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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 문 요 약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양적 형질 유전자의 연관성 분석

본 논문에서는 양적 형질 유전자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시켜, 서로 다른 염색체 상의 유전자들 및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여러 가

지 형질간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 다. 이를 위해

서 형제쌍 자료를 이용했을 때와 개인자료를 적용시켰을 때, 각각의 모형을 제

시하 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심혈관 질환을 연구하기 위해 실제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 는데, 유전자는 CETP와 APOE, 환경적 요인은 흡연과 음주, 그리고 

양적 형질은 LDL과 BMI, APO-AI를 사용하 다.

ACE 유전 모형을 응용해서 구축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재 자료에 적용해 

봄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졌던 CETP와 APO-AI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었으며, APOE와 CETP가 BMI와도 의미 있는 연관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

했다. 또한 환경적 향력이 LDL과 BMI에 많은 향력을 나타냄으로써 유전

적인 것 이외의 효과에 대한 연관성도 규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구조방

정식 모형을 이용해 연관성 분석을 시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구조방정식모형, 양적 형질 유전자, 연관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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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1  연구배경

인간에 대한 양적 형질(quantitative trait)의 유전적 분석은 20세기 초, 멘델

의 결과(Mendel’s work)를 재발견하고, 이것이 R. A. Fisher[1918]의 논문에 

생물측정학적 유전학적 주요 개념에 의해 명백하게 설명되면서 일찌감치 시작

되었다. 21세기 초, 인간 게놈 프로젝트(HGP : Human Genome Project) 연구

결과에 대한 중간 발표가 있었고, 이 발표에서는 약 32억 개로 추산되는 인간

의 DNA서열 중 약 99%에 해당하는 부분을 판독하 음을 알리고 있다. 이러

한 연구의 성과로 인해 인간 DNA의 구성내용에 관한 식별은 거의 완성이 되

었다고 볼 수 있으며, DNA 서열에서의 유전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조만간 완료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1년 2월의 인간 DNA의 서

열 발표가 유전학 분야의 연구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

재까지의 성과는 인간 DNA의 서열과 상당수 유전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므로 보다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유전자별 기능 식별에 관해서는 아직 

그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즉 DNA 서열상의 유전자와 그것이 관여하는 인

간의 특성을 연관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유전현상의 규명 및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등이 본격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유전자 기능은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간 유전체에 관한 연

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연구 초점에는 유전자의 위

치와 그 기능의 연관성 파악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연구

결과가 아직 미미한 초기 단계 부분이라고는 해도 이러한 연구들의 성과로 인

하여 양적형질 유전자좌(quantitative trait locus, 이하 QTL) 분석의 통계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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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눈부신 발전을 하 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양적 형질의 분석을 

기초로 한 방법들은 등가 이분형 형질 방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전체 지놈 

스크리닝 기법(whole-genome screening technologies)과 관련하여 농업, 미생

물 실험, 그리고 인간 질병 연구에서 놀라울만한 결과를 얻어냈다. 본 논문에

서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QTL 연관성 분석(linkage analysis)의 방법들을 

고찰하고, 최근 행동과학 분야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구조

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설

명, 그리고 행동과학 이외의 분야에 대한 실제 자료를 적용하여 구조방정식 모

형이 QTL 연관성 분석 실행도구로서 적절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QTL 연관성 분석을 함에 있어 어떠한 질환에 대해서 유전자를 

비롯한 유전자 외적 요인(예를 들면,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한 구

조방정식 모형의 적절성 여부를 알아보고 실제 자료에 적용해 분석하고,  모형

의 적절성에 관한 측정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이외의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그 유의성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연관성 분석에 대한 관련 이론을 정리하고, 실

제 연관성 분석연구에 활용되는 기법을 Mx, SAS/CALIS, AMOS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심혈관 질환의 유전적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실제 가

계도에 적용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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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2. 1  개  요

2. 1. 1 양적 표현형(Quantitative Phenotypes)

양적 형질(Quantitative trait)은 연속형 분포 형태의 표현형(phenotype)이

다. 정규(normal) 또는 로그-정규(log normal)분포가 이런 분포들의 전형적인 

예이다. 예를 들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종종 0부터 무한대까지로 그 범위

를 가정할 수 있다. 가정된 분포들은 특히 평균이나 분산과 같은 통계학적 적

률(moments)에 의한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적률들은 나이와 성별과 같은 

요인에 의존한다. 만약 그러한 것(phenotype)들이 멘델의 유전자좌(mendelian 

gene locus)를 따른다고 하면, 단일 유전자(single gene)에 의해 결정되는 단일 

유전형질(simple genetic trait)의 경우에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표현형들의 멘

델형 분리(Medelian segregation)가 특정 유전자좌(locus : 이하 locus)의 세가

지 가능한 유전자형(genotype)의 형태로 관찰되어진다.

일대일 유연관계(one-to-one relationship)와 같은 복합 형질(complex trait)

의 경우에는 유전자형과 표현형 사이를 명확히 규정지을 수가 없다. 신경생물

학적(neurobiological), 행동학적(behavioral) 표현형과 같은 복합 특성은 비유전

적인 환경적 요소들이 또한 큰 역할로 작용하는 것들을 포함한 다수의 생화학

적(biochemical), 생리학적(physiological) 그리고 형태학상 진행과정(morpholo-

gical process)들에 향을 받는 것이다. 인간의 경우, 불안이나 우울증과 같은 

형질들은 연속되는 정규성에 가까운 분포를 하는 표현형질적인 특성(phenoty-

pical traits)에서 극단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으며, 복합 또는 다원 형질 모형

(polygenic model)하에서 고려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복합 형질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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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표현형인 경우이거나 양적 표현방식으로 측정된다. 많은 경우에서 그러한 

유전적 구조들은 양적 모형(quantitative model)하에서 상세히 분석하기가 용

이하고, 이렇게 유전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QTL이라 한다.

2. 2 표지와 양적 형질의 연관성

2. 2. 1 자유 모형(model-free) 연관성 방법의 여러 가지 형태

형제 쌍(sib-pair)자료에서 사용되는 양적 형질에 기초한 유전표지 locus(이

하 marker locus)와 locus사이의 연관성(linkage)을 발견하는 문제는 Penrose 

[1938]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Haseman & Elston[1972] 과 Blackwelder 

[1977]은 이 개념을 확장하여 부모로부터 가능한 유전표지 정보를 포함시켰다.

양적형질을 기초로 한 T와 t를 가지고 있는 단일 locus를 가정하면, 형질 

분포로부터 관찰치 X에 대한 유전형질 모형(genetic model)은 다음과 같다.

X = μ+ g+ e.

μ  : overall mean,

g  : major gene effect such that a,d  or-a  for trait genotypes TT,Tt  

or tt, respectively

e  : residual effect with an unspecified distribution

p=Pr(T), q=1-p라 하면 유전적 ‘분산 성분’(이하 variance component)은

σ
2
a=2pq[a-d( p-q)]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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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2
d=4p

2
q
2
d
2,

σ2g=σ
2
a+σ

2
d

과 같이 쓸 수 있다. 또한 1과 2로 표기한 형제의 쌍에 대해, 

σ2ε=E(e 1-e 2)
2이고, θ가 형질과 유전표지 locus들 사이의 재 조합률(recom-

bination fraction)이라 할 때, Ψ=θ2+(1-θ)2라 하자.

