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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view aimed to arrange the process of a systematic review for genome-

wide association studies in order to practice and apply the genome-wide meta-analysis 

(GWMA). The process has a series of 5 steps: searching and selection, extraction of 

related information, evaluation of validity, meta-analysis by types of genetic model, and 

evaluation of heterogeneity. Contrast to intervention meta-analysis, GWMA has to 

evaluate Hardy–Weinberg equilibrium (HWE) on third step and to conduct meta-analyses 

by five potential genetic models such as dominant, recessive, homozygote contrast, 

heterozygote contrast and allelic contrast on fourth step. The ‘genhwcci’ and ‘metan’ 

commands of STATA software evaluates HWE test and estimates a summary effect size, 

respectively. A meta-regression using ‘metareg’ command of STATA would be conducted 

to evaluate related factors of heterogeneities.  

 

Keywords: Meta-analysis, Reviews,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Polymorphism, 

Genetic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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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악성종양 (malignant neoplasm) 즉 암 (cancer)는 체세포 돌연변이 

(somatic mutation) 으로 발생된다. 이 이론에서 발전하여 오늘날은 암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 환

자 개인맞춤의학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1]. 이런 흐름에 유전체 역학연구 (genome-wide 

epidemiology)와 관련한 근거의 생성을 크게 요구하고 있다 [2]. 

질병발생과 관련한 유전체를 찾는 연구의 분석 대상은 유전기술의 발달에 따라 염색체 

이상 (chromosomal abnormalities), 대립 유전자의 이형성 (allelic heterogeneity), 단일염기다형성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으로 변천해 왔으며, 각 분석대상에 맞추어 linkage analysis 

study, genetic association study (GTAS),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 이름의 유전체역

학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2,3]. 

그러나 유전체역학연구를 통해 질병과 관련하였다고 보고한 유전자들 중 후속연구에서 

재현성 (replication) 이 떨어지는 ‘승자의 저주 (winner’s curse)‘ 란 현상을 보이고 있다 [4-6]. 그 

이유에 대하여는 인종간의 유전체 다양성 (population stratification), 다양한 검사 측정법, 부적절

한 분석 대상수 등으로 이 현상을 해석하고 있지만 [7-9], 이러한 이유들은 곧 유전체역학연구에

서 메타분석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근거가 된다 [10-12]. 

본 원고는 특정 질병과 연관된 SNP를 알아보는 GWAS의 연구 결과들에 대하여 메타분

석을 적용한 ‘유전체 메타분석 (Genome-wide Meta-analysis, GWMA) [13]의 연구 전체 과정을 소

개하고, 특히 메타분석의 실제 적용의 예를 제시하여서 국내 GWMA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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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GWMA의 일반적인 수행 과정을 소개한 기존의 논문들 [10, 12-17]의 내용을 재정리하면, 

표 1처럼 5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기존의 체계적 고찰과 달리 유전체 메타분석이 차별화 되는 

것은 셋째 단계로 선정된 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Hardy-Weinberg 평형상태 (Hardy-Weinberg 

Equilibrium, HWE)를 확인하는 점과 넷째 단계로 유전 모델 (genetic model)을 반영하여 메타분석

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통계프로그램을 적용하여 HWE 검정과 요약효과크기 (summary effect size)를 얻어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시아인에 있어서 Fc receptor-like 3 (FCRL3)-169 C/T polymorphism와 

rheumatoid arthritis의 관련성을 연구한 Song et al. [18]을 예제로 삼았다. 해당 메타분석의 최종 

선정된 분석 대상은 총 15개 논문이었으며, 전체 대상자는 22,312명 (= 환자군 11,170 + 대조군 

11,142)이었다. 하부군 분석을 위하여 아시아인, 유럽인, 북미원주민의 3 인종으로 구분하였다. 분

석 대상인 다형성 유전형 (polymorphic genotypes)은 CC, CT, TT 이었다. 이후 통계분석 적용을 

위하여 STATA version 14.2 (StataCorp, TX, USA)의 명령어를 소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1단계: 관련 논문 검색 

 일반적인 체계적 고찰 (systematic reviews)의 검색과정과 비교할 때, GWAS 논문의 검색

과정은 검색 자료원과 중심단어 (keywords)가 다를 뿐이다. GWAS 검색자료원은 Casado-Vela et 

al. [19], Ramasamy et al. [20], Wallace et al. [21] 의 표로 정리한 자료원 (data sources) 을 활용하

기를 권한다. 유전체 역학과 관련하여 ‘genetics, alleles, polymorphisms’ 의 중심단어가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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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headings 으로 선정되어 있다 [22].  

