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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문요약국문요약

천식 약물 유전체 연구에서의 계층적 군집분석과 비선형
회귀분석을
회귀분석을 이용한 반복측정 자료의 분석

연구 목적:
목적 천식 환자에게 천식 약제 투여 후 개개인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 계층적 군집분석, 비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환자의
유전적

변이와

약물

반응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환자의

예후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방법 경증 및 중등증 천식 환자 86명을 대상으로 흡입 스테로이드제제와
지속성 β-항진제 복합제를 투여하여 80일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천식 환자의
약물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8주 간격으로 폐 기능을 측정하였고, 하루 2회
최고호기유속 (PEFR: peak expiratory flow rate) 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9개의
천식과

관련된

유전자로부터

단일염기성변이

12개의

ADCY9

132007

T>C

(Ile772Met), ALOX5 -1708 G>A, CysLTR1 -634 C>T, CysLTR2 2079 C>T, 2534 A>G,
IL10 -1082 A>G, IL13 -1510 A>C, LTC4S -1072 G>A, -444 A>C, NK2R 7853 G>A
(Gly231Glu), TNFα -1031 T>C, -308 G>A 다형성과 천식 환자의 약물 반응 정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환자의 천식 증상의 정도는 2006년 GINA 지침에 기준하여 판정하였다. 판정된
천식

정도와

단일염기성변이의

연관성을

i

확인하기

위해

독립성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1초당 강제 호기량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at 1
second), 노력성 호기량 (FVC: forced vital capacity), 최대 호기 중간유량 (MMEF:
maximum mid-expiratory flow) 값을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단일염기성
변이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폐 기능 검사 결과 중에서도 최고호기유속은 1일
2회 80일간 측정한 값을 보유함으로 전체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룹을 나누는 단일염기성변이를 확인하기 위해
득립성검정을 실시하였고, 천식 환자의 80일간 약물 반응도 개형을 확인하기
위해 비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분석에서 사용한 단일염기성변이 12개 중에서 ADCY9 132007 T>C

다형성이 약물 반응을 나타내는 변수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ADCY9 132007
T>C 다형성의 CT 또는 CC 유전자형을 가진 천식 환자들이 TT 유전자형을
가지는 환자에 비해 천식의 증상조절과 폐 기능이 유의하게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DCY9 132007 T>C 다형성은 IL13 -1510 A>C 다형성과 상호작용
가능성이 관찰되었다.
약물 반응성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비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약물
복용 후 환자의 반응에 대한 모형은 77~80%의 결정 계수 값을 보였고, 약물
반응도 개형을 확인한 결과, 아침의 최고호기유속의 결과가 저녁 측정치 보다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최고호기유속의 주간 변화를 확인해 본 결과 아침,
저녁의 최고호기유속의 차이가 클수록 약물이 효과적으로 환자에게 작용하지
못해 천식 증상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i

결

론: 흡입 스테로이드제제와 지속형 β-항진제를 복합 투여하게 되면 ADCY9

132007 T>C이 환자의 약물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폐 기능
값들로부터 얻은 지수함수 형태의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환자의 반응을 개형화
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한 계층적 분산분석과 비선형
회귀분석은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천식,

계층적

군집분석,

비선형

단일염기변이, 약물유전체학

iii

회귀분석,

반복측정

분산분석,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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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관지 천식은 만성적 기도 염증에 의한 비특이적 기도 과민성 및 가역적
기도 폐쇄를 특징으로 한다 (Mcfadden, 1992). 천식의 주 병인기전이 가역적 기도
폐쇄에서 기도 염증으로 바뀌어 가면서 흡입 스테로이드 제제가 주 치료제로
쓰여지고 있다. 흡입 스테로이드는 T-림프구, 호산구, 대식세포, 수지상 세포와
같은 만성 염증 세포에 영향을 주어 기도 과민성을 완화시켜 천식 증상이
호전된다 (Georas, 2004). 그러나, 흡입 스테로이드 제제만으로는 천식이 개선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며, 그 반응도 개인마다 다르다 (Sxefler et al., 2002). 최근
흡입 스테로이드 제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성 β-항진제와의 복합제 처방이
추천되고 있다 (Barnes, 2002). 지속성 β-항진제는 기도의 평활근을 이완시킬 뿐
아니라 비만세포로부터 염증 매개 물질 분비를 억제한다 (Chong et al., 1998; Nials
et al., 1994). 또한 내피세포의 분리를 막음으로써 혈장 삼출액 분비를 억제하고
(Baluk, 1994), 신경 세포의 활성화를 저지한다 (Verleden et al., 1993).
천식 치료를 위한 단일 약제 효과들이 상호 보완적 작용을 하여 효과적 천식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Barnes, 2002). 흡입 스테로이드 제제는 지속성 β-항진제에
장시간 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β2-수용체의 발현의 감소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또한 β2-항진제는 스테로이드 제제의 항 염증 작용을 강화한다 (Adcock et al.,
1996; Romain et al., 1997; Barnes, 2002). 즉, 흡입 스테로이드 제제의 단독 처방보다
지속성 β-항진제 복합제 처방 시 2~4배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 (Shrewbury et al.,
2000; Pauwels et al., 1997). 이렇듯 흡입 스테로이드제제와 지속성 β-항진제 복합제