형제 쌍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측정한 양적 형질의 수치에 대한 차의 

제곱값 Y=(X 1-X 2)
2는 쌍( π)의 구성원들 간의 유전표지 대립 유전자

(marker alleles) 의 계통적 동일성(identical by descent, 이하 IBD)의 몫(sha-

red)의 비율(proportion)의 베이지안 추정치(Bayesian estimate)의 선형 함수이

고, 예를 들어 쌍이 가질 수 있는 정확히 한 유전표지 대립유전자의 쌍에 관한 

IBD 할당치( f̂ 1)인 추정확률(estimated probability)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Y∣Im)=α s+β s π̂+ γs f̂ 1 ,

α s=σ
2
ε+2σ

2
gΨ+2σ

2
dΨ(1-Ψ),

β s=-2σ
2
g (1-2Ψ),

γ s=σ
2
d (1-2Ψ)

2

(실제로, 우성 부분(dominance term)은 보통 모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

약, θ=
1
2
이거나 σ2g=0이면, β=0이고 그 외에는 β< 0이다. 최소자승법

(least squares)을 이용한 회귀모형의 적용(fitting)후에 결합(linkage)의 근사 

정규 단측 검정(asymptotically normal one-sided test)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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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회귀 관계로는 다른 종류의 관계쌍(relative pair)들, 특히 아버지 또

는 어머니가 다른 형제(half-sib), 조부모와 손자의 관계(grandparental), 숙부

와 조카(avuncular), 사촌 쌍(cousin pair)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모두 포함

한 형태는

E(Y∣Im)=α r+β r π̂,

α r  , β r  : function of σ
2
a
, σ2d, σ

2
ε
,

θ  : specific to relative pair type r  (표 1에 별도 표기)

표 1. 각각 다른 종류의 관계쌍에 대한 alleles IBD shared의 선형계수

Relative pair α r β r

Half-sibling σ
2
ε+2σ

2
g-2θ(1-θ)σ

2
a -2(1-2θ)

2
σ
2
a

Grandparental σ2ε+2σ
2
g-θσ

2
a -2(1-2θ) σ

2
a

Avuncular σ2ε+2σ
2
g-(5θ/2-4θ

2+2θ3)σ2a -2(1-2θ) 2 (1-θ)σ2a

Cousin
σ
2
ε+2σ

2
g                       

-(4θ/2-5θ
2
/2+2θ

3
-2θ

4
/3)σ

2
a

-2(1-2θ)
2        

  
×(1-4θ/3+2θ

2
)σ
2
a

Amos & Elston[1989]

Olson과 Wijsman[1993]은 가계도 자료(pedigree data set) 내의 관계쌍의 

다른 형태들로부터 정보를 결합한 ‘일반 추정식’(generalized estimationg 

equation)을 사용하 다. 관계쌍들의 p형태에 관심이 있고, 자료들이 관계쌍을 

ni로 하는 N개의 가계도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자. 실제 독립모형

(independence model) 하에서, α r, β r은 relative pair의 각 형태에 대하여 개

별적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치들의 로버스트한 공분산 행렬(robust covariance 

matrix)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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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α,β)= ( )∑
N

i= 1
D
T
i D i

- 1

( )∑
N

i= 1
D
T
i Ŝ i S

T
î D i ( )∑

N

i= 1
D
T
i D i

-1

,

D i  is an n i×2p  matrix containing the π̂ i  

 f̂ r1(analogous to the design matrix in a linear regression model)

S i  is a vector of length ni  with elements y-α r-β r π̂ r

과 같다. 연관성의 근사적 정규성 단측검정의 형태는

T= N c
T
β̂/ [c

T
var ( β̂)c]

c  : p-dimensional vector of weights, chosen a priori, with elements

var (π r)nr

nr  : the total number of pairs of type r

β̂  : a vector of the regression estimates β̂ r

로 나타낼 수 있다. 복수 유전자(multipoint)에 관한 조절이나, 대상(candi-

date) locus를 검정할 때, 일반적인 경사도 모형은

E(Y∣Im)=α r+β r π̂

이 될 것이다.; 연관성 검정을 함에 있어 D i가 n i×p+1  행렬이 되는 것

과 사전 가중치가 없어야한다. 왜냐하면, 재조합률의 모든 값에 대해서 

β s=β h이기 때문에, 형제 쌍들과 반 형제 쌍(half-sib pair)들은 단독 유전표

지(single marker)를 이용한 염색체 스캔(genome scan)에 대하여 유사한 방식

으로 결합이 될 것이다. Schaid 등(2000)은 상호관계쌍(correlated pair)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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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t-통계량의 자유도를, 경험적으로(empirically) 파생된 조정치를 이용한 연

관성의 검정으로 두 형태의 쌍을 결합하 다.

이 후, Elston 등(2000)은 종속변수에 대한 제곱차보다 수정평균 교차곱

(mean-corrected cross-product)을 채택한 새로운 형태의 Haseman-Elston 방

법을 제안하 다. 이 모형에서 회귀계수의 부호는 양(＋ : positive)이다. 수정

평균 교차곱은 제곱합(squared sum)에 제곱차를 더한 것이고 따라서 더 많은 

연관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적어도 가족의 무작위 샘플에 대해서는 흔히 이 

새로운 방법이 더 좋은 검정력(power)를 가지며, ‘variance component’라 불리

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다. 새로운(revised) Haseman-Elston방법은 (수정평균 

교차곱에 대한) 평균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종종 표본평균(sample mean)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무작위성을 확인하지 않은 가족 자료에 대해서는 평균값의 

선택이 심각하게 검정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모평균(population 

mean)이 좀 더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회귀모형은 무작위 표본추출(random sampling) 보다 표본 추출 스키마

(scheme)를 위해 개발되었다. 시조(proband)가 형질 분포의 상부 끝으로부터 

표본 추출되었다고 가정한다. X 1 >c를 시조의 형질값(trait value), X 2를 시조

의 형제(sibling)의 형질값이라고 하면, 회귀 계수의 일반적인 추정치와 조건부 

기대값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Cardon, L.R. and Fulker, 

D.W., 1994, Carey, G. and Willianson, J.A., 1991).

X 2=A+B 1X 1+B 2 ( π̂-
1
2
)+B 3( | π̂- 12 |-

1
4
)

B 2 {
=0 if θ=

1
2

> 0 otherwise

(만약 시조가 B 2 <0이면 형질 분포의 하부 끝에서 추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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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2∣Im,X 1>c)=A
*
+B

*
2 ( π̂-

1
2
)+B

*
3 ( | π̂- 12 |-

1
4
)

이러한 표본 추출 스키마의 사용은 특히, 큰 향력을 가지고 있으나 유전

형으로는 드물게 나오는 대립유전자(rare allele)를 위한 연관성을 찾기 위한 

검정력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선택된 표본추출” 스키마는 유전형이 훨씬 더 드문 대립유전자에 

대한 분포의 끝으로부터 한 표본의 시조에 대한 검정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

이다. 대부분의 유전적 위치에 있어 강력한 두 번째 디자인은 형제 중 한 명이 

위쪽 끝의 형질값을 갖고, 나머지 형제가 아래쪽 끝의 형질값을 갖는 극단적인 

부정합 쌍의 표본추출이다. 이러한 극단적 부조합 쌍은 가법의 우성․열성 형

질 모형에 대한 연관성을 찾는데 좋은 검정력을 제공한다. 이는 각 꼬리값들에

서 작은 형질 변이가 나타날 경우, 그 변이를 기각하고 다음의 모형을 만드는

데 유용하다.

z i≡pr(π= i/2∣edsp), i=0,1,2

edsp  : extreme discordant sib pair

이분형질(dichotomous trait)에 대한 표본추출 된 형제쌍의 부조합의 경우

에는 로드값(LOD score)이 같지만, 모수의 크기(parameter space)가 커진다

(Kruse, R., Seuchter, S.A., Baur, M.P. & Knapp, M., 1997).

Amos[1994]가 제안한 양적형질 연관성에 관한 다른 접근법은 가계도로부

터 유전적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전적 variance component와 IBD 분할, 

재 조합률의 부분에 의하여 가계도 형질 값의 공분산 행렬을 모형화한 것이다. 

형질값 X에 대한 일반적 모형은 

Xi=μ+g i+Gi+ β
Tw i+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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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 overall mean, gi  : major genotype effect, e i  : environmental error

Gi  : random effect of polygenes, w i  : vector of fixed covariates

β  : set of regression parameters

과 같다. 일반적으로 손실이 없으면, E(g i)=E(e i)=E(Gi)를 사용한다. 그

렇게 된다면

E(X i)=μ+ β
Tw i
,

var (Xi )=σ
2
a+σ

2
d+σ

2
G+σ

2
e

cov (Xi,Xj∣π ij)= f(θ,π ij)σ
2
a+g(θ, f 2ij)σ

2
d+φ ijσ

2
G
, for i≠j

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φ ij는 가족 구성원 i와 j  사이의 관계의 계수이

고, g(θ,f 2ij)는 형제쌍에서는 거의 0이다. 이 경우

cov (Xi,Xj∣π ij)=2θ(1-θ)σ
2
g+2(θ-1)θ(1-2θ

2
)σ
2
d

                   +[(1-2θ) 2σ2g-(1-2θ)
4
σ
2
d]π ij+(1-2θ)

4
σ
2
df 2ij

과 같은 식이 성립된다. 만약 오류치(error)에 대한 다중 정규성이 가정된다

면 모수들은 최대 우도(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사용하거나 추정방정식방

법(estimating-equation approach)에  의하여 추정된다. 이 모형의 형태가 가족 

구성의 고려사항이 상당히 보편적이기 때문에, variance component 방법은 형

제 관계나 핵가족(nuclear family)를 넘어서 표본추출이 확대된 많은 가족들에

게 종종 사용된다(Almasy, L. & Blangero, J.,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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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결과 variance component 접근법은 IBD sharing의 함수로

