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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양적형질의 유전자 연관성 분석을 위한

개선된 헤즈만엘스톤방법과 분산성분방법의 비교

유전적 연구에 있어 중요한 형질의 대부분은 양적형질이고 양적형질은 질

적형질에 비해서 검정력이 우수하여 유전자 연구의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양적형질의 유전자 연관성분석은 가계도내에서 위치를 알고 있는 유전

자, 즉 표식자(marker)와 표현형질과의 통계적 관계에 대한 검정을 통해 이

뤄진다. 연관성분석은 특정한 유전형태 가정 여부에 따라 모형기반방법과 모

형무관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인간의 형질은 유전효과와 환경효과의 상호작

용에 의해 결정되거나 특정한 유전형태를 가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양적형질의 유전적 연관성분석을 할 때 많은 경우 모형무관방법이 요구

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모형무관방법인 개선된 헤즈만엘스톤방법(revised 

Hesamen-Elston method, H-E방법)과 분산성분방법(variance components 

method, VC방법)의 통계적 적용을 비교한다. 개선된 H-E방법은 형제쌍자료

에 기초하여 형제간 형질의 평균수정교차곱에 표식자의 IBD비율을 회귀시킨

다. IBD비율의 계수를 검정하여 연관성 여부를 판단한다. VC방법은 어떠한 

형태의 가계도자료에도 적용가능하며 양적형질의 분산을 유전적분산과 환경

적분산으로 나누어 각각의 값을 추정, 검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모의실험을 통해 두 방법의 검정력을 비교한 결과, 단일형제쌍과 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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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쌍 자료에서 VC방법의 검정력이 개선된 H-E방법보다 높게 나타났다. 

QTL과 표식자의 재조합률을 변화시켜도 결과는 같았고 재조합률이 증가하

면 두 방법의 검정력은 감소하 다. 자료에 따른 검정력은 6인핵가족자료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1종 오류율도 VC방법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

냈으나 개선된 H-E방법과 차이가 적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핵심되는 말 : 양적형질, 양적형질유전자(QTL), 연관성분석, 헤즈만엘스톤방법,

             분산성분방법, 검정력, 제1종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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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인간의 형질은 흔히 질적형질(qualitative trait)과 양적형질(quantitative 

trait)로 구분한다. 예를 들면 질병이나 기형은 변이가 이분형 또는 범주형으

로 구분된다. 이처럼 불연속 수치로 나타내는 형질을 질적형질이라고 한다. 

반면 혈압, 신장, 지능 등 연속적 변이로 나타내는 형질을 양적형질이라 한

다. 인간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형질은 대부분의 경우 양적형질에 속하므

로 이들 양적형질의 유전양식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양적형질의 

표현형은 많은 유전자들에 의하여 향을 받고 있고, 부분적으로 환경요인에 

의해 향을 받고 있다. 인간에 대한 유전적연구는 질적형질에 대해 먼저 시

작되었으나 양적형질에 기초한 모형의 검정력이 더 크며 유전자탐색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양적형질분석으로 집중되고 있다.

양적형질의 유전적분석은 20세기초부터 시작되었다. R.A. Fisher가 1918년 

발표한 생물통계(Biomedical)모형의 개념이 양적형질 분석의 근간이 되었다. 

생물통계모형이란 생물통계학과 멘델의 유전법칙을 결합시킨 개념으로 21세

기 들어와 개념은 통계적모형으로 구체화되었고, 오늘날 통계유전학(biomedi 

-cal genetics)로 발전하 다.

유전학에서 연관성(linkage)은 두 유전자가 함께 유전되는 상황을 일컫는

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두 유전자가 염색체 상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감수분열 시 재조합(recombination)이 일어날 수 없을 때, 두 

유전자가 ‘연결되었다’ 또는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 결국 ‘연관성’은 유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유전자 연관성분석(linkage analysis)은 가계도내

에서 위치를 알고 있는 유전자, 즉 표식자(marker)와 표현형질과의 통계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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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검정을 기본으로 한다.

표식자 QTL

양적형질의

표현형

Linkage

유전형에 따라

발현검정을 통해

표식자와 QTL의

연관성을 판단함

다른

QTL들

다른
유전자환경적

효과

기타…

그림 1. 양적형질의 표현형과 QTL, 표식자의 관계

유전자 연관성분석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누는데, 하나는 우성, 열성, 

상호우성, 반성유전 등 멘델의 유전법칙 하의 유전형태를 가정하는 모형기반

방법(model-based)이고 다른 하나는 멘델 유전법칙을 따르지 않는 비전형적 

유전형태를 가정하는 모형무관방법(model-free)이다. 전자의 모형기반방법은 

관심유전자와 표식자의 재조합률( θ )이 0.5인지 여부를 검정한다. 검정통계

량으로 최대 LOD(likelihood log-odds) 값을 구하고 LOD max > 3 이면 유전자 

연관성이 없다( θ=0.5 )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재조합률이 낮을수록 

관심유전자와 표식자의 연관성은 높아진다. 모형기반방법을 적용하면 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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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추정값을 구할 수 있어 관심유전자와 표식자 간의 유전적거리를 알 수 

있다. 또한 여러개 유전자의 순서와 위치를 파악하는데도 용이하다. 그러나 

다중표식자를 이용할 때 LOD값의 해석이 어렵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준값

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Risch N, 1991;Lander et al., 1995).

인간유전자연구의 목표 중 하나는 인간의 형질이 유전자에 의해 향을 

받는지 환경에 향을 받는지, 아니면 유전자와 환경 모두의 향을 받는지

를 규명하는 것이다. 인간의 형질은 여러 개의 유전자와 환경적 요인과의 상

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거나 멘델의 유전법칙을 따르지 않는 형질이 많기 때문

에 유전자 연관성분석을 할 때도 특정 유전모형을 가정하는 방법보다는 가정

하지 않는 모형무관방법이 요구된다.

1.2 연구 내용

양적형질과 표식자의 연관성을 찾는 문제는 형제쌍자료를 기반으로 시작

되었다(Penrose, 1938). 두 형제간 양적형질의 공분산이 표식자의 유전형에 

따라 변화되는지를 비교하는데서 시작하여 부모의 유전적 정보가 포함되는 

방법으로 확장되었다. 이를 헤즈만엘스톤방법(Haseman&Elston method, 

H-E방법)이라 한다(Haseman & Elston, 1972;Blackwelder, 1977). H-E방법

을 이용한 양적형질의 유전자 연관성분석은 현재까지도 인간유전자연구에 일

반적으로 쓰이는 대표적 모형무관방법이다. Drigalenko는 1998년 확장된 

H-E방법을 제안했고, 2000년 전통 H-E모형의 종속변수를 변형한 개선된 

H-E방법이 발표되었다(Elston et al, 2000).

또 다른 양적형질의 유전자 연관성분석방법은 R. A. Fisher가 1918년 제

안한 생물통계모형에 기반한 분산성분방법(Variance Components method, 

VC방법)으로 H-E방법과 마찬가지로 모형무관방법이다. VC방법의 기본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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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형질의 분산을 유전적분산과 환경적분산으로 나누어 각각의 값을 추정, 

검정하는 것이다. 복합형질에 대해서는 유전적분산을 가법적인유전자효과

(additive genetic effect)와 지배적인유전자효과(dominant genetic effect)로 

분화하여 고려한다(Hopper & Mathews, 1982). 최근들어 다중표식자

(multipoint)방법으로 발전하여 표식인자특정효과(marker specific effect), 잔

여유전자의 가법적인유전적효과(residual additive genetic effect), 임의환경적

효과(randomly environmental effect)로 더욱 세분화된 모형도 제안되었다

(Goldfar, 1990;Schork, 1993;Amos, 1994; Blangero and Almasy, 1996, 1997). 