1

투여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작용하여 하나의 약제를 투여 하였을 때 보다
호전율이 좋았다 (Greening, 1994).
최근 천식 약제 사용에 따른 약물유전체 연구가 진행되었다 (Israel et al., 2004;
Hall, 2006; Kelan et al., 2005). 이들 대부분의 연구에는 하나의 유전자를 선택하여
유전자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있지만, 천식의 경우에는 병인기전이 다양함으로
여러 유전자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Israel et al., 2004; Lee,
2004; Hall, 2006). 또한 대부분의 임상시험이 작은 인원과 많은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기에 다중 공선성을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런 점을 보완 해
줄 수 있는 분석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계층적 군집분석과 비선형 회귀분석이 보완해 줄 수 있는데,
계층적 군집분석은 작은 인원 분석에서 용이하며, unsupervised learning으로 출력
결과 값이 없을 경우 사용된다 (Michael, 1975). 계층적 군집분석은 혼돈되어 있는
약물 반응 정도를 환자 별 유사성에 의해 그룹화하여, 데이터를 명료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microarry에도 사용된다.
또한 비선형 회귀분석은 약물 복용 후 환자의 반응을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앞선 군집분석이 가지는 명목화한 결과를 보완해 줄 수
있다. 비선형 회귀 모형은 실제 데이터에 좀더 적합한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pharmacokinetics과 같은 인체내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에 주로 사용된다
(Buchel et al., 1996; Mohammad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계층적

군집분석,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흡입 스테로이드제제와 지속성 β-항진제 복합제 처방 시
환자가 보이는 약물 반응성을 확인하고, 이와 연관된 유전자를 확인하고자 한다.
2

또한, 계층적 군집분석, 비선형 회귀분석과 같은 대안적 분석을 실시하여 환자의
약물 반응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기 방법의 효용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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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A.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에 사용한 86명의 천식 환자는 모두 한국인이며 아주대학교 알레르기
내과를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모두 임상시험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GINA 치료 지침에 의해 경증 혹은 중등증 천식이라 진단받은
환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경증

및

중등증

천식환자들은

80일간

흡입

스테로이드제제와 지속성 β-항진제 복합제 투여를 받았다 (budesonide 160µg and
formoterol 4.5µg).
이 연구는 19세에서 64세까지의 천식 진단을 받을 후 6개월이 지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성 49명과 여성 37명으로 평균 나이는 39±11.6세이다. 총
86명의 환자들 중에서 62.35% (n=53) 가 아토피로 판정되었다. 그리고 혈청 내 총
IgE치와 methacholine PC20치는 324.0±339.9, 6.6±9.1 값이었다 (Table 1).
80일간 약물을 투여하면서 환자의 약물 복용 후 반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폐 기능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대호기유속 (PEF: peak expiratory flow) 은 80일간
아침, 저녁 하루 두 번 측정하였다. 그리고 1초당 강제 호기량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at 1 second), 노력성 호기량 (FVC: forced vital capacity), 최대 호기
중간유량 (MMEF: maximum mid-expiratory flow) 은 8주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80일 간의 연구기간 동안 약물 복용 후 환자의 반응 변화를 약물 복용 초기,
후기로 나누어 조사하기 위해 측정 값들을 8주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기간에
4

따른 천식 개선 정도를 수치화 하기 위해 주간 증상, 야간 증상, 증상 완화제의
사용 횟수, 폐 기능 수치에 따라 환자의 천식 조절 등급을 나누었다 (GINA, 2006).

5

Table 1. The clinical features of the study subjects.
Mean±S.D

S.E

(Min,Max)

25th

50th

75th

39.0±11.6

1.2

(19.0,64.0)

28.2

41.0

46.3

324.0±339.9

37.8

(5.0,1407.0)

79.5

212.0

438.3

6.6±9.1

1.0

(0,26.0)

0.8

2.3

6.3

88.9±16.3

1.8

(49.0,124.3)

76.8

90.1

100.0

0.8±0.1

0.0

(0.5,1.0)

0.7

0.8

0.9

72.3±29.5

3.2

(23.3,144.8)

49.8

69.5

96.1

AQLQ

5.1±1.0

0.1

(2.4,6.6)

4.4

5.2

6.0

ACQ

1.3±1.0

0.1

(0.0,4.4)

0.6

1.1

1.9

Age
Serum total IgE
Methacholine PC20
FEV1%
FEV1/FVC
MMEF%

S.D: standard deviation, S.E: standard error of mean, (Min, Max): (minimum, maximum),
AQLQ (Asthma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ACQ (Asthma Control Questionnaire),
25th, 50th and 75th were percen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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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 기능 검사
환자의

천식

조절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폐

기능

검사를

실시하였다.

최대호기유속은 연구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환자 스스로 최대 호기
유량계 (the adult type peak flow-meter)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1초당 강제 호기량,
노력성 호기량, 최대 호기 중간유량은 8주 간격으로 폐량계 (dry wedge spirometer,
Vitalograph, Buckingham, UK)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폐 기능에 환자의
성별, 나이, 신장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폐 기능 검사 결과에
대한 예측치 (% prediced value)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단일염기변이
단일염기변이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를 조사하기 위해 천식 환자
86명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뒤 DNA purification kit (Gentra, Minneapolis, USA) 를
이용하여 DNA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단일염기변이 유전자형은 SNaPshot ddNTP
Primer Extension kit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 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B. 통계적 분석 방법
반복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주로 쓰이는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대안적인
분석 방법으로 계층적 군집분석과 비선형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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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group by responsiveness
Asthmatics

Hierarchical clustering

Favorable response

Poor response

Compares clinical characteristic
Extra analysis
Finding genetic polymorphisms

• Pulmonary function tests
examined

Finding covariate

by

repeated

measures ANOVA

• Consideration of diurnal

Independent test

variation and asthma control
tested by independent test

Constructing phamacogenetic model

• Finding rank of candidate
SNPs by importance values

Nonlinear regression method

Fig. 1. The flow chart of statistical analysis for constructing a pharmacogenetic model.
The analytic methods as hierarchical clustering and nonlinear regression methods were
constructed by several steps. We could construct bronchial responsiveness according to the
asthma drug’s affection. Followed by extra analysis for summarized variabl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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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복측정 분산분석
한 환자에서 80일간 얻어진 관측치와 시간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을 사용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은 폐 기능 검사 측정치 중에서도 8주 간격으로 측정하였던 1초당 강제
호기량, 노력성 호기량, 최대 호기 중간 유량에 사용하였다 (SAS, 9.1, U.S.A).
그리고 결과 해석 시 다중 공선성의 적합성 유무를 고려하였다.