써 쌍의 공분산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새로운 Haseman-Elston 방법과 유

사하다. 두 모형은 분포의 가정에서 다른 점이 나타나는데, variance compon-

ent 방법은 만약 다중 정규성이 만족되면 더 큰 검정력을 가지게 되고, 

Haseman-Elston 방법은 좀 더 로버스트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variance component 방법은 다원유전자(polygenic) 부분이 포함되고, Haseman 

-Elston 방법에는 일반 절편 부분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또다른 방법인 weighted pairwise correlation(이하 WPC) 통계량은 

Commenges[1994]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검정은 여러 가지 관계쌍을 포함하

는 큰 가계도에 적합하다. 각 구성원 nf를 포함하는 F  라는 가계도의 구성을 

고려하자. 개별적인 가계도에 대하여, 스코어 통계량(score statistic)에 관한 일

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SL=∑
i < j
WijUiUj

Wij= π̂ ij- π̂ rij  : centered IBD-sharing estimates for the pair of 

relatives i  and j

Ui  : the residual x i-E(X∣covariates), based on some parametric 

model for the mean of X 

만약 이 값이 좀 더 로버스트 하려면 Ui는 중심 계수(centered rank)로 변

환되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바뀔 것이다.

SR=∑
i < j
Wij(Ri-R)(Rj-R)

Ri  : the rank of the ith res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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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the mean of the ranks

F  가계도들의 구성에 대해서 연관성 분석은 다음의 

S=
∑
F

f=1
[SRf-E(Srf)]

∑
F

f=1
var (SRF )

1/2

E(S Rf)=-
nf+1
12 ∑

i < j
Wijf

var (SRF)=A∑
i < j
W
2
ijf+B∑

i < j
∑

r < s, r, s,≠i,j
WijfWrsf-2C ∑

i, j≠i
∑
r≠i,j
WirfWjrf

A=(nf+1)(n f-2)(5n
2
F+n f-8)/720

B=(nf+1)(10nf+16)/720

C=(nf+1)(5n
2
f-3nf-16)/720

식들을 통해 검정하며, 이 검정을 weighted pairwise rank correlation(이하 

WPRC) 검정이라고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WPRC는 하나의 

큰 가계도나 환경에 의한 유전자형(genotype-by-environment)의 상호작용이

나 가계의 특정한(family-specific) 잔차 분산(residual variance)이 나타나는 자

료들에 있어서 (이전의) Haseman-Elston 방법보다 더 강력한 검정력을 갖는

다(Commenges, D., Olson, J. & Wijsman, E., 1994). WPC 또는 WPRC는 양

적형질 뿐만 아니라 이형형질에 적용할 수 있고, IBD-sharing 추정치에 대하

여 iis sharing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 Commenges & Abel[1996]은 상호연관

성이 없는 잔차(uncorrelated residual)을 구한 변형을 제안하 는데 이는 좀 

더 로버스트한 검정 통계량이다.

Goldgar[1990]는 양적형질이 가법적인 유전적 향(additive genetic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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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규분포를 하는 무작위적 환경요소에 기인한다는 것을 가정한 multipoint 

IBD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가법적인 유전적 향( h 2)에 기인하는 전

체 형질 분산(total trait variance)의 비(proportion)와 marker loci에 의해 규정

된 염색체 구간(interval)내의 loci에 기인하는 유전적 편차(genetic variance)의 

비( P)를 사용하여 모수화한다. 형제들에 대한 형질값의 공분산 행렬은 IBD 

sharing 추정치인 h 2와 P로 이루어진 함수에 의해 만들어진다. IBD sharing

에 조건적인 형질값에 대한 우도비는 다중 정규성을 가정하며, 계산적인 최대 

우도비기법(numerical maximum-likelihood techniques)은 P를 추정하는데 사

용되고, P=0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한다. 이 방법은 부모에 관한 자료를 알 

수 없을 때 , 주요한 locus의 효과가 작고,  가법적 유전적 편차 또는 모형을 

근거한(model-based) 분석에 대한 조건이 누락되었을 때에도 모형을 근거한 

연관성분석과 유사한 검정력을 갖는다(Goldgar, D.E. and Oniki, R.S., 1992).

우리는 이 장에서 QTL의 연관성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

았다. 각 방법은 나름대로의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료의 특성에 따

라서 그 장점을 더욱 더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이러한 방법들은 유전인자와 형질의 관계를 규명해주기는 하지만, 해당 유

전인자간의 관계 및 형질들간의 상호관계는 고려치 않음이 사실이다. 또한 유

전적인 것 이외의 효과에 대해서는 환경적 효과로 쓰여지는 잔차값만을 사용

하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에 의해 향을 받기는 하지만 환경적 요인이나 개인

의 생활 습관에 많은 향을 받는 질환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

분할 수 없다. 이러한 인과 및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

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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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구조방정식 모형

3. 1 개요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변수로 대변되는 잠재변수들간의 직․간접적인 인

과관계를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변수를 잠재변수

(latent variable, unobserved variable)와 각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측정변수를 

나누고, 연구자의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은 잠재변수들간의 연결관계에 의

해 가설화되며,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은 각 잠재변수가 어떤 측정변수

에 의해 정의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연결관계에 의해 가설화된다. 측정의 오차를 

이론적 개념과 측정방법에 따른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random error)에 의한 

것 등 오차의 정도를 근원(source)에 따라 구분 지을 수 있으며, 그 성격과 크

기 등을 명시해 줄 수 있어 타당성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개념 및 그 측정변수에 관한 연구

에 적합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에서의 각 계수는 선형구조방정식

을 통해 추정되는데, 각 변수는 직접적으로 측정되는 측정변수와 직접적으로는 

측정되지 않지만 측정변수에 의해 대변되는 잠재변수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구

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잠재변수들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측정변수는 각 

잠재변수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

이란 잠재변수, 측정연수, 측정오차, 잠재변수 간의 상호관계(mutuality), 동시

성(simultaneity), 상호관련성(interdependence)을 동시에 고려하여 구조모형을 

구축하려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기법이라 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공분산 구조 모형(Covariance Structural Model), 인과 

모형(Causal Model), 잠재변수 모형(Latent Variable Model), 동시방정식 모형

(Simultaneous Equation Model)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방정식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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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는 LISREL, AMOS, EQS, COSAN, LISCOMP, 

PLS, Mx 등이 있다.

3. 2 구조방정식 모형의 표현과 표기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경로도

(Path diagram)를 이용하는 것이다. 경로도는 연구자의 구조모형의 구조를 쉽

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모형을 수학적으로 표시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 1. 가상적인 모형의 경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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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 모형은 구조모형(이론모형, 잠재모형)과 측정모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2개의 모형이 서로 관계를 이루어서 서로간의 향력과 연관성을 하

나의 관계식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다. 구조모형이란 이론 및 가설과 

관계된 개념을 구성한 모형으로 보통 분석자, 조사자의 관찰이나 측정을 통한 

것이 아닌 잠재적으로 내재되어져 있다. 또한 측정모형은 말 그대로 조사자나 

분석자가 측정을 통해 얻게 되는 관측값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형을 의미한

다. 일반적으로는 잠재모형, 구조모형이 전체의 결과 부분을 이루게 되는 결과

부의 역할을 하게되고, 측정모형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설명변수의 역할을 하

게되는 원인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된다. 물론 이 과정이 반

복되는 모형 등 변화와 변형이 되어진 모형도 구축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이 일반 다변량 통계분석이나 회귀분석이 이루어 줄 수 없

는 부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복합적인 분석기법이기 때문이다. 즉, 

위의 분석 방법들은 단순 종합적인 분석 기법으로써 하나의 모형에서는 하나

의 결과를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반해 구조방정식 모형들은 일련의 반응변수

들 간의 관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검토 및 검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변량 

통계기법이나 회귀분석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일종의 확장성을 가진 분석방법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변량 통계분석의 하나인 요인분석

의 확장적이라는 개념에서 확증 요인분석이라고도 불린다. 즉 하나의 반응변수

는 또 다른 설명변수가 될 수 있고, 이러한 2원적인 개념의 모형이 동시에 이

루어져 서로간의 효과를 비교 검정하고 모형이 성장하는 과정과 형태를 살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3 구조방정식 모형의 구성