이 논문의 목표는 양적형질의 유전자 연관성분석을 위한 모형무관방법인 

개선된 H-E방법과 VC방법에 대한 통계적인 성능을 비교하는데 있다. 전통 

H-E방법과 VC방법을 비교한 연구는 많았으나 양적형질의 유전자 연관성분

석을 위한 개선된 H-E방법과 VC방법을 적용하여 통계적인 성능을 비교한 

사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모의실험을 통해 단일형제쌍과 완전형제쌍, 핵

가족 자료에 개선된 H-E방법과 VC방법을 적용하여 검정력과 제1종 오류률

을 얻어 통계적인 성능을 평가한다. 또한 두 모형을 심혈관계유전체연구센터

에서 수집된 가계도 자료에 적용하여 실제 양적형질의 유전적 연관성분석을 

수행한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개선된 H-E방법과 VC방법의 차이를 양적

으로 나타내고, 양적형질의 유전자 연관성분석을 계획하고 평가할 때 유용하

다.

1.3 논문 구성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이 되는 양적형질과 양적형질의 유전자 연

관성 분석에 대해 소개하고 연구 내용을 제시한다. 제 2장에서 비교대상 중 

하나인 H-E방법을 설명한다. H-E방법의 기본인 선형모형과 모수 추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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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략히 설명하고 전통 H-E방법을 통한 양적형질에 대한 모형을 기술한

다. 그리고 개선된 H-E방법과 전통 H-E방법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제 3장에

서는 다른 양적형질의 유전자 연관성분석 방법인 VC방법의 기본인 생물통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VC모형에 대해 설명한다. 연구의 목표인 개선된 H-E

방법과 VC방법의 이론적 비교내용은 제 4장에서 상세히 기술한다. 제 5장에

서는 두 방법의 통계적인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모의실험 과정에 대해 설명

하고 제 6장에서 모의실험의 결과를 제시하여 개선된 H-E방법과 VC방법 공

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본다. 제 7장에서는 두 방법의 실제적용 결과이다. 심혈

관유전체연구소에서 수집된 가계도자료에 개선된 H-E방법과 VC방법을 적용

하여 QTL연관성 분석을 하 다. 제 8장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과 결

론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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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헤즈만엘스톤방법

2.1 선형 회귀

통계학에서 회귀는 관심현상과 현상을 지배하는 인자들의 관계를 파악하

는 것을 말하고, 이중에서 선형관계로 접근하는 것을 선형회귀라 한다. 어떠

한 현상에 대해 하나의 인자와 오차만을 고려한 아래와 같은 관계식을 단순

선형회귀모형이라 한다.

                              Y=β0+β1X+ε

Y는 종속변수 또는 반응변수라 하고 X는 독립변수 혹은 설명변수라 

한다. ε은 관계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오차라 하며 평균이 0인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β 0와 β 1는 알지 못하는 모수(parameter)로서 자료분

석을 통하여 추정한다. β 0와 β 1의 추정치는 잔차의 제곱합이 최소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인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β 0̂ = y-β1 x , β 1̂ =Cov(x,y)/Var(x)

를 구한다. y와 x는 반응변수와 설명변수 각각의 표본평균이고 

Cov(x,y)은 두 변수의 공분산이며 Var(x)는 설명변수의 분산이다.

p개의  인자가 주어졌을 때 행렬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모형은 다음과 같

이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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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 Xβ + ε

여기서 Y=(y 1 ,y 2 ,… ,yn )', ε= (ε1 ,ε 2 ,… ,ε n )', β= (β0 ,β1 ,… ,β p )'  인

벡터이고 설명변수들은 X=( 1', x 1',… , xp')인 행렬이다. 다중선형회귀모

형에서도 단순회귀와 마찬가지로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모수벡터 β 를 추

정한다.

2.2 전통 헤즈만엘스톤방법

전통 H-E방법은 양적형질이 두 개의 대립유전자(allele)를 가진 양적형질

유전자(quantitative trait loci, QTL)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두 

형제간 양적형질의 차이값을 allele shared IBD(identity-by-descent)비율

(IBD비율)에 회귀시킨다. IBD비율이란 두 형제가 부모로부터 동일한 유전자

를 받는 비율이다. H-E방법은 분석에 포함되는 모든 형제쌍이 독립일 때 타

당성을 가지고(Amos et al. 1989; Collins and Morton, 1995), 일반화선형회귀

로 다중표식자와 상호작용까지 포함시켜 모형화 할 수 있다(Fulker et al, 

1995).

양적형질에 유전자는 B와 b 두 개의 allele를 가지고 두 allele의 빈도는 

각각 p와 q라 가정한다. 양적형질 유전자는 세 가지 유전형 BB와 Bb, bb

으로 나타나고 유전형에 따른 유전적 효과는 a, d, -a 로 정의한다.

      bb Bb BB

      -a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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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명의 형제들이 존재하는 어떤 가족의 j번째 형제쌍의 양적형질을 x 1j

와 x 2j  ( j=1,2,…,s(s-1)/2 )라 하고 형제들의 양적형질평균을 μ라 한다. 

j번째 형제쌍의 양적형질은

x 1j=μ + g 1j+e 1j

x 2j=μ + g 2j+e 2j

로 표현되고 여기서 g 1j는 유전적 효과, e 1j는 환경적 효과를 의미한다. 두 

형제의 환경적 효과의 차이는 e j= e 1j -e 2j 로 나타낸다.

 H-E방법에서 j번째 종속변수는

y j=[ (x 1j-μ)-(x 2j-μ)]
2
= (x 1j-x 2j )

2                 (1)

으로 두 형질의 차이값에 제곱한 형태를 갖는다. e j를 고정효과로 놓고 y j

와 π j=0 , 0.5,1 에 대한 조건부분포는 [표 1]과 같다. IBD비율이 주어졌을 

때 y j의 기대값은 

E( y j | π j )= (σ
2
e+2σ

2
g )-2σ

2
gπ j ,    π j=0, 0.5, 1

가 되고, α=σ 2e+2σ
2
g , β=-2σ

2
g
 라 하면 식 (2)와 같이 단순선형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이 H-E방법의 가장 간단한 모형이다. 여기서 σ 2g는 총 

유전적 분산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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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y j | π j ) = α + β π j                         (2)

식 (2)의 모수인 -β/2의 최소제곱추정량은 σ 2g의 불편추정량이 된다. 단순

선형모형에서 기울기인 β가 0인지에 대한 가설검정이 양적형질의 유전자 연

관성 검정이 된다. 그러나 QTL의 IBD비율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표식자의 

IBD비율을 추정값 π ĵ로 사용한다. π ĵ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음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양적형질의 유전자와 표식자간의 연관성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두 형제가 allele shared IBD하는 평균 allele의 개수는 IBD비율 π로 표

현된다. j번째 형제가 동일한 allele를 2개 가지고 있을 확률을 f 2j , 1개 가

지고 있을 확률을 f 1j이라 하면, π j의 추정량은 π ĵ = f 2ĵ+
1
2
f 1ĵ가 된다.