2. 계층적 군집분석
약물 복용 후 86명의 천식 환자의 반응 정도에 따라 그룹을 나누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80일 동안 약물
반응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기간

동안

매일

측정한

최대호기유속을

군집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을 진행할 때에 환자의 약물 반응 유사도에 따라
Ward’s method를 이용하여 군집을 구성하였다. Ward’s method는 임상시험과 같이
작은 인원을 대상으로 많은 수의 측정치를 얻었을 때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Jane et al., 2007). 또한 Ward’s method는 오차제곱합 (error sum-of-squares) 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Hu and Pizzi, 2004).

3. 비선형 회귀분석
약물 복용 후 시간에 따른 환자들의 반응이 어떤 개형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선형 회귀분석 (nonlinear regression method) 을 실시하였다
9

(Sigma plot 10.0, Germany). 계층적 군집분석으로 얻은 두 군집의 특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수함수 형태의 회귀 모형 y0 = a(1-e-bx) (the
Exponential Rise to Maximum, Single, 2 Parameter) 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결정 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로 모형의 설명력을 계산하였다.

4. 임상 변수의 분석
임상

시험을

진행하면서

조절

되지

못한

임상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성검정과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 연속 변수인 성별, 가족력,
아토피 유무는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으며, 연속 변수인 나이, 혈청 내 총
IgE치, methacholine PC20치, 기저 1초당 강제 호기량, 노력성 호기량, 최대 호기
중간 유량은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다 (SPSS 12.0, USA). 그리고 임상
변수 중 기저에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공변량으로 사용하였다.

5. 단일염기변이의 분석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단일염기변이가 폐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얻는 약물 반응도와 연관성이
있는 단일염기변이를 찾아 내기 위해 Fisher’s exact test을 이용하여 독립성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환자의

약물

반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단일염기변이의 유전자 형을 찾아 낼 수 있다. 그리고 P-value를 보정하기 위해
일반선형모델 (GLM: Generalized linear model) 을 이용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12.0,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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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식 조절 단계와 주간 변화
천식 조절 단계를 조절이 잘 된 그룹 (well controlled group), 부분적으로 조절이
된 그룹 (partially controlled group), 조절이 되지 않은 그룹 (uncontrolled group)
으로 나누었다 (GINA, 2006, Appendix 1). 또한 약물 투여 직후 초기 반응을 보기
위해 0~8주, 이후 약물 유지기간으로 연구 종료 시점까지인 8~16주로 기간을
나누어 천식 조절 정도와 연관이 되는 단일염기변이를 조사하였다.
또한 주간변화 (diurnal variation) 도 천식 조절을 판단할 수 있는 인자이기에
최대호기유속

측정치를

이용하여

주간변화가

15%이상인

사람을

양성이라

판단하였다. 이때 주당 2회 혹은 1회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7. 단일염기변이의
단일염기변이의 순위
여러

후보유전자에서

단일염기변이를

확인하게

되면

그

중

어떤

단일염기변이에 우선순위를 두어 분석을 진행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decision tree forest을 이용하여 각 시행마다 도출되는 빈도수를 수치화하여
importance value를 구성하고 단일염기변이의 중요도 순위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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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A. 후보 유전자의 종류
유전적 변이와 천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도 염증과 류코트리엔, β2
항진제 신호 전달 과정에 관계되는 유전자 ALOX5 (arachidonate 5-lipoxygenase),
ADCY9 (adenylate cyclase 9), CysLTR1 (cysteinyl leukotriene receptor 1), CysLTR2
(cysteinyl leukotriene receptor 2), IL10 (interleukin 10), IL13 (interleukin 13), LTC4S
(leukotriene C4 synthase), NK2R (tachykinin receptor 2), TNFα (tumor necrosis factor
superfamily, member 2) 를 선정하였다 (Barnes, 2002; Zhang et al., 2002; Israel et al.,
2004; Kim et al., 2005; Klotsman et al., 2007; Aoki et al., 2006; Zimmermann et al., 2003;
Kelan et al., 2005; Katsunuma et al., 1999). 그리고 각 유전자에서 단일염기변이
ALOX5 -1708 G>A, ADCY9 132007 T>C, CysLTR1 -634 C>T, CysLTR2 2079 C>T, 2534
A>G, IL10 -1082 A>G, IL13 -1510 A>C, LTC4S -1072 G>A, -444 A>C, NK2R 7853 G>A
(Gly231Glu), TNFα -1031 T>C, -308 G>A 다형성을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Table 2). 그리고 천식과 관련된 유전자 중 ADRβ2는 이미 흡입 스테로이드제제와
지속성 β-항진제 복합제와 연관성이 보고가 있어, 그 외 유전자를 관찰하였다
(Baluk and Mcdonald, 1994; Chong et al., 1998; Lee et al., 2004).
12개의 단일염기변이 유전자형의 분포와 Hardy Wein-berg Equilibrium (H.W.E) 을
확인한 결과 CysLTR1 -634 C>T, IL10 -1082 A>G, LTC4S -1072 G>A, NK2R 7853 G>A
다형성은 H.W.E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이 중 CysLTR1 -634 C>T 다형성은 X
염색체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H.W.E를 만족하지 못하지만, IL10 -1082 A>G, LTC4S
12

-1072 G>A, NK2R 7853 G>A 다형성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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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genotype distribution of candidate genetic polymorphisms in 86
asthmatics.
Genetic polymorphisms

n.