 전자 검색을 한 이후, 관련 논문의 선정과정을 밝히는 흐름도는 Sagoo et al. [12] 가 제

시한 것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2단계: 선정한 논문의 관련 정보 추출 

 선정된 GWAS 논문들에서 추출할 정보들은 다음 단계인 각 논문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GWAS 논문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는 Attia et al. [4], de Bakker et al. 

[14], Ramasamy et al. [20], Khoury et al. [23] 논문들에서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중 

GWMA 결과를 환자 치료에 활용한다는 점을 반영한다면, Attia et al. [4] 이 제시한 항목들을 활용

하기를 적극 권한다. 이 과정에서 추출한 정보의 표 정리는 Sagoo et al. [12] 가 제시한 것을 사

용할 것을 권한다.   

 만약 추출과정을 통해 선정된 유전역학 관련 논문들 각각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할 필

요성이 있다면, Thakkinstian et al. [24]이 부록으로 제시한 평가표나 유전체 역학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지침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genetic association studies)의 점검표를 적용할 수 있다 

[25].  

 

3단계: 추출 정보들에 대한 타당성 평가 

 

 GWMA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핵심은 HWE 여부이다. HWE란 제한된 조건하에

서 유전자와 유전자형의 빈도가 세대를 거듭하여도 변하지 않고 항상 평형을 이룬다는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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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를 들어, 유전자 A의 빈도가 p, 대립유전자 a의 빈도가 q의 값을 가지며 p+q=1의 값을 갖

는다고 할 때, population에서 평형을 이룬다면 세 가지 유전자형 AA, Aa, aa의 유전자형의 빈도

는 각각 p², 2pq, q²이 되며, p²+2pq+q²=1이 된다. 이를 이용하여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알면 유전

자형의 빈도를 예측할 수 있다.  

 HWE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은 연구설계 (study design)에 따라 달라진다. 코호트 연구 

(cohort study) 또는 단면조사연구(cross-sectional study)일 때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체 그룹을 

대상으로 HWE를 확인한다. 반면에 환자-대조군 연구 (case-control study) 경우는 대조군에 대해

서만 HWE를 평가한다. 그 이유는 환자군의 경우 유전자형(genotype)이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면 

HWE란 평형상태를 이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HWE를 만족하지 않는 연구들은 4 단계의 메

타분석에서 제외하고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5 단계에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그 의미를 찾

기를 제안한다. 

 HWE 여부를 확인하는 주된 검정법은 카이자승법 (chi-squared test)이다 [26]. 이는 확인

대상 집단에서 얻어낸 관측 결과와 HWE 가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예측 결과를 비교하는 통계

기법이다. 다시 말해서 관측치와 예측치간의 편차 (deviation)의 정도를 평가하며, 카이자승 분포

상 p값이 0.05보다 작으면 통계학상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며, HWE를 위배한다고 해석한다. 

 STATA 프로그램에서 환자-대조군 연구결과의 HWE 분석을 위해서는 <genhwcci> 명령어 

다음에 환자군과 대조군의 유전형 숫자를 나열하면 된다. 예를 들어 Song et al. [18]에서 제시한 

표 1에서, 선정한 15개 논문 중의 하나인 Han et al. [27]의 TT, TC, CC 유전형 (genotype)을 보인 

경우는 환자군 132, 180, 65명과 대조군 51, 133, 114명 이었다. 따라서 <genhwcci 132 180 6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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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14, binvar label (TT, TC, CC)> 라고 입력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binvar 란 옵션은 binomial 

분포를 이용한 표준오차를 추가로 구하라는 뜻이며, label 은 제시한 유전형에 맞추어 결과를 제

시하라는 것이다. 대조군에서 Pearson 카이자승법의 p-value가 0.257로 HWE를 위배하지 않는다

고 해석하게 된다.  

 

4단계: 적합한 유전모델 결정 

 C/T polymorphism에서 C를 우성으로, T를 열성으로 간주할 때, 조합 가능한 유전 모델은 

우성 (dominant; CC+CT vs TT), 열성  (recessive; CC vs CT+TT), 동형접합자 대조 (homozygote 

contrast, CC vs TT), 이형접합자 대조 (heterozygote contrast, CC vs CT), 대립유전자 대조 (allelic 

contrast, C vs T)의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17,18,28.29].   