표 1. y j와 π j=0 , 0.5,1 의 조건부분포

형제1 형제2 y j π j=0 π j=0.5 π j=1

BB BB  e j
2

p
4

p
3

p
2

bb bb  e j
2

q4 q 3 q2

Bb Bb  e j
2

4p
2
q
2 pq 2pq

BB Bb (a-d+ e j )
2

2p
3
q p

2
q 0

Bb BB (-a+d+ e j )
2

2p3q p2q 0

Bb bb (a+d+ e j )
2

2pq
3

pq
2 0

bb Bb (-a-d+ e j )
2

2pq
3

pq
2 0

BB bb (2a+ e j )
2

p 2q 2 0 0

bb BB (-2a+ e j )
2

p
2
q
2 0 0

식 (2)는 한 가족내 여러 형제쌍이 존재하고 표식자가 여러개인 다중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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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mutipoint)인 경우로 확장될 수 있다. y f를 f번째 가족의 종속변수로 

이루어진 n f×1 벡터라 하면, y '=(y 1', y 2',…, y k' )는 k개 가족 모든 

형제쌍의 양적형질차이제곱값으로 이루어진 1×n 벡터 (n=∑
k
f=1 nf )가 된

다.

A는 평균과 공변량, 표식자의 allele shared IBD 비율로 이루어진 

n×m  행렬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

ꀎ

ꀚ

︳︳︳︳︳︳︳︳︳︳︳︳︳︳︳︳︳︳︳︳︳︳︳

ꀏ

ꀛ

︳︳︳︳︳︳︳︳︳︳︳︳︳︳︳︳︳︳︳︳︳︳︳

1 π11̂ f 211 π21̂ f 221 … π11̂ π21̂ … [z 11 ]
P
[z 21 ]

P
… [z 11 z 21 ]

P
…

1 π12̂ f 212 π22̂ f 222 … π12̂ π 22̂ … [z12 ]
P
[z 22 ]

P
… [z12 z22 ]

P
…

⋯ ⋯ ⋯ ⋯ ⋯ ⋯ ⋯

(a) (b) (c) (d) (e)

첫 번째 열 (a) 는 절편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열 (b) 는  첫 번째 표식

자에 대한 정보이고 그 다음 두 열은 두 번째 표식자에 대한 정보이다. 다중

표식자의 경우, 두 열씩 표식자의 정보가 이어진다.  (c) 은 다중표식자의 

경우 나타나는 표식자들의 상호작용이다. (d) 는 공변량에 대한 정보가 포

함된 열이고 (e) 는 공변량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처음 n 1개 행은 첫 

번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로서 행렬 A는 전체 구성원수인 n개의 행

을 지닌다.

β를 A의 각 열에 대응하는 계수벡터라 하면,

E(y )=Aβ                                 (3)

로 선형모형을 설정할 수 있고 식 (3)이 전통 H-E방법의 일반적인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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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를 y 벡터의 n×n  상관행렬이라고 하면, β의 일반화최소제곱추정량 

b 와 잔차의 분산 s 2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 =(A 'W -1
A)

-1
A'W

-1y

 s 2 =
y '[W-1

-W
-1
A(A'W

-1
A)

-1
A'W

-1]y
n-m

=
y 'W

-1
( y -A b )
n-m

W를 알고있다고 가정하면, 표식자의 allele shared IBD 비율과 공변량에 대

한 유의성은 t통계량 
b i
s d ii

을 이용하여 검정할 수 있다. 여기서 b i는 

b 의 i번째 원소이고, d ii는 (A 'W
-1A)-1의 i번째 대각원소이고, s는 

잔차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위의 t통계량은 실제 t분포를 따르지 않지

만, 표본수가 커지면 t분포의 정규근사과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

다(Kruglyak and Lander, 1995). 유전자 연관성분석의 귀무가설은 A의 π ĵ

와 f 2ĵ에 대응되는 b 의 원소들이 모두 0인 경우로 나타낼 수 있고, 그 

원소들이 음수이면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말할 수 있다.

유전자 연관성이 존재하면 IBD비율의 추정된 계수는 음의 값을 갖게 된다. 

계수에 대한 검정은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과 계수가 0이 아닌 음의 값을 

갖는다는 대립가설 하에서 이뤄진다. 

2.3 개선된 헤즈만엘스톤방법

형제쌍의 양적형질차이값은 두 형질의 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보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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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Wright, 1997). 따라서 형제쌍의 양적형질차이값과 

양적형질합제곱값의 정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양적형질평균수정항교차곱

(mean-corrected cross-poduct)을 제안했고, 이는 개선된 H-E방법의 종속변

수가 된다(Elston et al., 2000).

두 형제간 양적형질의 평균수정합제곱은

y j=[ (x 1j-μ)+(x 2j-μ)]
2

로 나타낼 수 있고, 평균수정합제곱값들로 이루어진 벡터를 y S , 식 (1)의 

평균수정차제곱값들로 이루어진 벡터는 y D라 한다. y S와 y D의 정보를 

병합한 모형은

E(y S- y D ) = A β

가 된다. 위 모형에서 β를 식 (3)의 β행렬과 비교하면, 첫 번째 열의 값이 

다르고 표식자와의 IBD비율에 대응되는 원소값이 두 배 크며 부호는 반대이

다. y S- y D는 4 (x1j -μ )(x2j-μ )를 원소로 갖는 벡터가 되므로 위의 모

형을

1
4
E(y S- y D ) = A β                          (4)

으로 수정하면, 종속변수의 형태는 양적형질의 평균수정항교차곱(mean-corr 

-ected cross-product)의 형태가 된다. 위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유전자 연관

성 분석을 하는 것이 개선된 H-E방법이다. 평균수정항곱의 기대값은 형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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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분산이 되어, 공분산을 모형화 하는 결과가 된다. 이 개선된 H-E방법은 

두 명으로 구성된 형제자료에서 기존 H-E방법보다 낮은 제1종오류와 높은 

검정력을 지닌다. 양적형질을 교차곱의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양적형질을 차

이곱으로 표현했을 때보다 정규분포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전통 H-E모형인 식 (3)에서 π ĵ의 계수는 -2(1-2θ)
2σ 2g  이다. 여기서 

θ는 표식자와 형질유전자의 재조합률(recombination fraction)이고 σ 2g는 

연관된 유전자에 의해 발생하는 양적형질의 유전적분산이다. 이와 마찬가지

로, π ĵ와 f 1ĵ가 함께 포함된 다중회귀의 경우 f 1ĵ의 계수는 (1-2θ)
4
σ
2
d
 

이고, σ 2d  는 지배분산(dominance variance)이다(Blackwelder and Elston, 

1982). 표식자와 형질관련유전자가 같이 있는 구간에서 유전자 연관성분석을 

한다면,  재조합률은 0으로 놓게 되고 π ĵ와 f 1ĵ의 계수는 각각 -2σ
2
g
 

와 σ 2d가 된다. 그러므로 개선된 H-E방법의 모형인 식 (4)에서  π ĵ와 f 1ĵ

의 계수는 각각 σ 2g  와 -
1
2
σ
2
d
가 된다. 또, 식 (4)에 f 1ĵ  대신 f 2ĵ를 포

함시켜 다중회귀하면,  π ĵ와 f 2ĵ의 계수는 각각 σ
2
a
 와 σ 2d가 된다. 여기

서 σ 2a는 가법적인유전적분산(additive genetic variance)으로 σ
2
a = σ

2
g-σ

2
d
 

이다.

σ 2g π ĵ -
1
2
σ 2df 1ĵ = (σ

2
a +σ

2
d )(f 2ĵ+

1
2
f 1ĵ )-

1
2
σ 2d f 1ĵ      

=σ
2
a ( f 2ĵ+

1
2
f 1ĵ )+σ

2
d f 2ĵ = σ

2
a π ĵ +σ

2
d f 2ĵ

앞서 π ĵ와 f 1ĵ을 사용했을 때보다 π ĵ와 f 2ĵ를 사용하면 회귀식이 더 자

연스러워 진다. 확률 f 1ĵ은 Idrury와 Elston의 연산법(1997)으로 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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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산법은 Weidg가 발전시켰고, Kruglyak et al.(1996)의 연산방법보다 

빠르다.