MM*

Mm*

mm*

M.A.F

H.W.E

ADCY9 132007 T>C

83

31

44

8

0.361

0.176

ALOX5 -1708 G>A

86

50

31

5

0.238

0.946

CysLTR1 -634 C>T

85

44

14

27

0.400

<0.001

CysLTR2 2079 C>T

83

40

36

7

0.301

0.782

CysLTR2 2534 A>G

84

37

38

9

0.333

0.870

IL10 -1082 A>G

85

78

0

7

0.082

<0.001

IL13 -1510 A>C

84

45

31

8

0.280

0.440

LTC4S -1072 G>A

64

30

8

26

0.469

<0.001

LTC4S -444 A>C

84

50

28

6

0.238

0.456

NK2R 7853 G>A

82

30

31

21

0.445

0.034

TNFα -1031 T>C

84

44

33

7

0.280

0.818

TNFα -308 G>A

83

75

8

0

0.048

0.645

*M: major allele, m: minor allele, M.A.F was minor allele frequency. H.W.E was Hardy
Weinberg Equilibrium. Genetic polymorphisms was notated by gene name, location and
Major allele>minor all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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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폐 기능 변화와 단일염기변이의
단일염기변이의 연관성
1초당 강제 호기량, 노력성 호기량, 최대 호기 중간유량을 8주 간격 측정 값을
이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폐 기능 수치의 예측치를
이용하였다 (Table 3). 그리고 연구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약물 복용 후 폐
기능의 증가량을 확인하기 위해 변화량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4). 총
12개의 단일염기변이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ALOX5 -1708 G>A, CysLTR1 634 C>T, CysLTR2 2079 C>T, 2534 A>G, IL10 -1082 A>G, IL13 -1510 A>C, LTC4S -444
A>C, NK2R 7853 G>A (Gly231Glu), TNFα -1031 T>C, -308 G>A 다형성은 의미가
없었다.
ADCY9 132007 T>C 다형성은 1초당 강제 호기량에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value <0.05). 즉, ADCY9 132007 T>C 다형성의 CT 또는 CC
유전자 형을 가질수록 약물 복용 후 폐 기능 변화량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하지만 폐 기능이 약물 복용 8주 후 증가량이 연구 초기
시점 (0~8주) 보다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ADCY9 132007 T>C
다형성의 유전자 형에 따라 다른 임상 변수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 나이,
가족력, 아토피, 기저 폐 기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value
>0.05,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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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association between % predicted value of pulmonary function test and two
genetic polymorphisms.
P-value

FEV1 % pred.

MMEF % pred.

FEV1/FVC

ACQ

AQLQ

ADCY9 132007 T>C [AA vs. AG or GG]
0~8 week

0.201

0.805

0.519

-

-

8~16 week

0.194

0.835

0.300

-

-

0~16 week

0.136

0.772

0.362

0.388

0.275

TNFa -1031 T>C

[TT vs. CT or CC]

0~8 week

0.581

0.822

1.000

-

-

8~16 week

0.689

0.684

0.441

-

-

0~16 week

0.592

0.656

0.596

0.874

0.883

AQLQ (Asthma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ACQ (Asthma Control Questionnaire), Pvalue was tested by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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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association between changes of value of pulmonary function test and two
genetic polymorphisms.
P-value

Change of
FEV1%

Change of
MMEF%

Change of
FEV1/FVC

Change of
ACQ

Change of
AQLQ

ADCY9 132007 T>C [AA vs. AG or GG]
0~8 week

0.132

0.489

0.740

-

-

8~16 week

0.024

0.405

0.415

-

-

0~16 week

0.356

0.623

0.396

0.071

0.166

TNFa -1031 T>C

[TT vs. CT or CC]

0~8 week

0.298

0.286

0.967

-

-

8~16 week

0.611

0.119

0.098

-

-

0~16 week

0.506

0.813

0.163

0.213

0.746

AQLQ (Asthma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ACQ (Asthma Control Questionnaire), Pvalue was tested by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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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hange of pulmonary function tests during study period according to the
ACDY9 132007 T>C polymorp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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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according to the ADCY9
132007 T>C and TNFα -1031 T>C polymorphisms.
Table 4. The characteristics of ADCY9 132007 T>Cand TNFa -1031 T>C
ADCY9 132007 T>C
TT

CT or CC

(n=31)

(n=52)

14/17

33/19

41(29,45)

Family history*
Atopy (positive)*

TNFa -1031 T>C
P
value

P
value

TT
(n=44)

CT or CC
(n=40)

0.116

25/19

23/17

1.000

41.5(27,49)

0.595

41(30,48.75)

38.5(27.3,45)

0.415

6(19.4)

19(36.5)

0.138

16(36.4)

9(22.5)

0.233

20(64.5)

30(58.8)

0.648

26(59.1)

25(64.1)

0.659

205(64,480)

216(79,398)

0.775

235(118,502)

195.5(66,381)

0.258

1.59(0.8,5.7)

2.5(0.7,9.1)

0.625

2.05(0.6,9)

2.5(0.84,5)

0.884

94.4(81,101)

87.7(74,99)

0.094

94.85(77,102)

87.4(76.0,97)

0.265

0.84(0.8,0.9)

0.85(0.7,0.9)

0.996

0.85(0.8,0.9)

0.835(0.7,0.9)

0.767

Baseline MMEF%†

74.7(52,97)

65.5(48,96)

0.618

76.4(49.6,98)

62.0(49.3,94)

