.0을 이용하여 분석된 SNPs와의 GWAS분석을 통해 뇌졸중
위험요인과 유전적 요인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해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500KSNPs의 연관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가장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SNP는 2q32.3위치의 TMEFF2유전자 내에 있는 rs4267464(C>T)였고,그 외에도
rs41414649(G>T),rs786064(A>C)가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었으며,이 결과는 남자,여자에서도 동일하였다.rs4267464SNP가 위치한
TMEFF2는 주로 해마의 암몬각 부위(hippocampalcornu ammonis),치아이랑
(dentategyrus),흑색질의 치밀 부분(substantianigraparscompacta)등 뇌에서
발현되며,뇌신경의 생존력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SNPs의 연관성 분석의 결과에서 가장 유의한
결과를 보였던 SNP 3개(rs4267464, rs41414649, rs786064)에 대해 유전자형
(genotype)별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를 비교하여 본 결과,모두 major
allele의 동종 유전자형을 가진 그룹이 그 외의 유전자형을 가진 그룹에 비해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이종 유전자형 또는 minor
allele을 가진 동종 유전자형의 차이는 조금씩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문헌 고찰을 통해 뇌졸중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된 PDE4D,ALOX5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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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HFR,ACE유전자와 GWAS분석을 통해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의 연
관성을 나타낸 결과와 비교하여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PDE4D 유전자 내에 속한
몇몇 SNPs가 보정하지 않은 p-value0.05미만의 유의성을 나타내었으나,나머지
유전자 내의 SNP중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없었다.

10년 뇌졸중 발생 예측 위험도와 500K SNPs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제시된 10
개의 유의한 결과에 대해 수축기혈압,공복혈당 등의 뇌졸중의 위험 요인과 SNPs
의 연관성 분석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수축기혈압과 SNPs와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10개 중 3개
의 SNPs가 p-value값이 1.0×10-5미만의 유의성을 나타내었다.공복혈당과 SNPs
와의 연관성 분석의 결과에서는 수축기혈압의 연관성 분석 결과에 비해 통계적으
로 더 유의한 차이를 보여 7개의 SNPs가 1.0×10-5미만의 유의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인에 적합한 10년 예측 뇌졸중 발생 위험도와 Affymetrix
Genome-wideHumanSNParray5.0을 이용하여 분석된 SNPs의 GWAS분석을
진행한 첫 연구로써 기대 이상의 유의한 연관성을 가진 SNP을 찾았고,기존에 언
급되지 않았던 뇌신경의 기능과 연관된 새로운 유전자를 제시할 수 있었음에 그
의의를 가진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뇌졸중 발생 위험도라는 예측 모형을 통해 산출된 수치
와 유전적 요인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것이므로 제시된 결과가 위양성일 수 있다
는 점이다.또한 표본의 수에 대한 제한으로 전 연령에서 모든 유전자형을 확보하
지 못하여 그 차이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없었음에도 그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뇌졸중의 유전적 위험요인을 더욱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하여,뇌졸중의 질병
과거력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연
구 결과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는 등 재현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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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oriul
Dept.ofPublicHealth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Strokeistheleadingcauseofdeathandthemostcommoncauseof
disabilityintheworld.InKorea,strokeisthesecondmostimportantcauseof
followedbycancerandaheadofischemicheartdisease.Keytotheusefulness
ifdeterminingthelikelihoodofstrokebymeansofariskprofileisevidence
thatmodificationofseveralpotentriskfactorswillreducestrokeprobability.In
mostcases,strokeisthoughttobeamultifactorialdisorderorcomplextrait
forwhich classic patternsofinheritance cannotbe shown.We tested for
association between the 10-yearstroke risk prediction scores from Korean
Stroke Risk Prediction modeland SNPs on the Affymetrix Genome-Wide
HumanSNParray5.0insampleofvolunteersfrom Korea.

The10-yearstrokeriskpredictionscoresarecalculatedusingKorean
StrokeRiskPredictionmodelthatitincludes974Koreanadults(547menand
427women)exceptforunderthe30yearsold.500,568SNPsweregenotyped
onAffymetrixGenome-WideHumanSNParray5.0foreachsubject.Wetested
using PLINK statisticpackageby with Hardy-Weinberg Equilibrium (H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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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0.0001,genotypecallrates≥94% andMinorAlleleFrequencies(MAF)
>0.01.Finally,364,297SNPsremainedforfurtheranalysis.

Theresultsarelistedbelow.
First,theSNP showing thestrongestassociation with mean 10-year

stroke risk prediction scoreswere rs4267464(C>T)in the TMEFF2 gene on
2q32.3.SeveralotherSNPs(rs41414649,rs786064etc.)werealsoassociatedwith
strokeriskpredictionscores.Thisissimilartoresultofmenandwomenas
wellastotalKoreanadults.TheTMEFF2geneispredominantlyexpressedin
thebrain.TheTMEFF2increaseinsurvivalofneuronsfrom thehippocampus
andmidbrain.

Second,the10-yearstrokeriskpredictionscoreswerecomparedwith
genotypesinthreeSNPsstronglyassociatedwithmeanstrokepredictionrisk.
FortheseSNPs,homogeneousmajoralleleswereincreased in mean stroke
prediction risk,heterogeneous forms and homogeneous minoralleles were
indicatedcontroversial.

Finally,ourstudy also examined thatreplicationsofseveralmost
investigated candidate genes,which associated to stroke,such as PDE4D,
ALOX5AP,MTHFR,ACE genes.No statistically significantassociation with
10-yearstroke risk prediction score wasdetected forthe genesexceptto
PDE4D gene.

Itissignificantthatthisthefirststudyinvestigatingtherelationship
between SNPs by Affymetrix Genome-wide Human array 5.0 and 10-year
stroke risk prediction scores.Asa result,we indicated severalstatistically
significant SNPsassociatedtostrokepredictionriskandwefoundtonovel
genes(i.e.TMEFF2)whichincreaseinsurvivalofneuronsinbrain.Butour
studyhassomelimitations.Ourscreeningapproachyieldspredictionscore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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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leavingthechallengetodistinguishtrueassociationsfrom thosethatare
falsepositives.Also,differenceofgenotypicalmean byagewasnotclearly
represented due to insufficient number of participants to age-specific
distribution.Ouranalyticmethod combined genotyping for1ormorerisk
allelesandintegratedtheresultswithestablishedriskpredictiontoolsbasedon
acquired risk factors. These approaches have more greater utility for
associationsto SNPsthan each strokerisk factors.And ourfindingshave
importantimplicationsforthedesignoffuturegeneticstudies.

Key words:strokerisk prediction scores,GenomeWideAssociation Study
(G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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