형제간 형질값의 분산을 IBD비율의 추정값, 즉 표식자의 IBD비율로 회귀

시킨다. 양적형질의 유전자와 단일표식자 또는 다중표식자 간의 연관성이 존

재한다면, IBD비율의 추정된 계수는 양의 값이 된다. 

2.4 Allele shared IBD 비율 추정

H-E방법과 VC방법에서 QTL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는 allele 

shared IBD 비율의 추정값 π̂을 원소로 하는 행렬 Π î
에 대한 함수로 설명

된다. 따라서 추정값 Π î
을 구하는 것은 QTL 연관성분석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Π î
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Amos et al., 1990;Curtis and 

Sham, 1994;Whittemore and Halpern, 1994). 가장 간단한 방법은 QTL과 완

벽하게 연결된 가(假)표식자(pseudomarker)의 사후확률을 이용하여 Π î
의 

우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가표식자는 2개의 대립유전자를 지닌다고 가정하고 

임의로 각 개인에게 가표식자의 유전형을 부여한다. 그리고 가족관계쌍에 따

라 가표식자 유전형이 나타날 확률을 구하면 IBD비율 추정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은 단순 가계도자료에 대해서는 속도가 빠르나 가계도가 

복잡해질수록 매우 느려진다.

다양한 형태의 가계도에서 IBD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Monte Carlo 기

법을 이용한다. Monte Carlo방법은 표식자에 결측치가 있거나 다중표식자일 

경우에도 IBD비율도 빠르게 구한다. 그러나 가계도 수가 충분히 많은 경우에

만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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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산성분방법

3.1 생물통계모형

R.A Fisher가 제안한 생물통계모형은 양적형질 P를 유전적효과 G와 환

경적효과 E로 나누고 아래 식으로 나타낸다.

                              P = G+E

이를 분산분석개념으로 생각하면,

                            VP= VG+ VE

양적형질의 분산 VP은 유전적분산 VG과 환경적분산 VE으로 분화된다.

제 2장에서 정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대립유전자 B와 b로 구성된 

QTL을 가정하고 두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각각 p와 q라 한다. 그러면 세 

가지 유전형의 빈도와 효과를 가법적유전자효과 a와 지배적유전자효과 d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유전형 bb Bb BB

빈도 q
2 2pq p

2

효과 -a d +a

QTL의 평균효과를 μg=-aq
2
+d(2pq) +ap

2
=a(p-q)+2dpq  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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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효과의 분산 σ
2
g
은 다음 식으로 정리된다.

σ
2
g =2pq[ a+ (q-p) d]

2
+ 4p

2
q
2
d
2
=Vga +Vgd

여기서 2pq[ a+ (q-p) d] 2와 4p 2q 2 d 2는 각각 가법적분산과 지배적분산이

다. 위 식에서 보여주듯이 유전적분산은 가법적인 부분 VA과 지배적인 부분

VD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환경적분산도 개인특성부분 VS과 가

족공통부분 VC로 나눌 수 있다. 결과적으로 

VP= VG+ VE = VA+ VD+ VS+ VC

가 되고 이를 완전생물통계모형이라 한다.

3.2 분산성분방법

VC방법은 가계도의 크기나 복합세대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양적형질의 유전자 연관성분석방법으로(Blangero, 1995), Amos가 발

전시켰다(Amos, C.I, 1994). Goldgar와 Schork가 VC방법과 유사한 분산성분

모형을 제안하기도 했다. VC방법의 기본은 가족구성원간의 공분산을 QTL의 

IBD관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 것이다. 양적형질의 총분산을 유전적분산과 

환경적분산으로 나누고, 다시 유전적분산은 주(主)인자효과(major gene 

effect)와 다인자효과(polygenic effect)로 나눈다. 주인자효과가 0이 아닐 때 

양적형질의 유전자와 표식자 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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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형질을 y라 하고 n개의 QTL이 형질에 향을 준다고 할 때,

                         y= μ+ ∑
n

i=1
γ i+ e                           (5)

인 선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μ는 양적형질의 전체평균, γ i은 i

번째 QTL의 향이고 e은 임의의 환경편차이다. 여기서 γ i와 e이 관련없

다고 가정한다면, y의 분산은 σ 2y= ∑
n
i=1 σ

2
γi+σ

2
e
 로 표현된다. 또 i번째 

QTL의 가법적인유전적효과 σ 2ai와 지배적인유전적효과 σ
2
di
를 고려하면, 

σ 2γi = σ
2
ai+σ

2
di
로 나타낼 수 있다. QTL가 Q와 q인 2개의 allele로 구성

되었고 유전형별 평균이 μQQ=μ+ a , μQq=μ+ d , μ qq=μ- a라 할 때, 

σ 2a i =2pQ (1-pQ )[a+(1-2pQ )d]
2 , σ 2di = [2pQ (1-pQ )d]

2가 된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두 가족구성원의 양적형질 공분산을 구하면,

Cov( y 1,y 2 )= ∑
n

i=1 [ (
k 1 i
2
+k 2i)σ 2a i+k 2iσ

2
di]

이 되고, VC모형라 한다. k 1i, k 2i는 i번째 QTL의 1개, 2개 allele shared 

IBD 비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VC모형은 QTL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사용

하지 않지만, k 1i, k 2i를 통해 QTL의 정보를 포함한다. σ
2
a = ∑

n
i=1 σ

2
a i
 은 

n개의 모든 QTL의 가법적인유전적분산의 총합이고 σ 2d= ∑
n
i=1 σ

2
di
은 지

배적인유전적분산의 총합이다. φ = ½E[ ( k 1i/2+ k 2i )] 은 Kinship계수로 쌍

을 구성하는 두 사람이 어느 정도 가까운 친족관계인지를 의미한다. 2개의 

allele가 모두 allele shared IBD 비율의 기대치를 δτ = E [ k 2 i ]로 표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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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은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ov( y 1,y 2 ) ≈ 2φσ
2
a+δτ σ

2
d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개의 QTL에 대한 연관성분석을 하기 때문에, 식 (5)

를 i번째 QTL의 경우로 국한시키면 두 가종구성원 간의 공분산은

               Cov( y 1,y 2 ) = π iσ
2
a i + k i σ

2
d i +2φσ

2
g+δτσ

2
d
           (6)

이 된다. π i는 i번째 QTL에서 임의의 allele가 allele shared IBD 비율로서 

친족관계의 계수가 된다. σ 2g은 잔여유전자의 가법적인유전적분산이고 σ
2
d

는 잔여유전자의 지배적인유전적분산이다. 언급된 π , k 2와 그 기대값은 표

현형의 공분산을 구성하고 유전적연과성분석의 기초가 된다. π와 k 2의 기

대값은 표식자와 유전지도에 기초하여 얻을 수 있다.

식 (6)에서 잔여유전자의 향력을 알지 못한다고 할 때, n개의 QTL에 

대한 단순모형은 공분산행렬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Ω= ∑
n

i=1
Π îσ

2
a i + 2Φσ

2
g+ Iσ

2
e
                    (7)

Π î은 표식자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j와 l의 i번째 QTL의 IBD비율을 

추정한 값 π i j l̂을 원소로 갖는 행렬이다. Φ는 Kinship 계수행렬이고 I는 

항등행렬이다. 1994년 Amos가 일반화시킨 Π î행렬은 표식자의 추정된 IBD

행렬 Πm̂과 표식자의 IBD비율과 QTL에서 IBD비율의 상관행렬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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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이다.