구조방정식이 일반 다른 분석 기법들과 비교하 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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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다중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의 추정이 가능하고, 둘째, 관찰 또는 측정되지 

못한 개념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추정의 결과와 이 추정과정 또한 발생하는 

오차들에 대한 성명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러한 기능들이 가능한 이유는 구

조방정식 모형이 앞서 언급한대로 잠재개념의 구조모형(structural model)과 

직접 측정 및 관찰한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이론구조모형은 잠재변수들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측정모형이란 각 

잠재변수가 어떤 측정변수들에 의해 측정되는가를 보여주는 연결관계이다. 이

론구조모형은 잠재변수들간의 회귀분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측정모형

은 요인분석의 모형과 수학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3. 3. 1 구조모형

구조모형이란 측정 모형을 통해서 나타난 외생개념(변수 등이 모형에서 오

직 한 방향의 예측변수나 독립변수로만 작용되는 개념)과 내생개념(적어도 하

나 이상의 원인․결과 관계에서 결과의 변수가 되는 변수나 개념)을 결합시켜

서 구축한 모형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또한 결합을 하여 구축한 최종의 결과 

역시 내생 개념이 되는 셈이 된다. 그리고 각 가설들의 효과는 또한 다중 회귀

분석과 같이 각각의 예측 오차를 가지고 있어 오차항 또한 내포하고 있다. 여

기서 오차항은 모형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외생 개념들이 설명해 주지 못하

는 다른 부분들을 포함한 항이라고 할 수 있다.

3. 3. 2 측정모형

구조모형과 달리 측정모형은 일단 당연히 모형에 측정 및 관측변수가 들어

간 형태를 띠고 있다. 요인 분석의 경우 관측이나 측정이 된 변수들이 소수의 

잠재된 변수로 축약이 된다. 이 모형의 형태에서 공통 요인이 되는 잠재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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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주는 각각의 측정변수들 이외의 오차항이 추가되고, 또는 관측 변수들간 

오차항들간의 상관관계 및 공분산의 관계로 얽히는 모형 등이 추가되어서 구

축되는 형태가 바로 일반적인 측정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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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유전자 자료의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접근

4. 1 개요

인간에 대한 행동 유전학자들의 자료에 대한 관점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변화되었다. 첫 번째는 다변량 측정치들을 포함하는 유전학적 모형 기법의 확

장이다(Martin and Eaves, 1977; Carey, 1986; Fulker, 1988; Neale and 

Cardon, 1992). 두 번째는 높은 다형의 유전자 형질들(polymorphic genetic 

markers)에 대한 유효성과 특정한 QTL의 위치(locating)에 대한 조합된 통계

학적 유전 방법(associated statistical genetic method)이다(Haseman and 

Elston, 1972; Lander and Green, 1986; Lander and Botstein, 1989; Fulker et 

al., 1995; Kruglyak and Lander, 1995). 분석의 개발은 행동적 질병들에 관한 

동시발병상태(comorbidity)의 형태와, 생물학적 표지와 복합적 결과에 대한 경

로로 변화되었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은 주로 개별적으로 발전되

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앞선 두 가지의 방법 중 첫 번째 기법에 대한 예제

(Eaves et al, 1996)를 제시하고, 그 방법을 확장하여 자료를 통해 고찰해보고

자 한다.

4. 2 문제제기

형제 쌍들을 통해 측정된 변수의 형태를 고려해 보자. 그 형태는 하나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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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대한 장기적인(longitudinal) 자료이거나, 측정 자료치와 가설에 의한 생

물학적 표지, 또는 다변량 자료일 수 있다. 자료의 형태를 간소화하기 위해 여

러 변수들의 형태를 어느 정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두 유전자[(gene) QTLs; 

임의로 Q1과 Q2라 한다.]를 가정한다. 그림 은 다섯 가지 변수(A-E)의 집합에 

대한 두 QTL의 유전적 향에 대한 가능한 형태를 표현한 것이다. 표지

(marker)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섯 개의 변수는 두 개의 잠재적인 유전자 요인

과 유전자 변이의 형질의 관계에 향을 미치는 유전 모형을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QTL인 Q1과 Q2는 유전적 공분산에 의해 정의되는 

공간 내에서 두 개의 직교 요인(orthogonal factor)을 의미한다(Harman, 1976).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s)는 다섯 개의 변수들에 대한 두 유전적 요인의 측

정치이다. 적재치에 대한 제곱값은 표현형에 대한 총 분산으로 QTL에 의해 

제공되는 유전학적 분산(genetic variance)인데 이것은 QTL에 기인한 유전율

(heritability)이다. 이 예제에서 유전자들은 우성(dominance)이나 상위(epistat-

ic) 향이 없는, 순수하게 가법적(additive)임을 가정한다. QTL이 몇몇 변수들

에는 비슷한 향을 미치고 또 다른 변수들에는 다른 향력을 가진다는 사실

을 유념해야한다.

표 2. 변수 별 형제 쌍에 대한 평균과 분산

Mean Variance

Sib 1 Sib 2 Sib 1 Sib 2

A -0.0420 0.0096 0.9662 0.9431

B -0.0437 -0.0314 0.9173 0.9682

C -0.0222 -0.0048 1.0178 0.8983

D 0.0050 0.0264 0.9749 1.0438

E 0.0386 0.0155 0.9475 0.9056

표 2와 3은 두 locus가 0.5에서 증가하는 allele들의 빈도에 대한 모집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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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모의실험(simulate)으로 추출한 1000개의 독립적인 표본으로부터 구한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10×10의 상관행렬이다. QTL은 연관성 평형(linkage 

euqilibrium)을 이룬다. 잔차값들은 쌍간의 환경적 향(within-pair environm-

ental effect), 변수와 형재들 간의 무상관 교차라 하고, 각 변수에서 총 분산의 

20%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형제쌍에서 1/2의 상관성이 있지만 교차하는 변수

(across variable)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가법적 다형 유전적 향(additive 

polygenic effect)들은 QTL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형제들에 교차하는 유전적 

공분산(genetic covariance) 잔차를 생성하기 위해서 모의 실험을 통해서 얻었

다. 잔차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잔차 분산(residual variance)은 개별적인 변수

에서 단일 전체 분산(unit total variance)을 산출함으로써 계산된다. 이러한 단

일 형태에서 형제들의 군간과 군내에 대한 공분산의 교차 측정치(covariance 

across measures)는 QTL의 가법적 향에 기인한다. 그러나, 각각의 형제의 

교차 측정치에 대한 몇몇 공분산들은 설명이 불가능한 다형 유전적인 향에 

기인한다.

표 3. 형제 쌍의 상관행렬

Sib 1 Sib 2

A B C D E A B C D E

A 1.00

B 0.05 1.00

C 0.30 0.26 1.00

D 0.27 -0.28 -0.02 1.00

E -0.60 -0.03 -0.28 -0.24 1.00

A 0.37 0.03 0.12 0.12 -0.29 1.00

B 0.06 0.40 0.07 -0.17 0.02 -0.01 1.00

C 0.13 0.13 0.38 0.05 -0.16 0.29 0.20 1.00

D 0.10 -0.13 -0.01 0.41 -0.13 0.27 -0.26 0.08 1.00

E -0.27 -0.02 -0.13 -0.15 0.38 -0.59 -0.02 -0.33 -0.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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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유전적 요인분석(Genetic factor analysis)

분할된 환경적 향과 비가법적인 유전적 향(nonadditive genetic effect)

이 없기 때문에, 형제쌍의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ꀎ

ꀚ

︳︳︳︳

ꀏ

ꀛ

︳︳︳︳

AA'+EE'      .5AA'

    .5AA'  AA'+EE'

AA'  : covariance matrices of due to additive genetic effect

EE'  : covariance matrices of due to within-family environmental effect

이러한 계승적 표현(factorial representation; 예를 들면 AA')는 잔여의 유

전적이고 환경적인 향을 모수로 나타내기에 편리하고 탄력적인 방법이며, 

∑의 추정치가 확실한 양수가 되게끔 한다. E가 완전계수(full rank)가 되는 

한 이 조건은 만족된다. 유전학적 응용에 적합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표준형을 

만든 이후에, 이 들은 하삼각 행렬(low triangular matrices)으로 A와 E로써 

시작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Neale and Cardon, 1992). 최대우도 추정법에 의

한 유전적, 환경적 공분산 행렬 AA'와 EE'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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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QTL 향이 없음을 가정한 유전적, 환경적 공분산의 최대 우도 추정치

Genetic Covariance

A B C D E

A 0.7094

B -0.0229 0.7533

C 0.2250 0.1810 0.7197

D 0.2254 -0.2935 0.0338 0.8184

E -0.5247 0.0100 -0.2743 -0.2622 0.7062

Environmental covariance

A B C D E

A 0.2450

B 0.0415 0.1885

C 0.0500 0.0391 0.2372

D 0.0426 0.0308 -0.0030 0.1905

E -0.0375 -0.0339 -0.0120 -0.0001 0.2196

- ln( l)=25618.96 6

 그림 2.  그림 3.

