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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ansion of genetic variants of SNP chip using genotype imputation
Division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Genomics, Center for Genome Science, NIH, CDC.
Hwang Mi Yeong, Kim Young Jin, Moon Sanghoon, Kim Bong-Jo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is becoming a powerful tool for the discovery of genetic variants across entire
chromosomes. However, it is not yet feasible to apply NGS in a large-scale-population-based genome study due to its relatively high cost and
required high computing power. Alternatively, SNP chip genotyping and imputation analysis have been widely used to study hundreds of
thousands of samples. Genotype imputation estimates untyped markers of SNP chip using reference panel comprised of thousands of
sequenced samples. Reference panels of The 1,000 Genomes Project (1KG) and Haplotype Reference Consortium (HRC) are frequently used
as public reference panel. 1KG and HRC include 2,504 multi-ethnic samples and 32,488, mostly European, samples. To date, 622 sequenced
samples of Korean Reference Genomes (KRG) have been produced by the Korean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KCDC. Among these, we
have constructed the Korean Reference panel using 397 samples and performed imputation analysis using the reference panel on about 8,000
samples genotyped using Affymetrix 5.0 genotyping chip. We also compared the performance of KRG to those of 1KG. KRG showed
comparable performance with 1KG, in terms of average imputation quality and imputation-based genomic coverage. The merged reference
panel of KRG and 1KG showed 4-6% increased imputation efficiency compared to the imputation performance using the single reference
panel. For genomic study of Koreans, imputation performance will be greatly increased by using the combined reference panels of KRG,
1KG, and other reference panel resources with Asian ancestries.

들어가는 말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3)를 통해 제2형
당뇨, 고혈압 등 다양한 공통복합질환(common complex

인간유전체에는 단일염기다형성(S i n g le Nuc le ot ide
Polymorphism, SNP, 이하 ‘유전변이’), 구조변이(structural

diseases)4)에 영향을 미치는 약 2만 9천개의 유전변이가
발굴되었다[1].

va r ia nt), 삽입-결실(i n ser tion-deletion) 등 다양한

대량의 유전변이정보를 단시간 에 분 석하 는 대표적인

유전변이1)가 존재하는데 이중 SNP 유전변이가 가장 많이

방법으 로 차세대염기서열분 석기법(N e x t G e n e r a t i o n

존재하여 현재까지 약 1억 5천만개가 발굴되었다2). 지난 약 십 년간

Sequencing, NGS)과 SNP 마이크로어레이(SNP microarray,

이러한 유전변이정보를 이용하여 전장유전체 연관성분석 연구

이하 ‘유전체칩’)가 있다[2].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법을 이용한

1 ) 서로 다른 두 사람은 99% 동일한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약 1%는 서로 다르며 이것을 유전변이(genetic variation)이라고 하며, 키, 눈동자, 머리카락 등 표현형과 다양한 질환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dbSNP build 147 기준(2016년 4월), dbSNP website: https://www.ncbi.nlm.nih.gov/projects/SNP/
3) 전장유전체 연관분석: 유전체에 존재하는 대량의 유전변이 정보를 분석하여 질환이나 형질과 연관된 유전변이들을 발굴하는 연구
4) 공통복합질환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병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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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기서열분석(Whole Genome Sequencing, WGS)을 하면

통계적으로 추정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Figure 1).

인간유전체 30억 염기서열정보를 일주일 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적은 수의 유전변이정보를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은

획기적인 방법으로 거의 모든 유전변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유전변이의 경우 서로 유사한 패턴을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높은 실험 비용, 관련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보이며 비무 작위적(n o n-r a n d o m) 연관성을 보여주 는

높은 컴퓨터 계산력을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어 수만 명 이상

연관불균형(linkage disequilibrium)이라는 유전체의 특성

대규모 인구집단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실정이다.

때문이다.

반면, 유전체칩은 동전 보다 작은 크기의 칩에 수십만개 이상의

유전변이정보확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참조유전체정보가

유전변이정보를 담고 있으며 전염기서열분석에 비해 약 5배

필요하고, 이는 전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수백명 이상에서 발굴된

이상 저렴한 실험 비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컴퓨터 계산력이

수천만개 이상의 유전변이정보를 통합한 것을 말 한다.

요구되는 등 장점이 있으나 제한된 수의 유전변이만 확인할 수

참조유전체정보로 활용 가능한 유전체정보는 전세계에서 7개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2]. 이러한 유전체칩의 한계점을

그룹이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약 3만 9천명의 정보가 있다

보완하기 위해 유전변이정보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인 유전형

(Table 1). 공개된 참조유전체정보의 약 80%는 유럽인종으로

임퓨테이션(genotype imputation, 이하 ‘유전변이정보확장’)이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인은 약 2천 3백명 정도로 전체의 약

소개되었다[3]. 이는 전염기서열분석으로 생산된 참조유전체정보

6%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유전변이정보확장 방법의

(reference panel)5)를 활용하여 분석하면 유전체칩에 있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참조유전체정보를 확보하는

수십만 개의 유전변이정보를 전염기서열분석 정보 수준인 약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00 Genomes

8천만개 이상으로 유전변이정보를 확장할 수 있다.