Πî = 2Φ+B(γ,θ )⊙( Πm̂-2Φ )

θ는 표식자 m과 i번째 QTL간의 재조합률을 의미하고 B(γ,θ )의 원소

는 γ형태의 가족관계에서 상관계수값 ρ (π i , πm|γ,θ )이다.

양적형질이 다변량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분산성분들의 추정값을 

구하기 위해 식 (7)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t명으로 구성된 어떤 한 가족에 

대한 자연로그우도함수는

ln L (μ,σ
2
ai,σ

2
g,σ

2
e,β |y ,X) = -

t
2
ln(2π)-

1
2
ln |Ω |-

1
2
△'Ω

-1△

이 된다. 여기서 △=( y -μ-Xβ )이고 X는 공변량행렬, β는 계수행렬

이다. 다변량정규분포 가정 하에 우도함수로 얻은 추정량은 분포가정이 맞지 

않더라도 일치추정량이 된다(Beaty et al., 1985;Amos, 1994).

VC모형을 이용하여 i번째 QTL로 인한 가법적인유전적분산값이 0이라

는 귀무가설을 검정할 수 있다. 가법적인유전적분산이 0이라는 것은 유전자 

연관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검정방법은 귀무가설 하의 우도와 유전자 연관성

이 있다는 대립가설 하의 우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귀무가설 하의 우도와 대

립가설 하의 우도 비(ratio)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은 전형적인 LOD값이 된

다. 또, 우도비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2를 곱하면 근사적으로 χ 2(1)분포와 0값

을 지닌 점분포의 ½:½혼합분포를 따르는 검정통계량이 된다(Self and 

Liang, 1987). 여러개 QTL들을 고려할 때, 우도비검정통계량은 근사적으로 

더 복잡한 χ 2(1)혼합분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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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된 헤즈만엘스톤과 분산성분방법의 비교

전통적 H-E방법과 개선된 H-E방법이 형제쌍만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VC방법은 가능한 모든 가계도 내 상속정보와 개인의 정보를 분석에 이용한

다. 그러므로 VC방법은 두 형제간의 표현형에 기초한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

고 연관성에 대한 더 높은 검정력을 가진다. 또한 형질과 관련된 분산의 불

편추정량을 제공한다.

가계도 분석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친척들의 조합내에서 친

척쌍들 간의 독립성 파괴이다(Hodge, 1984). 예를 들어, n명의 형제에서 형

제쌍은 n(n-1)/2개가 만들어지고, n > 2 일 때, 형제쌍들은 통계적으로 의

존관계가 되어 독립적인 형제쌍 모집단에서 얻어진 표본이라 간주할 수 없

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대가족 내에서 다양한 친척관계 쌍들은 상호

의존성을 지니게 된다. 연관성분석을 할 때, n(n-1)/2개의 형제쌍들 중에

서 선택하여 편의를 줄이기 위한 가중치를 주어 분석하거나, 오직 (n-1) 개

의 엄격한 독립형제쌍을 사용하게 된다(Hodge, 1984;Suarez and van 

Eerdewegh, 1984;Blackwelder and Elston, 1985;Sham et al., 1997). 전자의 

경우 형제쌍의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 제1종 오류가 증가하게 되고 후자의 경

우 정보의 손실이 커지게 된다(Hodge, 1984;Suarez and van Eerdewegh, 

1984;Wilson and Elston; 1993). 형제들 내에 다중형제쌍의 수정가중치는 일

반적으로 알려진바 없고 최적가중치 설정은 상황에 따라서 의심되는 유전자

의 빈도에도 의존하며, 유전적 모형의 가정에도 의존한다(Sham et al., 1997). 

하지만 VC을 사용하면 친척쌍들의 비독립성 문제는 가족내 모든 구성원의 

결합조건부 우도함수를 최대화함으로써 해결된다(Amos et al., 1996). 따라서 

가족자료에서 친척쌍을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분해는 불필요하고, 다중형제

쌍으로 인한 편의를 없애기 위해 독단적이거나 모형의존적으로 가중치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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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필요도 없어진다. VC방법은 H-E방법과는 달리 단일 형제쌍 자료부터 

복잡한 대가족 자료까지 어떠한 구조의 자료도 변형할 필요없이 통계모형에 

쉽게 적용시킬 수 있다.

개선된 H-E방법과 VC방법에서 공변량의 효과는 형질의 평균에 대한 모

형에 고정효과로써 추정된다. 사실상 어떤 형태의 효과나 상호작용은 표식자

특화효과, 잔여유전자의 가법적인유전적효과, 임의환경적효과에 병합될 수 있

다(Goldgar, 1990; Schork, 1993;Amos, 1994;Blangero and Almasy, 1996). 또

한 환경, 발병연령, 공통습관으로 인한 추가적인 인자와 추가되는 표식자들은 

두 방법 모두 모형 내에 쉽게 포함될 수 있다(Hopper and Mathews, 1982). 

추가적으로 VC모형은 상호작용효과를 잘 병합할 수 있고, 다변량 표현형

으로의 확장과 oligogenic 모형으로의 확장이 용이하고(Lange and Boehnke, 

1983;Boehnke et al., 1986;Schork, 1993;Almasy et al., 1997;Blangero and 

Almasy, 1997),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되는 확인편의 수정안도 이

미 소개되었다(Hopper and Mathews, 1982;Boehnke and Lange, 

1984;Boehnke et al.,1986). VC모형에서 가법성, 다면발현성, 동시적연관성같

은 특정한 유전적 효과에 대한 검정은 우도비검정으로 가능하다(Almasy et 

al., 1997; Blangero and Almasy, 1997).

개선된 H-E방법과 비교하여 VC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큰 장점은 모형화

된 각각의 효과나 상호작용의 효과가 추정값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특히, 

추정된 유전적효과는 QTL과 관련된 형질의 분산이 된다. (이러한 추정은 개

선된 H-E방법의 회귀 모수의 조작을 통해 가능하기도 하다.) 유적적효과의 

추정값은 유전자 연관성을 강약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Blackwelder and Elston, 1974).

이 논문에서는 개선된 H-E방법과 VC방법을 각각 단일형제쌍과 완전형제

쌍 자료에 적용하여 차이점을 수량화하여 비교한다. 두 접근방법을 실제 자

료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선된 H-E방법을 위해서는 S.A.G.E v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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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PAL2(2002)을, VC방법 적용을 위해서는 SOLAR(Blangero and Almasy, 

1996)를 선택하 다.

S.A.G.E v4.2 SIBPAL2과 SOLAR를 선택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두 프로그램 모두 질적형질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양적형질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로, 두 프로그램은 모두 allele shared 방법을 사용하는

데, allele shared 방법은 전통적인 유전자지도작성방법(gene-mapping)보다 

모형의존성이 낮아 자료의 분포에 비교적 적은 향을 받고 특정 유전형태를 

가정하지 않는다. 셋째로 SIBPAL2과 SOLAR는 모든 표식자를 고려한 IBD

비율을 계산하여 다중표식자 분석을 할 수 있다. 다중표식자를 이용하여 연

관성분석을 할 경우, 표식자의 유전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단일표식자를 사

용할 때보다 더 높은 검정력을 나타낸다(Lathrop et al., 1984, 1985;Fulker et 

al., 1995;Kruglyak and Lander, 1995;Almasy and Blangero, 1998). 그러나 

다중표식자의 경우 잘못된 유전형표기에 많은 향을 받는다. 넷째로 두 프

로그램 모두 양적형질에 향을 줄 수 있는 공변량을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다. 공변량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는 양적형질에 공변량

을 회귀시켜 생긴 잔차값을 보정된형질값으로 사용하 다.