그림 2. 모의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두 개의 직교 요인에 대해 다섯 개의 변수 

적재치를 가정하여 구성

그림 3. 다양한 종류의 회전을 통한 유전적 두 요인에 대한 다섯 변수의 분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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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량 유전 모형에 대한 대표적인 구조 모형은 첫째, 동시에 관찰된 몇 가

지 측청치의 향을 받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전적 요인과 둘째, 각각의 변

수에 대한 특정한 유전적 향(유전적 잔여치; genetic residuals)에 의한 유전

적 공분산 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을 생물학적 요인(biometric 

factor) 또는 독립적 경로(independant pathways)라 한다. 그림 4는 두 개의 

유전적 요인과 다섯 개의 확실한 형질의 유전적 변이(trait-specific genetic 

variance)에 의해 얻어진 최대 우도 추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구조는 환경적 향이 방해모수(nuisance parameter)이기 때문에 환경적 향

에 대한 모형이 계속 남겨진다. 이것은 어떠한 (특별히 측정된 QTL과 같은) 

부수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임의로 이차원적 해석에 의한 두 축의 위치를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축에 의한 요인분석은 두 축이 직교하는 경우가 드

물기 때문에 회전(rotation)이 필요하고, 보통 “varimax"방법에 의한 보정이 요

구된다(Kaiser, 1958). 그렇지만 이 자료의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유전적 자료

가 없기 때문에 회전 없이 원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회전은 원래의 값(heuristic value)을 정당화한다. 이것은 QTL의 향을 증명

하기 위한 유전적 표지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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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두 개의 QTL(Q1, Q2)와 다섯 변수에 대한 유전인자 해석 경로도

4. 4 다중 매핑(Multipoint mapping)

모의실험 자료를 일반화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하다. 

첫째, 두 개의 QTL은 유전자의 사이의 10cM의 간격에 50개의 높은 다형의 

표지(하나의 표지 당 아홉 개의 동일한 빈도의 allele)들이 동일 공간에 있다.

둘째, 연관성 평형(linkage equilibrium)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셋째, QTL은 표식 지역의 시작부분으로부터 185cM에서 275cM사이의 거리

에 19번째와 28번째 표지의 좌측에 위치해 있다.

QTL 매핑(mapping) 작업은 유전자의 표지 지역을 넘어 모든 위치 s에서 

QTL 효과에 대한 적당한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Kruglyak and 

Lander, 1995) 표현형의 우도(likelihood) Xi와 임의의 위치 s에서 i번째 형제 

쌍의 표지 자료 Mi는 다음과 같은 비례항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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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 ∑
k=2

k=0
z k(Mi,s)l(x i,k)

k  : the number of alleles identical by descent (0, 1, or 2) at s

l(Xi,k)  : the likelihood of the phenotypes of the ith pair shares k  

alleles IBD

z k(Mi,s)  : probability that the pari shares k  alleles IBD at that location 

given the marker data

여러가지 방법의 z를 구하는 방법은 부록에 소개하 다(Kruglyak and 

Lander, 1995).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z를 추정하기 위해 다섯 개의 표지들

에 대한 추정 위치를 사용하 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도(density)를 가진 유

전자 지도 이상의 표지와 표지의 다형질성의 정도를 추가하는 것은 가중치의 

추정을 달라지게 하지 않는다. z k(Mi,s)는 오직 표지와 위치에 의존하고, 측

정된 형질에 대한 유전적, 환경적 표현형의 차이들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l(Xi,k)는 표지가 아닌 표현형의 QTL과 잔여 조합의 효과에만 의존한다. 

z k(Mi,s)는 s의 추정값의 범위에 대해 주어진 표지 집합에 관한 각각의 형제 

쌍을 계산하는데, i번째 쌍에 대한 비례항은

f k ∑
l=c

l=1
PL(l∣k)Q(MLi∣l) ∑

m= c

m=1
PR(m∣k)Q(MRi∣m)

∑ : over all c  possible combinations of IBD for the markers left and 

right of s

PL(l∣k)  : the probability of the lth IBD combination amo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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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rs left of s, given that the pair is IBD at s

Q(MLi∣l)  : the probability of the given phenotypes in the ith pair at 

the marker to the left of s, given that the pair had the lth combination of 

i.b.d. states at these markers

PR(m∣k), Q(MRi∣m)  : the corresponding probabilities for markers to 

the right of s

종합적인 우도는 어떠한 고유의 유전적 모형의 모수에 대해서는 주어진 s

에 대해서 최대화할 수 있다. LQ(s)를 s에서의 QTL의 효과와 잔여 유전적․

환경적 향의 특정한 결합 향력(joint effect)을 가진 모형하의 최대 로그-

우도(maximum log-likelihood)라 할 때, 이 값은 QTL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

한 모형하의 대응(corresponding) 최대 로그-우도 함수이다. 두 번째 모형은 

어느 위치에나 사용되는 첫 번째 모형에 제약을 가한 것으로써, 교차하는 유전

자의 추정되는 위치의 연속점에 대한 차, R( s)=LQ(s)-L 0 (s)는 유전자 상에

서 다른 점들에서의 QTL 효과에 대한 연관성 지지도(relative support)를 추정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로그-우도비들의 집합으로 산출할 수 있다.

구조 모형의 제안에 대하여 유전 향과 빈도를 환산하여 확실하게 모수를 

만족시키는 것과 형제쌍의 조건부 IBD의 공분산 구조만을 고려하는 것은 편

리한 방법이다. 이 접근법은 가족 내에 측정값의 분포의 높은 적률에 대한 정

보를 무시한다.

∑ k (2n×2n)를 k  alleles의 IBD 몫이 주어진 형제 쌍에 의해 측정된 n개

의 변수들의 공분산 행렬의 기대치(expected covariance matrix)라 하고, 

μ( 1×2n)를 형제 쌍에서 형질의 기대값의 벡터(vector)라 한다. k개 allele들

의 IBD 쌍의 몫에 대한 로그-우도는 X의 분포와 조건부 k가 다중 정규성을 

만족한다는 가정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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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i,k)=-
1
2
ln | ∑k | -

1
2
(Xi-μ)'∑k (Xi-μ)

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환경적 향과 비가법적인 유전적 향들이 없

기 때문에 형제 쌍의 공분산 행렬은

k ( s)

ꀎ

ꀚ

︳︳︳︳

ꀏ

ꀛ

︳︳︳︳

AA'+EE'+QQ'    1/2 AA'+ f k QQ'

1/2 AA'+ f k QQ'   AA'+EE'+QQ'

QQ'  : the contribution of the QTL effects at locations

이다. 이 식에서 f k가 무작위 표본 추출에 의한 k개 allele들의 IBD로 이루

어진 쌍의 기대 빈도(expected proportion)라 하면, f=(
1
4
,
1
2
,
1
4
)이다. A와 

E는 완전계수가 가정되면 정규화 할 것이고, Q는 만약 유전인자 향이 가

법적이라면 계수의 기대치는 1이다. 최대 우도 측정치를 포함한 A와 E가 완

전계수라는 것을 계산함으로써 평가되어 주어지는 위치 s에서의 QTL에 대한 

전체적인 증거는 모형상에서 Q의 추가여부에 따라 추정된다. 다변량 자료집

합에서 변수의 특정한 세부집합에 대한 QTL의 기여도는 Q를 0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특정 요소와 함께 A, E, 그리고 Q를 추정하는 것에 의해 유사하게 

평가된다. 이 접근법의 교차형질(corss-trait) 공분산 내에서 QTL을 억제하는 

것에 대한 정보에 대한 평균은 개별형질 분산 내의 정보가 아닌 주어진 QTL

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적용의 중요한 점은 추정된 “내부 표현형

(endophenotype)”들이 유전형과 표현형 사이의 생화학적 경로의 형태를 만드

는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자료들은 특정한 결과로 인한 QTL 

발견의 검정력을 높여주는 상호 연관된 변수들을 인정한다.