0.507

Baseline AQLQ†

5.22(4,6.0)

5.1(4.3,5.8)

0.585

5.22(4.5,5.9)

5.1(4.3,5.9)

0.680

Baseline ACQ†

1(0.6,2.2)

1.2(0.5,1.8)

0.940

1.0(0.6,1.8)

1.3(0.6,1.9)

0.526

Sex

(male/female)*

Age(years)†

Serum total IgE†
Methacholine PC20
Baseline FEV1
Baseline

†

%†

FEV1/FVC†

*P-value for independent test: Fisher's exact test; n(%); †P-value for rank sum test: Mannwhitney U test; Median(25th quantile, 75th quantile), AQLQ (Asthma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ACQ (Asthma Control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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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천식 조절과 관계되는 단일염기변이
GINA 진료 지침에 따른 천식 조절단계와 단일염기변이와의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12개의 단일염기변이 중에서 ADCY9 132007 T>C와 TNFα -1031 T>C
다형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었다. 즉, ADCY9 132007 T>C
다형성은 CT 또는 CC 유전자형을 가진 환자에서 TT 유전자형을 지닌 환자보다
유의하게 천식 조절이 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value <0.05). 하지만 8~16주
사이의 천식 조절의 결과를 보면 천식조절이 잘 되는 그룹과 부분적으로 천식이
조절되는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CT 또는 CC 유전자형의 비율이 높았지만
천식조절이 잘 되는 그룹만을 보았을 때에는 CT 또는 CC 유전자형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분적으로 천식이 조절된 경우에 따라 의미가
변하였다 (Table 6). TNFα -1031 T>C 다형성의 경우 TT 유전형을 가진 환자일수록
천식이 조절률이 높았다. 그 외에는 천식 조절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단일염기변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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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genetic effect of the ADCY9 132007 T>C and TNFa -1031 T>C
polymorphisms on asthma control.
ADCY9 132007 T>C

TNFa -1031 T>C
P value

P value
TT

CT or CC

TT

CT or CC

Controlled+partly

31/74(41.9)

43/74(58.1)

0.018

38/75(50.7)

37/75(49.3)

0.458

Controlled

7/15(46.7)

8/15(53.3)

0.402

13/16(81.3)

3/16(18.8)

0.005

In initial stage

In maintenance stage
Controlled+partly

30/73(41.1)

43/73(58.9)

0.080

37/74(50.0)

37/74(50.0)

0.299

Controlled

14/25(56.0)

11/25(44.0)

0.044

19/26(73.1)

7/26(26.9)

0.005

The LTC4S -1072 G>A polymorphism was significant, but we ruled out because of its
clinical characteristic. ALOX5 -1708, CysLTR1 -634, CysLTR2 2079, CysLTR2 2534, IL10
-1082, IL13 -1510, LTC4S -444, NK2R 231and TNFa -308 were not significant.; P-value:
adjusted with age, sex using G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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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약물 반응도에 따른 군집분석
약물 복용 후 폐 기능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약물의 반응 정도를 그룹화 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최대호기유속의 수치에 따라 2개의 군집으로 나누었다 (Fig. 3).
최대호기유속은 천식의 정도와 기도 폐색 정도를 수치화 한 것이기 때문에 약물
반응 장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하였다 (Hatzel and Clark, 1980; Cross and Nelson,
1991). 그리고 최대호기유속의 예측치 값은 기저를 기준으로 약물 복용 후의
최대호기유속의 증가량을 조사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 결과 약 15~25% 상위에 위치하는 그룹과 최대호기유속의 증가량이 거의
보이지 않는 두 그룹이 존재하였다 (Fig. 3). 상위에 위치하는 그룹은 66/53명이며
증가 정도가 미미한 그룹은 17/29명으로 나타났다 (아침/저녁). 두 그룹의 성별,
나이 외에도 가족력, 아토피, 혈청 내 총 IgE치, methacholine PC20치, 기저 1초당
강제 호기량, 노력성 호기량, 최대호기유량, AQLQ (Asthma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ACQ (Asthma Control Questionnaire)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Table 7). 두 그룹간의 기간별 주간 변화를 확인한 결과 약물 복용 후 초기
(0~8주) 주간 변화에 대한 양성 반응이 16주 간의 연구 기간 동안 약물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흡입 스테로이드제제와 지속성 β-항진제 복합제 처방 후
약물 반응도를 살펴보면 두 그룹간의 차이가 아침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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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lassification of asthmatics according to the change (%) of peak expiratory
flow rate. After 80 days of treatment with combination inhaler, 66/53 showed favorable
responses, while 17/29 showed poor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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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wo groups.
Change of morning
FR

PR

(n=66)

(n=17)

39/27

8/9

Age
(years)†

38.0±11.4

Family history
(positive)*

Change of evening
P-value

P-value

FR

PR

(n=53)

(n=29)

0.419

28/25

18/11

0.489

42.9±11.8

0.121

39.0 ±11.9

39.2 ±11.3

0.944

18(27.3%)

6(35.3%)

0.555

13(24.5%)

10(34.5%)

0.441

Atopy
(positive)*

42(63.6%)

8(50.0%)

0.395

34(64.2%)

15(53.6%)

0.474

Serum
total IgE†

310.9±345.7

376.7±345.4

0.499

309.5 ±348.7

366 ±341.5

0.501

6.2±8.6

7.4±10.7

0.662

6.8 ±9.5

6.9 ±8.8

0.949

Baseline
FEV1%†

89.5
(77.5,99.2)

94.4
(75,100.8)

0.557

89.0
(78.0,99.6)

90.0
(73.7,99.0)

0.587

Baseline
FEV1/FVC†

0.845
(0.74,0.89)