 각 모델에 맞추어 개별 논문의 환자군과 대조군의 빈도수를 합산한 다음 메타분석을 준

비한다. 예를 들어 대립유전자 대조 (C vs T)를 위하여 Han et al. [27]의 CC, TT 군에 두 배를 한 

다음 TC 값을 각각 더한다 [Fig 1]. 즉 환자군의 C는 CC군 65의 두배인 130에 TC 180을 더한 310 

(=65×2+180) 이 되며, T는 444 (=132×2+180) 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대조군의 C는 361 

(=114×2+133), T는 235 (=51×2+133) 이다. 이런 작업을 나머지 14개 논문에 적용한 다음, 메타

분석을 수행한다.  

 빈도수를 활용한 메타분석을 위해 STATA에서 <metan> 명령어를 사용한다. 숲그림 

(forest plot) 작성, 요약한 효과 크기 (summary effect size) 산출, 이질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I-

squared 값 산출, 출판바이어스 (publication bias) 수준을 평가하는 깔대 그래프 (funnel plot)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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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Egger 혹은 Begg 검정을 위한 metan 명령문의 옵션 사용은 Shim et al. [30]를 참조하기를 

권한다. 그림 2는 Song et al. [18] 의 추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립유전자 대조 유전모델에 대한 메

타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metan case_C case_T control_C control_T, or randomi by(ethnicity)> 

라는 명령어를 주어 얻은 Forest plot 이다.   

 

5단계: 이질성 평가 

 이질성이 확인이 되면 우선적으로 인종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15,29]. 유전자 풀 

(genetic pool)이 다르면 유전체 역학연구들 간에는 이질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4,31]. 따라

서 Song et al. [18]에서도 아시아인, 유럽인, 북미원주민의 3 인종으로 구분하여 하부군 분석 

(subgroup analysis)를 시행하였다. 또한 대립유전자의 빈도가 논문들 간에 차이가 있으면 이질성

을 보일 수도 있다 [32] 

 만약 이질성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이 되면 무작위효과 모형 (random effect model)을 적

용해 볼 수 있지만 [33,34], 이질성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메타회귀법 (meta-regression)을 적용

할 수 있다 [29,35]. 메타회귀는 분석대상 논문이 10개 이상일 때 추천되며, STATA 명령어는 

<metareg> 이다 [30].  

 

결론 및 제언 

 

  

 유전체 메타분석의 수행과정에서 기존의 중재 (intervention) 메타분석과 다른 점은 논문

의 타당성을 HWE 검정으로 확인한다는 점과, 가능한 5가지 유전모델에 맞추어 메타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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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이다.  

 이번처럼 메타분석의 대상이 선정된 논문의 결과가 아니라, 개인별 자료 (individual 

patient data)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STATA의 <metagen> 명령어를 활용할 수 있다 [36]. 또한, 가

설에 따라서는 결과변수가 이분형이 아니라, 연속형일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비타민 D 수용체의 

다형성에 의한 골밀도 차이를 알아본 것이 하나의 예가 된다 [17]. 이렇게 연속형 결과변수를 갖는 

유전체 메타분석에 대하여는 다른 논문으로 설명을 할 예정이다. 또한 결과변수가 순위형일 경우의 메

타분석을 위하여 개발된 Genome Search Meta-analysis (GSMA) [37]도 다른 기회를 빌어 소개코자 한

다.  

 현재 유전체 역학은 정밀의학 (precision medicine)을 추구하기 위하여 단백체학 (proteome), 

대사체학 (metabolome), 후생유전학 (epigenome) 등의 다학제 (multi-omics)를 활용한 시스템 역학 

(system epidemiology)로 진화하고 있다 [19,38,39]. 이런 흐름 속에 유전체 메타분석 연구는 기존의 연

구들을 재해석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활발히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본 원고

가 이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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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요약 

 

 

 오늘날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유전체역학연구는 재현성의 문제, 대상자 크기의 

한계 등으로 유전체 메타분석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유전체 메타분석의 전반적인 수행 

단계는 약물, 수술 등의 중개연구의 메타분석처럼 5 단계를 밟아 수행된다. 그러나, 유전

체 메타분석은 3번째 과정에서 Hardy–Weinberg equilibrium (HWE) 검정과 4번째 과정에

서 5가지 가능한 유전형 모델에 따라 메타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개연구의 메타

분석과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