그림 5는 유전자의 관련된 지역 위에 개별적으로 2.5cM의 연속적인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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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으로 놓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우도비 χ2(자유도 5)를 얻어 그림으로 나

타낸 것이다. 이 모형은 각각의 s에서 가능한 세 가지 IBD 상태 하에서 있는 

각 쌍에 대해 가중 우도를 통한 z들을 이용해 계산한 값으로, Mx(Neale, 

1995)로 적합시킨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QTL 효과에 대한 우도비 

χ
2가 모의실험을 통한 두 개의 QTL과 그 위치가 상당히 가깝다는 것이다.

그림 6은 χ2를 최대화하기 위한 위치에 두 개의 QTL에 의해 정의된 두 

개의 요인에 대한 다섯 개의 변수의 적재치의 최대우도 추정값을 나타낸 것이

다. “실제” 적재치는 그림 6이고, 이는 최대우도를 통해 얻어진 결과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 QTL 효과의 있고 없음에 대한(with and without) 모형간의 로그- 

우도의 두 차이의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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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가중적 최대-우도 추정법에 의한 실제 해결값

4. 5 예제에 대한 고찰

이 예제는 매우 인위적임에도 불구하고, 다변량 다중 연관성 분석은 구조적 

모형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비교적 용이해서 다루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 모의실험은 형제쌍의 임의 표본추출이 유전자형임을 가정하 다. 이 접

근법은 표현형적 값을 기초로 하여 조직적으로 추출된 많은 수의 임의 표본 

추출의 부표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다(Risch and Zhang, 1995). 우도는 표지 

자료가 아닌 표현형적 자료로 얻어지는 것들에 포함되는 형제쌍의 전체의 집

합에 대해 최대화된다. 정확한 최대우도 추정치는 유전형이 측정된 표현형의 

측정치를 조건으로 하여 결정이 되면 구할 수 있고, 유전형이 아닌 쌍에서의 

세 가지 IBD 종류에 대한 가중치는 1
4
:
1
2
:
1
4
의 사전 값(prior value)으로 설

정된다. 단일화 형태(univariate case)에서 적절한 선택(judicious selection)은 

전체 표본에 대한 유전형의 존재량(burden) 분류에 대한 혈족간의 자료

(kinship set)에서 고유한 QTL에 대한 많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다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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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L 분석에 대한 다른 선택 방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계속 진행중이다.

다변량 자료로써 다중 연관성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매

력이 있다. 고유의 다변량은 유전 역학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러

한 접근법은 다중 측정치에 의한 복합 형질 표시들을 정의하는데 얼마나 좋은

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자-유전학적(molecular-genetic)자료에도 이용된다. 단

일 결과물에서의 유전적인 이질성(genetic heterogeneity)은 만약 구성 locus들

이 다른 형질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형태를 보일 때, 해결할 수 있다. 특정한 

복합적인 표현형의 공분산은 유전적으로 좀 더 단순한 관계를 가질 것이고, 따

라서 다변량 분석에서는 단일의 복합적인 결과(single complex outcome)에 

향을 받는 구성 locus들의 해법에서 더 큰 검정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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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제 자료에의 적용

앞의 예제와 이론 정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은 유전자가 

복합 형질을 가질 때, 그 표현형과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고, 쉽게 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형태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주로 정신과

학이나 행동과학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구조방정식의 특성이 

정신과학 분야에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유전자와의 관계를 

그 모형에 넣지는 않았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당뇨병의 원인과 결

과에 대한 관계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있었고(Chan, JCN et al., 2002), 이

는 이러한 모형이 정신․행동 과학 분야뿐만이 아닌 복합형질이 존재하는 어

느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혈

관 질환의 유전적 특성 및 형질적 특성을 확장된 개념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5. 1 심혈관 질환

심혈관계 질환은 1970년대 한국인의 질병양상이 만성질환으로 변화한 이후 

줄곧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었으며,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현재 한국인 사망원인의 23.4%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심혈관질환 가운데서도 허혈성심질환과 뇌혈관질환(뇌졸중)은 사망률이 매

우 높은 질환으로 전체 심혈관질환 사망률의 72%가 이 두 가지 질병군에 의

한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최근 10년 동안 3배 

가량 증가하 으며 생활방식이 서구화되고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더욱 규

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관리 대상 질환이다.

우리 나라의 뇌혈관질환(뇌졸중) 사망률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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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단일 질환으로서는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뇌혈관질환 가운데 뇌출혈에 의한 뇌졸중은 근래에 들어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뇌경색에 의한 뇌졸중은 허혈성심질환과 비

슷한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뇌혈관질환의 사망률은 조금씩 

변동을 보이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사망원인으로 우리 나라에서 최우선적인 

관리대상질환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뇌혈관질환은 60세 이상의 노

인층에서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인구가 점

차 고령화됨에 따라서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혈관질환은 발생 규모가 크고 치명률이 높은 질환일 뿐 아니라, 비록 생

존한 경우라도 다양한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환자 개인의 건강수준을 크게 낮

추며 사회적으로도 치료와 재활에 막대한 자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점차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심혈관질환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

적으로도 큰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연령 별 의사진단 심혈관질환 유병율

                                                     (단위: 명/인구 1,000명)

0∼

9세

10∼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9세
70세∼ 

고혈압 0.41 0.98 7.74 25.49 66.69 108.14 131.78

중풍,

뇌혈관질환
0.20 0.10 1.09 2.27 13.61 29.68 53.01

협심증,

심근경색증
0.09 0.37 2.97 12.16 20.90 15.8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년도 국민건강․ 양조사-건강면접조사 

부문」, 199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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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심혈관 질환의 유발 인자

5. 2. 1 환경적 요인

심혈관 질환은 앞의 설명에서 보듯이 하나의 측정값으로 그 질환을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여러 종류의 질병을 더불어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인지도 능력이나 우울증과 같이 하나의 값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넓은 의미에서의 심혈관 질환이란 다

양한 형질의 종합적인 측정치를 통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흔히 

고혈압은 혈압의 상태, 중풍이나 뇌혈관 질환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흡연, 음주

가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각 질환에 대한 요인이 서로 유기

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 요인들과 함께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역시 

서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심혈관 질환은 그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적 요소와,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일

반 요인을 단 한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 

질환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측정된 여러 가지 요소들의 관계를 이용한 

구조 방정식 모형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5. 2. 2 유전적 요인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질병유전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중 19번 염색

체의 여러 유전자 중 APOE(Apolipoprotein E) 유전자는 LDL(low- 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켜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

전자로 알려져 있다(Carlos Lahoz et al , 2001). 이 APOE 유전자는 ε2, ε3, 

ε4  의 3가지 대립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ε2  와 ε4  가 우성형질의 

질병유전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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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E 의 각 대립형질의 모집단 빈도는 인종에 따라 약간 씩 다르지만 대

규모의 Framingham 연구에 따르면 ε3  : 0.802, ε4  : 0.119, ε2  : 0.079 으로 

나타난다 (Carlos Lahoz et al., 2001). 또 유전자가 ε4  / ε4  의 대립형질로 구

성되어 있을 때는 90% 이상의 발병률을 보이고 하나의 대립형질만 ε4  이고 

다른 하나는 ε2  또는 ε3  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약 50% 정도의 발병률을 보

인다. 또한, 16번 유전자 위에 있는 CETP(Cholesteryl Ester Transfer Protein) 

역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중요 유전자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 CETP

와 HDL(high-density lipoprotein), Apo-AI(apolipoprotein AI)와의 관계를 규

명하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Corbex, M et al., 2000).

5. 3 사용되는 심혈관 질환 자료 설명

본 연구에서는 유전적인 향과 환경적인 향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고, 이

에 따른 형질을 측정하여, 각 향과 형질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

이므로 다음과 같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S병원에 내원하여 심혈관 질환 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형제 100쌍을 

무작위로 뽑아 그에 대한 자료를 얻었는데, 이는 형제쌍을 통한 분석(sib-pair 

analysis)을 통해 상호 연관성 분석을 하려는 것이다. 현재 구조방정식을 통한 

유전자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쌍둥이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는 

쌍둥이의 유전 형질이 형제에 비해서 서로간의 연관성이 훨씬 크며, 그 관계에 

대한 공분산 등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어 행렬식을 세우거나 이 행렬식을 통

해 분석을 하는데 있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들 임의로 뽑은 100개의 형제쌍

에 대해서 유전적 요인(APOE, CETP)과 환경적 요인(음주, 흡연여부), 그리고 

일반형질(LDL, BMI, APO-AI)을 조사하 다. 유전형질에 대해서는 각 유전자

에 대한 IBD proportion값을 이용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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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모형 도출 및 결과 해석

6. 1 형제쌍 자료를 이용한 모형

100쌍의 형제자료를 통한 모형 구축은 그림 7과 같다. 이 모형은 Heath 등

(1989)이 제안한 쌍둥이 자료에 대한 ACE 유전모형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림 7. 형제 쌍 자료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도



- 37 -

위의 모형도는 ACE 유전 모형의 가법적 유전효과(Additive effect)와 공통적 

환경요인(Common environmental effect), 그리고 고유한 환경요인(unique Envir-

onmental effect)중에서 쌍둥이의 효과에 해당되는 공통적 요인 부분은 형제쌍의 

자료를 사용한 이 모형에서는 적절치 못해 제거하여 구축한 모형이며, 이를 분석

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의 그림 8과 표 6과 같다.