0.830
(0.735,0.90)

0.901

0.84
(0.77,0.89)

0.82
(0.705,0.9)

0.638

Baseline
MMEF%†

69.5
(49.8,96.1)

67.8
(47.6,105.4)

0.910

70.0
(53.4,95.05)

56.1
(44,105.2)

0.519

Baseline
AQLQ†

5.115
(4.37,5.98)

5.31
(3.89,5.95)

0.982

5.16
(4.37,6.02)

5.22
(3.89,5.8)

0.666

Baseline
ACQ†

1.2
(0.55,1.85)

1.2
(0.8,2.2)

0.579

1.0
(0.6,2.0)

1.4
(0.5,2.0)

0.669

DV of initial
Stage (2/week)

25(37.9%)

11(64.7%)

0.058
(OR=3.0)

18(34%)

17(58.6%)

0.038
(OR=2.8)

DV of initial
Stage (1/week)

32(48.5%)

13(76.5%)

0.056
(OR=3.5)

25(47.2%)

18(62.1%)

0.250
(OR=1.8)

DV of
maintenance
Stage (2/week)

17(25.8%)

9(52.9%)

0.042
(OR=3.2)

12(22.6%)

14(48.3%)

0.025
(OR=3.2)

DV of
maintenance
Stage (1/week)

23(34.8%)

13(76.5%)

0.003
(OR=6.1)

17(32.1%)

19(65.5%)

0.005
(OR=4.0)

Sex
(male/female)*

Methacholine
PC20†

*P-value for independent test: Fisher's exact test; †P-value for rank sum test: Mann-whitney
U test; Median(25th quantile, 75th quantile); Initial stage: during 0~8 week, maintenance
stage: during 8~16 week; FR: favorable response, PR: poor response, DV: diurnal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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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약물 반응도와 단일염기변이의 연관성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하여 86명의 천식 환자를 80일간 약물 반응도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서로 다른 약물 반응을 나타내는 단일염기변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ALOX5 -1708 G>A, ADCY9 132007 T>C, CysLTR1 634 C>T, CysLTR2 2079 C>T, 2534 A>G, IL10 -1082 A>G, IL13 -1510 A>C, LTC4S -1072
G>A, -444 A>C, NK2R 7853 G>A (Gly231Glu), TNFα -1031 T>C, -308 G>A 다형성을
분석한 결과 ADCY9 132007 T>C 다형성 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 (Table 8).
ADCY9 132007 T>C 다형성의 CT 또는 CC 유전자형을 가질 경우 약물에 대해
경과가 좋은 반응을 보이는 군과 반응을 보이지 않는 군의 비율이 63.8%와
41.2%로 그 차이가 27.1%로 유의하게 높았다 (P-value <0.05). 그리고 교차비
(Odds ratio) 는 공변량에 의한 보정 전후에 따라 3.071배, 1.826배를 보였다.
그리고 최대호기유속을 증가량을 20%이상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은 결과 IL13 1510 A>C이 유의하게 CC 유전자형을 가진 환자들이 AA 또는 AC 유전자형을
가진 환자보다 최대호기유속의 증가량을 20%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value <0.05). 약제 복용 후 최대호기유속에 영향을 미치는 ADCY9 132007
T>C와 IL13 -1510 A>C 다형성의 상호 연관성 (gene-gene interaction) 을 확인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였다 (P-value <0.05). 좀더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연구 시점부터 16주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상 변수인 기저
1초당 강제 호기량, 혈청 내 총 IgE치, methacholine PC20치, 성별과 나이를
포함하여 상호 연관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약물 복용 초기 (0~8주) 에는
두

개의

단일염기변이간의

상호연관성이

25

유의하지

않았지만

8주

이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천식 조절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value=0.003, Power=93.4%, Table 9). 8주 이후 천식 조절 정도에 연구 시작 시점의
1초당 강제 호기량도 유의한 결과를 얻었지만 검정력과 계수가 ADCY9 132007
T>C와 IL13 -1510 A>C 다형성의 상호 연관 변수보다 작은 수치였다 (Table 9).
마지막으로 80일간 환자의 약물 반응도를 비선형 회귀모형을 통해 관찰결과
도입한 모형, y0 = a(1-e-bx)에 대한 설명력은 77~80%를 보였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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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genetic effect of the ADCY9 132007 T>C polymorphisms on changes (%)
of PEFR during study period.
Change of morning PEFR%

ADCY9
132007 T>C
*P-value:

Favorable response

Poor response

P-value*
(Odds ratio)

TT

20/63(31.7%)

10/17(58.8%)

0.051(OR=3.071) *

CT or CC

43/63(68.3%)

7/17(41.2%)

0.043 (OR=1.826)†

Fisher’s exact test

*P-value: Fisher’s exact test; † P-value was adjusted with sex, age using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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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DCY9 132007 T>C and IL13 -1510 A>C
polymorphisms on asthma control in the favorable response group of morning PEFR.
Generalized linear model: g(μ)=β0χ0+ β1χ1+ β2χ2+ β3χ3 + β4χ4 + β5χ5+ β6χ6
Initial stage