SIBPAL2에서는 두 형제간의 평균수정항교차곱형태 이외의 세 종류의 종

속변수를 제공한다. 

y j=

ꀊ

ꀖ

ꀈ

︳︳︳︳︳︳︳︳︳︳︳

︳︳︳︳︳︳︳︳︳︳︳

(x 1j -μ )×(x 2j -μ )                 

- ½ [ (x 1j -μ )- (x 2j -μ )]
2
= - ½ (x 1j - x 2j )

2

 ½[ (x 1j-μ )+(x 2j-μ )]
2
                 

w s [ (x 1j -μ )-(x 2j -μ )]
2 - wd (x 1j - x 2j )

2

w s+wd

네 종류 종속변수에 대한 선형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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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α+∑
i
a i π ĵ +∑

j
d j f 2ĵ+∑

k
ck f ( z k)+ε

여기서 α는 절편이고 a i는 i번째 표식자에 의한 가법적인유전적분산, 

d j는 j번째 표식자에 의한 지배적인유전적분산이다. f ( zk)는 k번째 공

변량 z k의 효과를 나타내는 함수이고 c k는 f ( zk)로 인한 장애(nuisance)

모수이다. 독립적인지 않은 형제쌍 자료에 모형을 적합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화추정방정식(GEE)을 이용한 반복법이 사용된다. IBD비율은 S.A.G.E v4.2 

GENIBD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표식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를 파

일로 얻게 된다. 결과파일은 SIBPAL2에 이용된다.

SOLAR는 VC방법을 이용한 유전자 연관성분석 프로그램으로 양적형질이 

다변량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모수추정은 피셔의 점수화방법

(Fisher's scoring method)을 사용한다. 각각의 분산성분은 0이 아닌 수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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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와 방법

개선된 H-E방법과 VC방법의 검정력과 제1종 오류율을 평가하기 위해 모

의실험 자료를 생성하 다. 모의실험 자료는 하나의 양적형질과 단일표식자 

자료로 QTL과 표식자는 두 개의 allele를 갖는다고 가정하 다. 표식자의 

allele 빈도는 두 개가 0.5로 동일하고 총 유전율은 100%로 설정하 다. 양적

형질은 평균은 0이고 표준편차는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QTL의 

유전형에 따른 양적형질의 평균은 { μbb , μBb , μBB }= { -1 , 0 , 1 }  이다.

모의실험 자료는 크게 QTL과 단일표식자 간의 재조합률 θ값에 따라 구

별할 수 있다. θ값을 0, 0.1, 0.2, 0.3 으로 하여 QTL과 단일표식자의 연관성

이 존재하도록 생성하 다. 연관성이 있는 반복표본에 개선된 H-E방법과 

VC방법을 적용시켰을 때, 유의수준 α=0.05에서 ‘연관성이 없다’는 귀무가

설을 기각하게 되는 비율을 검정력으로 정의한다. θ값에 따른 두 방법의 검

정력을 비교하고, θ값이 0에서 0.3까지 0.1단위로 증가할 때의 검정력의 변

화양상도 살펴보았다.

 

단일형제쌍, 4인핵가족 완전형제쌍, 6인핵가족

그림 2. 모의실험 가계도의 기본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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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오류율은 연관성이 없는 QTL과 표식자 자료에 두 방법을 적용했을 

때, 유의수준 α=0.05에서 ‘연관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비율로 

정의한다. 제1종 오류율을 구하기 위해 θ =0.5 인 양적형질과 단일표식자 

자료를 생성하 다.

또한 개선된 H-E방법과 VC방법을 적용하 을 때, 가계도 자료의 정보력

을 비교하기 위해 θ값에 따라 단일형제쌍(형제2명)과 모든형제쌍(형제4명)

자료를 생성하 다. 그리고 VC방법에서 형제쌍자료와 핵가족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두 부모와 2명의 자녀로 구성된 4인핵가족자료와 두 부모와 4명의 

자녀로 구성된 6인핵가족자료를 생성하 다. 모의실험에 사용된 가계도 자료

의 기본형태는 [그림 2]과 같다. VC방법에서 두 부모의 양적형질값이 없는 

경우를 형제쌍자료, 두 부모의 양적형질값이 있는 경우를 핵가족자료라 한다.

표 2. 모의실험 자료의 구성과 적용

단일형제쌍

(2명)
4인핵가족

완전형제쌍

(4명)
6인핵가족

 100쌍

(200명)

100가족

(400명)

102쌍

(108명)

17가족

(102명)

θ=0.0

개선된 

H-E방법,

VC방법

VC방법

개선된 

H-E방법,

VC방법

VC방법

θ=0.1

θ=0.2

θ=0.3

θ=0.5

(No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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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험자료는 형제쌍의 크기에 따라 표본 내 가족의 개수를 달리하여 

생성되었다. 단일형제쌍과 4인핵가족자료의 가족 수는 100개이고, 모든형제쌍

과 6인핵가족자료의 가족 수는 17개이다. 이는 형제쌍의 개수를 100개와 102

개로 하여, 형제쌍의 개수가 비슷하 을 때 단일형제쌍과 모든형제쌍 자료가 

지닌 정보력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20종류의 모의실험 자료는 각각 50개의 반복표본으로 구성되었고, 

SOLAR의 SIMQTL로 생성되었다. SIMQTL은 SOLAR의 서브루틴 중 하나

로, QTL와 표식자의 allele 빈도와 QTL과 표식자간의 재조합률, QTL의 유

전형에 따른 양적형질의 평균이 주어졌을 때 QTL과 양적형질, 단일표식자를 

모의 생성한다.

개선된 H-E방법에서 연관성 검정은 표식자의 IBD비율에 대한 계수에 대

한 단측검정이다. SIBPAL2는 이를 선형회귀모형에서 T분포에 근거한 계수

검정과 같은 방법으로 실행하고 결과는 계수의 추정값과 표준편차, 단측검정 

p-value를 출력한다. VC방법에서 연관성 검정은 QTL의 효과가 포함되지 않

은 모형과 포함된 모형에 대한 우도비검정이 된다. SOLAR는 잔여상속률과 

QTL상속률의 추정값과 LOD를 출력한다. LOD는 식 (8)과 같이 근사적으로 

χ
2
(1)
분포와 0 분포의 ½:½혼합분포를 따르므로,

          Λ  ∼  
1
2
Χ
2
+
1
2
0      , Λ=2 ( log e10)×LOD           (8)

 LOD에 따른 p-value는 혼합분포에 근거하여 구할 수 있다. SIBPAL2와 

SOLAR를 수행하여 얻어진 p-value를 개선된 H-E방법과 VC방법을 비교하

기 위한 기준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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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의실험을 통한 비교

6.1 검정력

개선된 H-E방법과 VC방법의 검정력을 비교하기 위해, QTL과 단일표식

자간의 θ=0.0과 0.1 , 0.2 , 0.3인 자료에 두 방법을 적용한 결과는 [표 3]

과 [표 4]와 같다.

단일형제쌍에서 개선된 H-E방법의 검정력은 4.0∼22.0%이고 VC방법의 

검정력은 6.0∼36.0%이다. 두 방법의 검정력 차이는 최저 2%에서 최고 14%

로 VC방법의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완전형제쌍에서도 VC방법의 검정력은 

12.0∼64.0%로 θ=0.3인 경우를 제외하면, 개선된 H-E방법의 결과보다 높

은 경향을 나타냈다.