 그림 8.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도



- 38 -

 표 6. 구축된 모형에 대한 모형 적합도 결과

Fit Measure Default model Zero model Saturated Independence

Discrepancy 162.721 693 0.000 199.631

Degrees of freedom 84 105 0 91

P 0.000 0.000 0.000

Number of parameters 21 0.000 105 14

Discrepancy / df 1.937 6.6 2.194

RMR 81.147 231.518 0.000 93.849

GFI 0.765 0.000 1 0.712

Adjusted GFI 0.706 0.000 0.668

Parsimony-adjusted GFI 0.612 0.000 0.617

위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Discrepancy / df가 1.937이고, GFI가 0.765로서 모

형이 적합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모형은 제 1 형제 부분에서 변수에 대

한 제약이 상당히 많고 그에 따른 ε값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 모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제 1 형제의 자료 문제 

등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한 모형의 측정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두 번째로 개인 자료를 통한 모형 구축을 실시해보고자 한다.

6. 2 독립된 자료를 이용한 모형구축

앞선 모형 구축에서 형제 쌍의 자료를 이용한 모형구축의 결과에서 전체적

인 모형적합도를 저해하는 요소가 대부분 첫 번째 형제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두 번째로는 첫 번째 형제자료를 제외한 두 번째 

형제의 자료만으로 모형을 구축하 다. 이 모형은 독립된 개인의 결과를 이용

하기 때문에 형제간의 공통요인은 모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른 모형 구

축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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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개인자료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도

위 모형은 첫 번째 구조방정식 모형과는 달리 쌍으로 이루어진 자료가 아

니기 때문에 각 쌍에 대한 상호연관성으로 볼 수 없다. 상호연관성을 볼 수 없

는 점을 제외한 전체적인 모형 구성은 첫 번째 모형과 같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모형에 따른 결과는 그림 10과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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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도

 표 7. 구축된 모형에 대한 모형 적합도 결과

Fit Measure Default model Zero model Saturated Independence

Discrepancy 23.209 346.5 0.000 53.326

Degrees of freedom 14 28 0 21

P 0.057 0.000 0.000

Number of parameters 14 0.000 28 7

Discrepancy / df 1.658 12.375 2.539

RMR 47.807 256.41 0.000 76.764

GFI 0.933 0.000 1 0.846

Adjusted GFI 0.866 0.000 0.795

Parsimony-adjusted GFI 0.467 0.000 0.635

위 모형에 대한 결과를 보면, p-value가 0.057, Discrepancy / df가 1.658, 

GFI가 0.933으로써 전체적인 모형을 아주 잘 만족하고 있으며, 또한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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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비해 훨씬 더 좋은 모형적합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 

1 형제자료 부분이 본 연구를 수행하여 모형을 적합시키는데 있어서 많은 저

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결론 및 고찰 부

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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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형제쌍의 경우와 독립된 경우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 다. 형제 쌍의 경우 상호간의 유전적 또는 공통환

경요인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심혈관 자료에서는 그러한 의의를 얻기 어려웠다. 이는 심혈

관 자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데, 형질의 측정치가 원래의 자연적인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LDL을 비롯한 혈액 및 혈압측정치등이 비 정상적인 경우에 해

당 수치를 낮추기 위한 약물을 복용하 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좀 더 정확한 

특성을 파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자료의 변형으로 인해 

APOE와 LDL, CETP와 APO-AI의 관계 등, 기존연구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는 강한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보 다. 반면에 첫 

번째 모형에서 좋은 추정치를 보여주었던 두 번째 형제의 자료를 이용한 모형

은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모형의 결과를 통해 유전자 연

관성 분석에 있어서 가계도나 형제쌍과 같은 광범위한 자료가 아닌 개개인의 

자료만을 이용해서도 그 분석이 용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본 연구에서 시행한 유전 연관성 분석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모형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유전적 효과, 환경적 효과 및 

형질의 자료 구조 또는 형태에 따라 모형을 적절히 변형함으로써 가장 효과적

이고 유의성 있는 모형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상호연관성에 대한 사전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에서의 자

료를 하나의 구조모형 안에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APOE와 

CETP는 앞에서 설명하 듯이 각기 다른 염색체 상에 존재하고 있으나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는 유사한 작용을 하거나, 동일한 형질 및 연관성이 보이는 형

질에 미치는 향력을 검정할 수 있다. APOE가 LDL에, CETP가 APO-A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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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기존의 연구 등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며 또

한 LDL과 APO-AI 수치는 심혈관 질환을 측정하는데 있어 많은 연관성을 가

지고 있으므로, 그 유전자 사이에 상호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본 연

구에 대한 모형구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유전적 연관성 분

석과는 다른 접근방법으로써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의 자료를 입력할 때, 흡연과 음주와 같은 변수를 추

가함으로써 환경적 효과에 대한 측정치를 구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

에서 보여주었던 단순한 유전적 향과 형질간의 관계에 대한 접근법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접근법에서 막연히 환경적 효

과라고만 표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확한 환경적효과에 대한 측정도 가능해 

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구조방정식은 각 변수가 상호 독립적이지 못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많은 사

회과학 분야에서 그 시작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복합적인 외생변수에 의한 

질병유발이 많은 정신과학이나 행동과학 분야에서 이러한 구조방정식 모형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유전자와 형질을 통한 질병의 발생에 대한 

모형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복합적인 향에 의해 나타나는 형질 및 질

병에 대해서 유전적 향이나 환경적 향에만 국한된 독립적이거나 단독의 

변수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지 않고, 이를 전체적인 하나의 틀 속에서 상호 유기

적인 관계를 보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구

조방정식 모형으로 APOE와 CETP의 유전적 향에 대해서 기존의 향

(APOE → LDL, CETP → APO-AI) 이외에도 BMI에 대한 관련성을 볼 수 

있었으며, 또한 음주와 흡연을 이용한 환경적 효과에 대해서도 관련성에 대한 

측정치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의미를 뒷받침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

한 몇몇 특징과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개인 자료와 같이 얻어내기 쉬운 

자료를 통해 유전적 관계를 규명함은 물론이고, 가계도 또는 형제 등의 관계쌍

으로 구성된 자료를 통해 좀 더 정확한 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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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강제적인 우도의 최대화를 위한 EM 

알고리즘 (EM Algorithm for Constrained Lik-

elihood Maximization)

일반적인 우도의 최대화에 관한 식은 다음과 같다.

∏
i

z 0ρ i0+z 1ρ i1+z 2ρ i2
α 0ρ i0+α1ρ i1+α2ρ i2

ρ ij  : probability of observing the data for the ith sib pair, given that 

the pair shares j  alleles IBD

z j  : the sharing proportion

최대화를 실행하고, zi의 최대 우도(maximum likelihood, 이하 ML)를 구하

기 위해 EM 알고리즘(Dempster et al., 1977, Little and Rubin, 1987)을 사용

한다.

E-부분(이하 step)에서 다음의 식을 통해서 각각의 비율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한다.

z ij=
z iρ ij

∑
i
z iρ ij

그 다음으로, 가계도의 할당치인 0, 1, 2 allele의 IBD의 기대 수(expected 

number) n 0, n 1, n 2를 얻은 쌍으로 z ij의 합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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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ep에서 이 기대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추정치인 z 0, z 1, z 2를 구한다. 

비강제적인 최대화에서 이 추정치들은 쌍의 총 수가 n일 때, z i=
ni
n
라는 평

범한 값들을 갖는다.