Maintenance stage

Variables (n=6)
B
Interaction of ADCY9 132007 T>C
and IL13 -1510 A>C

P-value

Power

0.061

0.652

B

TT + AA or AC

2.116

3.760

TT + CC

2.875

2.671

CT or CC + AA or AC

2.177

3.870

CT or TT + CC

1.953

3.798

P-value

Power

0.003

0.934

Sex

0.077

0.750

0.061

-0.445

0.121

0.340

Age

0.024

0.015

0.695

0.022

0.061

0.469

Baseline FEV1%

-0.004

0.575

0.086

-0.017

0.042

0.534

Baseline PC20

-0.014

0.316

0.168

0.002

0.884

0.052

Baseline serum total IgE

0.000

0.671

0.07

0.000

0.410

0.129

Design: interaction of Two SNPs + sex+ age+ Baseline FEV1%+ methacholine PC20+ Serum
total 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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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pharmacogenetic model based on change (%) of morning/evening PEFR. The
regression line y = a(1-e-bx) for responder was fitted to the data point by finding the line that
is closest to the data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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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후보 단일염기변이의 순위
임상 시험 후 약물 반응도와 유전적 변이간의 관계를 확인할 때에 여러
단일염기변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을 진행할 시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것은
시간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 따라서 단일염기변이의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새울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였다. Decision tree forest를 이용하여 각
시행마다 도출되는 빈도수를 수치화한 importance value로 순위를 계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0~8주에 천식 조절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염기변이의 순서는
TNFα -1031 T>C (95.3235), LTC4S -444 A>C (90.5265), ADCY9 132007 T>C (85.838)
나타났고, 8~16주간의 천식 조절 정도에 따른 순위는 TNFα -1031 T>C (97.92),
ADCY9 132007 T>C (93.867), LTC4S -444 A>C (89.556) 였다. 또한 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최대호기유속을 이용한 약물 반응도에 따른 단일염기 변이의 순위는
LTC4S -444 A>C (100.0), TNFα -1031 T>C (95.421), ADCY9 132007 T>C (92.032) 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미가 있었던 ADCY9 132007 T>C, TNFα -1031 T>C 다형성 모두
상위 순위에 속하였다 (Fig. 6). LTC4S -444 A>C 다형성 역시 상위에 위치하였지만
천식 조절 정도와 약물 반응도의 차이가 커 순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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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mportance values of the candidate genetic polymorphisms used for
classification each group. We tested candidate SNPs excepting rejected SNP about H.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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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통계적 접근 방법
반복측정 데이터에 주로 쓰이는 반복측정 분산분석 외에 몇 가지 대안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기간 동안 약물 반응도를 확인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나누어진 군집을 통해 약물 반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염기변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선형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약물
반응도 형태를 파악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과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서 수
일간의 데이터를 간소하고, 효율적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회귀분석으로
전체 데이터의 패턴을 확인 할 수 있어 환자의 반응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decision tree forest을 이용해 단일염기변이의 우선
순위를 세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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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유전적 요인은 환자의 약물 반응 정도를 예측하는 것에 중요한 인자로
사용되고 있다. 특정 유전적 요인이 개인간 차이를 만들어내는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다면 유전자에 근거한 처방이 가능해 질 것이다 (Nakamura, 1999; Phillips et
al., 2001; Güzey and Spigset, 2002; Severino and Zompo, 2004). 하지만 복합 형질
질환인 천식의 경우 하나의 유전자가 아닌 여러 유전자간 상호작용이 있어 연구
진행 시 우선 순위 선정의 어려움이 생긴다. 이때 decision tree forest을 이용하여
유전적 변이의 우선순위를 얻을 수 있다면 시간적, 경제적 효율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흡입 스테로이드제제와 지속성 β-항진제 복합제를 투여하여
80일간의 약물 반응을 확인하였다. ADCY9 132007 T>C 다형성이 폐 기능, 천식
조절 정도, 약물 반응도에서 모두 유의한 연관성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8~16주
사이의 천식 조절의 결과를 보면 천식조절이 잘 되는 그룹과 부분적으로 천식이
조절되는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CT 또는 CC 유전자형의 비율이 높았지만
천식조절이 잘 되는 그룹만을 보았을 때에는 CT 또는 CC 유전자형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8주 이후 연구 초기에 천식이 개선이
잘된 그룹의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천식이 조절되는 그룹으로 옮겨간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유전자형에서

앞서

폐기능의

폐

기능

증가량

분석에서도

감소가

있는

8주
것을

이후에

CT

확인하였고,

또는
천식

CC
조절

결과에서도 8주 이후의 천식 조절 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8주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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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Y9 132007 T>C 다형성 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관찰 되었다.
IL13 -1510 A>C 다형성이 약물 복용 8주 이후 ADCY9 132007 T>C 다형성과
상호 연관의 가능성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ADCY9 132007 T>C, IL13 -1510 A>C
다형성의 상호연관성 조사를 위해 임상 변수인 1초당 강제 호기량, 혈청 내 총
IgE치와 methacholine PC20치, 성별과 나이를 포함하여 일반선형모델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denylyl cyclase 9 (ADCY 9) 는 기도의 평활근에서 protein kinase A (PKA) 를
활성화를 시켜 평활근의 이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illington et al.,
1999). 또한 ADCY9 132007 T>C 다형성은 CT 또는 CC 유전자형 일수록 흡입
스테로이드 제제의 기도 확장 효과가 좋다는 보고가 있다 (Kelan et al., 2005).
지금까지의 결과와 종합하면 ADCY9 132007 T>C 다형성의 CT 또는 CC 유전자
형은 흡입 스테로이드제제와 지속성 β-항진제 복합제 처방 시 환자의 기관지
확장 효과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DCY9 132007 T>C 다형성과
IL13 -1510 A>C 다형성의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ADCY 9에
의한 PKA의 활성은 IL-13의 생성과 수치를 높여 천식의 중증도를 높여 이런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Janet et al., 2007; Lisa et al., 2006; Matthew et al., 2006).
이 연구에서 기존의 분석방법 외에 대안적인 방법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동일
질병의 비슷한 병기를 가진 환자라 할지라도 약물에 대한 반응은 개인 간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유전적 요인에 따라 개개인의 반응 양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면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전 약물유전체 연구에서는 하나의 유전자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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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모형이 설계되고 분석이 진행되었다 (Israel et al.,
2004). 그러나 생물학적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량의 유전자 분석이 가능해 지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유전자의 양에 수반하는 많은 샘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많은 난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천식과 같은 복합 질환에서
하나의 요인이 약물의 반응을 결정짓는 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은 샘플에서 여러 개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대안적
통계적 접근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임상시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실험설계 시 미리 정해진 요인으로 나누어
약물 반응의 개인차를 살펴보는 방법과는 역으로 개인의 반응 양상에 따라
군집을 나누고 각 개인이 어떤 약물 반응을 보이는 지 확인 한 뒤 차이를
만드는 요인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전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 시 유전자
안에서 다른 반응 양상을 보이더라도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초반 설계한 유전적 요인 외의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둔감해져 다른
유의미한 요인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 연구에서 후자의 방법을 사용한
분석으로 얻은 유전적 요인을 이용하여 환자의 약물투여 후 반응을 100% 예측해
낼 수는 없겠지만 예후 인자로서 가능성을 보이는 후보 요인을 분류 할 수 있게
하는 분석방법을 제시했다.
우리는 질환 군에게 복합 투여한 뒤 개개인의 약물 반응을 살펴보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하는 유전적 요인을 찾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은
환자 수에 비해 긴 기간 많은 변수들로 인해 생기는 분석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군집화로 인하여 긴 기간 측정된
연속 변수의 명목 변수로의 변화가 가지는 문제점의 보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35