표 3. 개선된 H-E방법의 검정력

단일형제쌍(100쌍) 완전형제쌍(102쌍)

개수* 검정력(%) 개수 검정력(%)

θ=0.0 11 22.0 27 54.0

θ=0.1 5 10.0 11 22.0

θ=0.2 3 6.0 3 6.0

θ=0.3 2 4.0 7 14.0

* p-value < 0.05 인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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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쌍자료에서 재조합률에 따른 검정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재조합률이 

증가할수록 검정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개선된 H-E방법과 VC방법에서 동일

하게 나타났다. 

VC방법을 형제쌍자료와 핵가족자료에 적용한 결과는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단일형제쌍자료와 두 부모의 정보를 포함시킨 4인핵가족자료의 검정력

을 살펴보면, θ=0.0 , 0.1에서 VC 검정력이 단일형제쌍보다 큰 값을 갖는

다. 이러한 결과는 완전형제쌍과 6인핵가족에서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부

모의 정보가 포함되면, VC방법의 검정력이 최저 2%에서 최고 26%까지 증가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핵가족자료에서 재조합률에 따른 검정력의 변화도 형제

쌍자료에서와 유사하다. 즉, QTL과 표식자의 유전적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

수록 검정력은 감소하 다.

[그림 3]는 개선된 H-E방법과 VC방법을 적용하여 두 방법 모두 연관성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완전형제쌍이고 재조합율이 0.0일 때의 p-value

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세로축은 p-value이고 가로축은 50개 반복포본에서의 

표본번호이다. 각 반복표본에서 p-value는 완전형제쌍의 개선된 H-E방법에

서 비교적 큰 값을 나타내고 완전형제쌍의 VC방법, 6인핵가족의 VC방법 순

으로 작은 값을 갖는다. 유의수준을 0.05보다 낮추게 되면, VC방법이 개선된 

H-E방법보다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커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유의수준

을 현재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게 되면, 형제쌍의 정보만을 사용할 때보다 두 

부모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연관성을 찾아낼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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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1종 오류율

개선된 H-E방법과 VC방법의 제1종 오류율 α는 잘못된 귀무가설  기각 

비율로 계산된다. 즉, QTL과 단일표식자의 연관성이 없도록( θ=0.5 ) 생성

한 자료에서 p-value가 0.05보다 작은 경우의 비율이 제1종 오류율이 된다.

표 5. 제1종 오류

개선된 H-E방법 VC방법

개수*   α (%) 개수   α (%)

단일형제쌍 0 0.0 1 2.0

완전형제쌍 1 2.0 3 6.0

4인핵가족   1 2.0

6인핵가족   3 6.0

* p-value < 0.05 인 개수

제1종 오류율의 추정값은 개선된 H-E방법에서보다 VC방법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개선된 H-E방법의 제1종 오류율과의 차이가 거의 없고 잘

못된 기각(false-positive)의 경우수가 매우 적어 제1종 오류율의 점추정치로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Pugh et al, 1997).

VC방법만의 제1종 오류율을 살펴보면, 단일형제쌍과 4인핵가족의 경우 

2.0%이고 완전형제쌍과 6인핵가족의 경우 6.0%이다. 이는 표본수에 따른 차

이라 할 수 있다. 단일형제쌍과 4인핵가족은 표본수가 각각 200명, 400명인 

반면 완전형제쌍의 표본수는 68명, 6인핵가족의 표본수는 102명이다.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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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완전형제쌍과 6인핵가족의 표본수에 따른 제1종 오류율이다. 완전형제쌍

의 표본수가 102쌍에서 204쌍으로 두 배 증가했을 때, 개선된 H-E방법의 α

는 2.0%에서 6.0%로 증가한 반면 VC방법의 α는 6.0%에서 4.0%로 감소하

다. 6인핵가족의 VC방법에서도 표본수가 증가하면 α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α의 추정치로는 적절치 못한 결과

이다.

표 6. 표본수에 따른 제1종 오류

개선된 H-E방법 VC방법

개수* α (%) 개수 α (%)

완전형제쌍

102쌍(68명) 1 2.0 3 6.0

204쌍(136명) 3 6.0 2 4.0

6인핵가족

17가족(102명)   3 6.0

34가족(204명)   2 4.0

* p-value < 0.05 인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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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적형질 TG과 표식자 APOE 연관성 분석

자료 준비

심혈관계질환 유전체연구센터(www.heartgenome.org)에서 수집된 가계도

자료(CGC자료)를 이용하여 개선된 H-E방법과 VC방법을 통한 양적형질의 

유전자 연관성 분석을 하 다. 분석에 사용된 CGC자료는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등 심혈관계질환자가 포함된 가족으로 가족수는 200개이고 구성원은 

1199명이다. 자료에는 가족정보 및 인체계측, 혈액분석, 유전자정보 등이 포

함되어 있다. 200가족의 평균구성원 수는 6명이고 표준편차 3.49로 최고 4명

부터 최대 25명까지이다. 137가족이 부모와 자식으로만 구성된 핵가족이고 

56가족은 3세대가족이며, 7가족은 4세대로 이뤄진 대가족이다. [표 7]은 연관

성 분석에 포함된 CGC자료의 형제 또는 친척관계의 분포를 보여준다.

표 7. CGC자료의 가족관계 분포

관    계 쌍의 개수

부모-자식 1360

형제쌍 526

여자-여자형제 148

남자-남자형제 134

남매 244

조부모-손자녀 380

삼촌 371

사촌 129



- 34 -

연관성 분석의 대상이 되는 양적형질은 혈액 내 지질성분 중 하나인 중성

지방(triglyceride, TG)값이다. 중성지방이 200 mg/dl 이상인 경우 고중성지방

혈증으로 진단하고, 고중성지방혈증은 동맥경화를 촉시키긴다. 동맥경화가 진

행되면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신장성 고혈압 등 많은 합병증을 초래하

게 된다.

표식자는 혈중지질대사에 관여하는 ApoE(apolipoprotein E)로 19번 염색

체에 위치한다. ApoE는 E2, E3, E4의 3종류의 대립유전자를 갖고 유전형은 

E2/E2, E3/E3, E4/E4, E2/E3, E3/E4, E2/E4의 6가지 형태이다. 이 중에서 

E4형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동맥경화, 치매에 걸릴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1700여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발표된 연

구결과는 ApoE 유전형에 따라 심혈관질환 환자에서 음식물 섭취시 지방의 

절대양의 감소나 지방의 구성변화을 통한 식이요법 혈중 지질농도 감소효과

도 달라진다고 한다(www.heartgenome.org). 또한 ApoE와 중성지방값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imin Liu, 2003)

개선된 H-E방법에서는 형질을 교차곱형태로 변형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종속변수의 정규분포가정을 자동으로 만족시킨다. 그러나 VC방법에서는 형

질값의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TG와 관련있는 나이, 성별, 

BMI(body mass index)를 공변량으로 선택하여 분석에 포함하 다. 표식자인 

ApoE의 대립유전자 빈도는 E2=0.0743, E3=0.8327, E4=0.0930로 표본추정 되

었다. 