proje ct 2,504명을 이용한 유전변이정보확장 결과 보다

최근 1,000 Genomes Project, Haplotype Reference

Haplotype Reference Consortium 약 3만 2천명을 이용한

Consortium 등에서 활용 가능한 참조유전체정보를 공개하고

경우에 정확도 높은(imputation quality score, R2 ≥ 0.5)

있어 이를 활용하여 유전체칩의 유전변이정보를 확장하고

유전변이정보를 약 200만개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질환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유전변이를 찾는 사례가 늘어나고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의 경우 향후 참조유전체정보 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유전체칩에 대한 유전변이정보확장 분석과

확보하여 유전변이정보확장의 정확도를 더 높일 필요성이

활용 가능한 다양한 참조정보 및 한국인 대상 유전변이정보확장

있다[5].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인 참조유전체정보(Korean Reference Genome,
K RG)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622명 정보를
공개 하 고 있 으며 , 이 중 3 9 7 명 으 로 구 성 된 한 국 인

몸말

참조유전체정보는 국립인체자원은행을 통해 분양되고 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전변이정보확장의 정확도와 유전체

유전변이정보확장 방법은 수천만 개 이상 유전변이정보가

대표성(imputation based genomic coverage)6)을 측정하기

있는 참조유전체정보와 유전체칩의 유전변이정보를 비교해서

위해 397명의 한국인 참조유전체정보를 분석해보았다. 기존에

유전체칩에는 없지만 참조유전체정보에 있는 유전변이를

많이 사용되는 참조유전체와의 비교를 위해서 1,000 Genomes

5) 전염기서열분석으로

생산한 수천 명 이상의 유전체정보로 수천만개 이상의 유전변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유전변이정보확장, 유전변이 빈도 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음
6) Imputation

based genomic coverage: tagging SNP를 이용하여 유전체에 존재하는 SNP를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 알 수 있다. 계산식은(Tagging SNP를 이용하여 대표되는 총
SNP수)/(전체 SN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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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2,504명(1,000 Genomes project phase 3, 이하 ‘1KG

비교분석을 위해 사용한 유전체칩은 한국인 약 8천명을

P 3’ ) 을 활 용한 유전변이정보확장 분 석도 수행하였다.

대상으로 Affymetrix SNP 5.0 genotyping array를 이용하여

Figure 1. How genotype imputation works (ref. 4)

Table 1. List of whole genome sequenced samples can be used as reference panels
Name

# of Samples

Ancestries

Website

1,000 Genomes project

2,504

Europeans
Africans
Asians

http://www.internationalgenome.org

Haplotype Reference Consortium

32,488

Predominantly Europeans

http://www.haplotype-reference-consortium.org

Singapore Sequencing Malay project

100

South East Asian
(Malaysian)

http://www.statgen.nus.edu.sg/~SSMP/

Japanese population reference panel

1,070

East Asian
(Japanese)

https://ijgvd.megabank.tohoku.ac.jp/about/

Genome of the Netherlands project

750

Europeans
(Dutch)

http://www.nlgenome.nl

Qatar genome

1,161

Middle East Asian
(Qataris)

http://geneticmedicine.weill.cornell.edu/genome

Korean Reference Genome

622

East Asian
(Korean)

http://152.99.75.168/KRGDB/

Total

3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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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verage imputation quality by reference panels
Category

1KG P3

KRG

Merged reference panel†

Overall

0.905

0.904

0.922

MAF* ≥ 5%

0.931

0.931

0.943

MAF* ＜ 5%

0.827

0.824

0.860

* MAF: minor allele frequency
† Merged reference panel: merged reference panel comprising 1KG P3 and KRG

Table 3. Genomic coverage by reference panels
Category

1KG P3

KRG

Merged reference panel†

MAF* ≥ 1%

0.811

0.820

0.852

MAF* ≥ 5%

0.881

0.882

0.907

MAF* 1-5%

0.610

0.632

0.691

* MAF: minor allele frequency
† Merged reference panel: merged reference panel comprising 1KG P3 and KRG

생산한 유전변이정보 중 1번 염색체에 해당하 는 자료를

이를 보완하고자 유전변이정보확장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사용하여 각 참조유전체정보별로 결과를 얻었다(Table 2,3).

유전변이정보확장방법은 유전체칩의 유전변이정보를 수천만개

참조유전체정보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인 참조유전체정보가

수준으로 확장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전체칩의 활용도를 더

397명으로 훨씬 적은 수의 정보로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 글에서 보인 것과 같이

2,504명의 1KG P3와 유사한 정확도와 유전체 대표성을

한국인 참조유전체정보와 다른 참조유전체정보를 통합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인 참조유전체정보와

활용하면 유전변이정보확장의 정확도와 유전체대표성을 더욱

1KG P3를 통합하여 유전변이정보확장 분석에 활용하는 경우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최근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각각 따로 사용한 경우보다 4-6%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다.

아시아인에 대한 참조유전체정보가 활발히 생산되고 있어 향후

이러한 결과를 확인함에 따라, 향후 한국인 참조유전체정보,

모든 아시아인 참조유전체정보를 통합하여 활용하게 되면

1KG P3 외에도 한국인과 유전체 특성이 유사한 일본의

정확도와 유전체대표성을 높이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Jap a ne s e p opu l at ion referenc e p a nel 통합하여

것으로 기대된다.

유전변이정보확장 분석에 사용할 경우 더 높은 정확도와
유전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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