E-step과 M-step은 z 0, z 1, z 2의 ML 값에 대해서 수렴할 때까지 반복된

다. 만약 ML 추정치가 가능한 삼각 범위 안으로 떨어진다면, 그 값들을 채택

한다. 만약 그 삼각범위 밖으로 떨어지게되면, 우도는 삼각형의 한 변으로 다

시 최대화된다(Holmans, 1993). 다음 값들이 바로 E-step이다. M-step은 이와

는 약간 다르다. 만약 z 1=
1
2
로 강제 지정한다면, 새로운 추정치들은

z 0=
n 0

2(n 0+n 2)
; z 2=

n 2
2(n 0+n 2)

가 되고, 만약 z 1=2z 0이면 새 추정치들은

z 0=
n 0+n 1
3n

; z 1=
2(n 0+n 2)

3n
; z 2=

n 2
n

또한 강제적 최대화는 유전질의 특정 모형을 검정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실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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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구조방정식 모형의 세부 결과표

1. 형제쌍의 자료

Model: Default model

Regression Weights

Estimate S.E. C.R. P

L1 <-- drink1 1

L1 <-- smoke1 1

L2 <-- drink2 0.019 0.007 2.577 0.01

L2 <-- smoke2 0.013 0.005 2.745 0.006

LDL1 <-- L1 1

LDL2 <-- L2 1

bmi2 <-- L2 40.038 3.08 12.998 0.000

bmi1 <-- L1 1

LDL1 <-- CETP01 1

bmi1 <-- CETP01 -4.408 1.471 -2.997 0.003

bmi1 <-- APOE01 6.996 1.832 3.818 0

LDL2 <-- CETP02 25.954 12.482 2.079 0.038

bmi2 <-- CETP02 1

LDL2 <-- APOE02 44.901 19.189 2.34 0.019

bmi2 <-- APOE02 -5.793 1.912 -3.03 0.002

APOAI1 <-- L1 1

APOAI2 <-- L2 1

APOAI2 <-- CETP02 1

APOAI1 <-- CETP01 1

LDL1 <-- APOE01 1

APOAI1 <-- APOE01 1

APOAI2 <-- APOE02 1

Covariances

Estimate S.E. C.R. P

CETP01 <--> CETP02 -0.026 0.006 -4.39 0.000

APOE01 <--> APOE02 -0.019 0.004 -5.29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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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s

Estimate S.E. C.R. P

CETP01 0.034 0.005 6.249 0.000

APOE01 0.024 0.004 6.083 0.000

CETP02 0.065 0.01 6.571 0.000

APOE02 0.028 0.004 6.674 0.000

e3 0.005

e2 0.948 0.16 5.923 0.000

e10 1.427 0.243 5.874 0.000

e11 3.026 0.482 6.276 0.000

e19 0.005

e18 0.005

e16 0.005

e14 0.005

e15 744.835 128.87 5.78 0.000

e13 1326.782 200.671 6.612 0.000

e4 432.762 75.08 5.764 0.000

e5 349.641 62.356 5.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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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Measures

Fit Measure Default model Zero model Saturated Independence

Discrepancy 162.721 693 0 199.631

Degrees of freedom 84 105 0 91

P 0.000 0 0

Number of parameters 21 0 105 14

Discrepancy / df 1.937 6.6 2.194

RMR 81.147 231.518 0 93.849

GFI 0.765 0 1 0.712

Adjusted GFI 0.706 0 0.668

Parsimony-adjusted GFI 0.612 0 0.617

Normed fit index 0.185 1 0

Relative fit index 0.117 0

Incremental fit index 0.319 1 0

Tucker-Lewis index 0.215 0

Comparative fit index 0.275 1 0

Parsimony ratio 0.923 0 1

Parsimony-adjusted NFI 0.171 0 0

Parsimony-adjusted CFI 0.254 0 0

Noncentrality parameter

estimate
78.721 0 108.631

  NCP lower bound 46.416 0 71.604

  NCP upper bound 118.826 0 153.399

FMIN 1.644 0 2.016

F0 0.795 0 1.097

  F0 lower bound 0.469 0 0.723

  F0 upper bound 1.2 0 1.549

RMSEA 0.097 0.11

  RMSEA lower bound 0.075 0.089

  RMSEA upper bound 0.12 0.13

P for test of close fit 0.0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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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Measures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204.721 693 210 227.631

Browne-Cudeck 

criterion
212.221 693 247.5 232.631

Bayes information 

criterion
314.85 693 760.644 301.051

Consistent AIC 280.429 693 588.543 278.104

Expected cross

validation index
2.068 7 2.121 2.299

  ECVI lower bound 1.742 6.196 2.121 1.925

  ECVI upper bound 2.473 7.879 2.121 2.752

MECVI 2.144 7 2.5 2.35

Hoelter .05 index 65 19 57

Hoelter .01 index 72 2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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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적인 개인자료

Model: Default model

Regression Weights

Estimate S.E. C.R. P

L2 <-- drink2 0.019 0.007 2.864 0.004

L2 <-- smoke2 0.013 0.005 2.744 0.006

LDL2 <-- L2 106.623 46.005 2.318 0.020

bmi2 <-- L2 46.044 3.53 13.043 0.000

bmi2 <-- CETP02 -1.047 1.263 -0.829 0.047

LDL2 <-- APOE02 1

bmi2 <-- APOE02 -5.956 1.923 -3.098 0.002

APOAI2 <-- L2 1

LDL2 <-- CETP02 11.534 12.396 0.930 0.035

APOAI2 <-- CETP02 -2.43 8.637 -0.281 0.037

APOAI2 <-- APOE02 1

Variances

Estimate S.E. C.R. P

e10 1.674 0.273 6.136 0.000

e11 3.590 0.586 6.122 0.000

e18 0.005

e1 0.077 0.011 6.981 0.000

e2 0.030 0.004 6.775 0.000

e16 0.005

e15 960.510 145.535 6.600 0.000

e17 493.837 75.206 6.56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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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Measures

Fit Measure Default model Zero model Saturated Independence

Discrepancy 23.209 346.5 0 53.326

Degrees of freedom 14 28 0 21

P 0.057 0.000 0

Number of parameters 14 0 28 7

Discrepancy / df 1.658 12.375 2.539

RMR 47.807 256.41 0 76.764

GFI 0.933 0 1 0.846

Adjusted GFI 0.866 0 0.795

Parsimony-adjusted GFI 0.467 0 0.635

Normed fit index 0.565 1 0

Relative fit index 0.347 0

Incremental fit index 0.766 1 0

Tucker-Lewis index 0.573 0

Comparative fit index 0.715 1 0

Parsimony ratio 0.667 0 1

Parsimony-adjusted NFI 0.377 0 0

Parsimony-adjusted CFI 0.477 0 0

Noncentrality parameter

estimate
9.209 0 32.326

  NCP lower bound 0 0 14.526

  NCP upper bound 26.543 0 57.801

FMIN 0.234 0 0.539

F0 0.093 0 0.327

  F0 lower bound 0 0 0.147

  F0 upper bound 0.268 0 0.584

RMSEA 0.082 0.125

  RMSEA lower bound 0 0.084

  RMSEA upper bound 0.138 0.167

P for test of close fit 0.17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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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Measures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51.209 346.5 56 67.326

Browne-Cudeck 

criterion
53.671 346.5 60.923 68.557

Bayes information

criterion
114.924 346.5 183.43 99.184

Consistent AIC 101.681 346.5 156.945 92.562

Expected cross 

validation index
0.517 3.5 0.566 0.68

  ECVI lower bound 0.424 2.931 0.566 0.5

  ECVI upper bound 0.692 4.144 0.566 0.937

MECVI 0.542 3.5 0.615 0.692

Hoelter .05 index 102 12 61

Hoelter .01 index 125 14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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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nkage Analysis of Quantitative Trait Loci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Han, Mooyoung

                                     Dept. of Biostatistics and Comput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 this thesis, I appli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the quantitative 

trait loci, and presented the approach that search out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the genes on the different chromosome and several 

trait. For this approach, I structured each model using sib-pairs and 

individual data set.

In this study, I used CETP(chromosome no.16) and APOE(chromosome 

no.19) on the markers, smoking and drinking on the environmental effects 

and LDL, BMI and APO-AI on the quantitative traits which in the real 

research data set for studying the cardiovascular disease in South Korea.

Structural equation model from this study, applied the ACE genetic 

model that is the result of obtaining real data set, found out the estimation 

between two markers(APOE and CETP) and BMI, inclu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APOE and LDL, and CETP and APO-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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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it estimated the environmental effects that defined smoking 

and drinking.

From the results, structural equation model can use the one possible 

approach for the QTL linkage analysi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Quantitative Trait Loci 

(QTL), Linkag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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