TG와 ApoE의 연관성 분석 결과

TG와 ApoE 연관성 분석을 위해 개선된 H-E방법과 VC방법을 적용한 결

과, 유의수준 0.05에서 두 방법의 결론이 상반되게 나타났다. 개선된 H-E방

법을 이용하여 검정하면 p-value=0.6091로 연관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

하지 못한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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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개선된 H-E방법 적용 결과: SIBPAL2

S.A.G.E. v4.2 -- SIBPAL  
COPYRIGHT (C) 2002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

Regression for continuous trait 'tg'.
=========================================================================

Marker, Covariate      Genetic
or Interaction         Variance  Estimate      Std Error    P-value      

-------------------   --------  ------------  -----------  -------------

apoE                    Total       -503.0498    1815.0232  0.60909248600

AGE                     Cov*           0.2256       0.6403  0.72481969792

BMI                     Cov*           3.3902       4.6937  0.47057490356

sex2                    Cov*        1064.5159    1112.0318  0.33906403400

표 9. VC방법 적용결과: SOLAR

Pedigree:    apoe.dat

Phenotypes:  apoe.dat

Trait:       tg                    Individuals:  1002

 H2r is 0.3777575  p < 0.0000001  (Significant)

       H2r Std. Error:  0.0630646

                              sex  p = 0.0000004  (Significant)

                              age  p < 0.0000001  (Significant)

                              bmi  p < 0.0000001  (Significant)

Proportion of Variance Due to All Final Covariates Is

  0.1770607

            Model         LOD       Loglike       H2r      H2q1  

-------------------   ---------  -----------  --------  --------

               ApoE      0.6836    -4924.077  0.000000  0.39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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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VC방법에서는 p-value=0.0381 (LOD=0.6836)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표 9]의 SOLAR 실행결과를 보면, 나이, 성별, BMI가 TG와 관련있음을 알 

수 있다. 공변량을 포함한 TG과 ApoE의 연관성 검정결과는 통계적으로 의

미가 있었다. VC방법은 연관성검정 이외에 유전율을 추정하여 유전력의 강

약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 ApoE와 연관성이 있는 QTL의 유전율은 39.6%

이고 잔여유전자에 의한 유전율은 0.0%로 추정되었다. TG의 총 유전율은 

37.78% (± 0.06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공변량으로 인한 TG의 유전율은 

17.71%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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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의 및 결론

지금까지 양적형질의 유전자 연관성을 검정하기 위한 모형무관방법인 개

선된 H-E방법과 VC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 방법 모두 기본 개념은 표

식자의 정보를 통해 QTL의 IBD비율을 추정하여 양적형질을 모형화하고, 이

를 검정하여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해 검정력과 제1종 오류율을 비교하 다. 양

적형질과 단일표식자를 가지고 연관성분석을 할 때, VC방법이 개선된 H-E

방법보다 더 높은 검정력을 지닌다. 제1종 오류율은 개선된 H-E방법과 VC

방법에서 근소한 값을 나타냈다. 이는 VC방법이 개선된 H-E방법보다 가계

도자료의 정보를 충분히 이용한 결과이다. 양적형질에 VC방법을 적용하면 

QTL과 공변량의 유전율을 추정할 수 있어 양적형질의 유전 크기를 설명하

기가 용이하다. 두 방법에 공변량과 환경효과, 상호작용 등을 포함시키면 두 

방법의 검정력은 월등히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결과는 연구계획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료 수집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얻어야 한다. 양적형질의 유전자 연관성분석의 적용은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양적형질이 지닌 정보의 양이 크기 때문에 양적형질로 나타

나는 위험인자에 대한 유전자 연관성분석 결과는 일반질환의 유전적 구조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실제로 수많은 방법과 과정으로 얻어진 표본은 

연관성분석 과정에서 매우 축소되기 마련이다. 대가족가계도자료가 분석모형

에 맞게 단일형제쌍이나 완전형제쌍자료로, 또는 핵가족가계도자료로 줄어든

다. 양적형질자료는 대부분 확장된 가족형태로 얻어질 수 있음에도 적합한 

분석방법이 없어 많은 정보를 절단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 논문의 결

과를 볼 때, VC방법을 이용하면 대가족가계도자료가 지닌 정보를 충분히 이

용하여 질병의 유전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이미 얻어진 자료가 형제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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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더라도 VC로 분석하면 더 정확성 높은 추정치를 얻을 수 있고 검정력도 

높아짐을 논문의 결과로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양적형질과 단일표식자에 국한된 결과만을 도출하

는데, 실제로 질환에 관계된 형질은 복합형질이 많다. 최근들어 연관성분석

은 다형질분석과 Oligogenic형질1)분석 뿐만 아니라, 유전자와 환경효과의 상

호작용, Epistasis2), Pleiotropy3)을 포함하는 모형에 기반한 분석으로 발전하

고 있다. 특히, 다변량 자료에 대한 연관석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

나의 유전자가 여러 가지 표현형질에 향을 미치는 경우, 하나의 표현형질

에 대한 유전자연관성분석은 여러개의 표현형질에 대한 결과보다 검정력이 

낮기 때문이다(Martin et al., 1997). 이와 함께, 다중표식자를 이용한 연관성

분석을 하면, 단일표식자의 경우보다 검정력이 증가하고 제1종 오류율은 감

소하게 될 것이다.

1) 다인자(polygenic)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oligogenic형질은 유전자가 거의 관여하지 않는 

형질을 의미한다.

2) 한 유전자의 대립인자가 또다른 유전자의 대립인자의 발현을 바꾸거나 덮어버리는 상황. 

한 형질의 발현에 두 개 이상의 유전자가 관여할 경우 각각의 우성 대립유전자가 공존

할 때 표현형이 어느 하나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만 지배되고 다른 대립유전자에 의해

서는 발현이 억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하나의 유전자가 2개나 그이상의 특성에 향을 주는 상황. 즉,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가지 형질 발현에 관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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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revised Haseman-Elston regression

based approaches and variance components method

for linkage analysis of QTL

                                 Park, Chanmi

                                 Dept. of Biostatistics and Comput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 genetic study, most of the interesting inherited traits have  

continuous value. This quantitative trait is better than the qualitative trait 

in statistical power and takes the power in genetic study

The genetic linkage analysis for qunatitative trait is based on tests of 

statistical association between phenotypic trait and a marker on pedigree 

data. A marker is a gene of which location is known.  And this is 

classified into model-based method and model-free method by whether a 

qunatitative trait loci(QTL) followes the mendel's laws or not. Human 

traits are associated with the interaction of many genes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many of them do not follows the mendel's 

laws. So, model-free method of linkage analysis is used generally in 

genetic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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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thesis, we compared the revised Hesamen-Elston regression 

based approaches(re H-E) with the variance components method(VC).  

These are the most representative methods of model-free linkage analysis.

Re H-E was designed for analysis of QTL unsig sib-pair study 

design. In re H-E, the mean-corrected cross product trait of sibpair is 

regressed by the proportion of alleles shared IBD. The null hypothesis 

represents a statistically aignificant negative slope is evidence for linkage. 

The VC method can estimate the variance parameter partitioned into a 

genetic  effect and an environmetal effect using various type of family 

data. And the VC can be extended in order to search for evidence of 

linkage to a particular locus.

 In order to compare the power of re H-E with VC, we simulated 

single sibpairs, full sibships, and nuclear families. With sibpairs and 

sibships VC performs somewhat better than re H-E in two respects, not 

only is the power greater but also this power improves dramatically when 

the recombination fraction between QTL and a marker moves from 0.3 to 

0.0. With nuclear families the power to detect linkage with VC climbs to 

54-90%. The Type I error rate obtained with VC appears slightly high. 

But, the Type I error rate is in all cases very small and the 

corresponding point estimates of Type I error rate may not be accurate.

  Key words : quantitative trait, quantitative trait locus(QTL),

               linkage analysis, revised Hesamen-Elston method,

               variance component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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