비선형

모형을

사용하여

연속적

약물

반응을

확인하였다.

비선형

모형을

이용하면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집단의 시간에 따른 약물 반응의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분석

방법의

영향을

미치는

보조분석으로서 부족한 점을 채워 줄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유전자를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개인의

약물반응에

유전자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분석을 통하여
설정한 유전자 목록 중에서 개개인이 같은 약제에 다른 약물 반응양상을 만들어
내는

최선의

유전자

변이를

찾아

내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천식의

예후인자로서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수치적 분석 하의
분석을 통한 예후인자의 발견에 생물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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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흡입 스테로이드제제와 지속형 β-항진제를 복합 투여하게 되면
ADCY9 132007 T>C이 환자의 약물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폐 기능 값들로부터 얻은 지수함수 형태의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환자의 반응을
개형화 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한 계층적 분산분석과 비선형
회귀분석은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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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Level of asthma control.
Characteristic

Controlled
(all of the following)

Partly controlled
(any measure present in
any week)

uncontrolled

Daytime
symptoms

Twice or less/week

More than twice/week

Three of more features of
partly controlled asthma
present in any week

Nocturnal
symptoms

None

Any

Need for reliever/
Rescue treatment

Twice or less/week

More than twice/week

Lung function
(FEV1)

Normal

<80% predicted or
personal best
(If known)

It was based on 2006 GINA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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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Repeated Measurement Data using the Hierarchical
Clustering and Nonlinear Regression Methods
in Asthma Pharmacogenetic Study

Lee Hyun Young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Hae Sim)

Objective: We examined several analytic methods for predicting therapeutic response to
drug in Korea asthmatics and tried to develop a clinical model to predict the drug response to
asthma drug.

Background: Long acting β2-agonists (LABA) is the most powerful bronchodilator and
inhaled corticosteroid (ICS) was the most effective anti-inflammatory drug currently
available in asthma management. The combination treatment including LABA and ICS has
been considered as an essential drug to achieve optimal asthma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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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The eighty-six mild to moderate asthmatic patients were enrolled. With using
combination inhaler (budesonide/formoterol 320µg/d) for 80 days, we monitored morning
and evening peak expiratory flow daily and pulmonary function every 8 weeks. Twelve
SNPs from 9 candidate genes including ADCY9 132007 T>C (Ile772Met), ALOX5 -1708
G>A, CysLTR1 -634 C>T, CysLTR2 2079 C>T, 2534 A>G, IL10 -1082 A>G, IL13 -1510
A>C, LTC4S -1072 G>A, LTC4S -444 A>C, NK2R 7853 G>A (Gly231Glu), TNFα -1031
T>C and TNFα -308 G>A were analyzed.
First, we tested the therapeutic response to combination inhaler according to genetic
polymorphisms of each SNP, level of asthma control and pulmonary function tests. The
changes of pulmonary function tests such as predicted FEV1, MMEF and FEV1/FVC were
analyzed using repeated measures ANOVA in the generalized linear model (GLM). A
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 was applied to get daily change (%) of PEFR to combination
inhaler. The asthmatic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favorable vs. poor response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PEFR using the 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 Each SNP was
analyzed by testing for independence between two groups. For predicting drug response, the
associations between each SNP and time trend of response were analyzed and the equation
for the predicted PEFR was constructed by nonlinear regression method.

Result: Among the 12 SNPs, the ADCY9 132007 T>C polymorphism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esponse to combination inhaler. The patients with CT or CC genotype at the
ADCY9 132007 T>C polymorphism are more in well controlled state than those with TT
genotype in the initiate stage (0~8 week). A possible interaction between ADCY9 1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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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polymorphism and IL13 -1510 A>C polymorphism was noted by generalized linear
model (GLM). The rank of candidate SNPs was determined using decision tree forest. A
clinical model for predicting a drug response to combination inhaler using nonlinear
regression method was constructed.

Conclusion: The ADCY9 132007 T>C polymorphism may affect on drug response to a
combination inhaler in Korean asthmatics. We suggest a clinical model using an alternative
statistical analysis including hierarchical clustering and nonlinear regression methods for
predicting a drug response to a combination inhaler.

Key words: asthma, 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 nonlinear regression method,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and pharmacoge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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