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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신경퇴행성 질

환 중 하나다[1].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며 뇌 흑질(substan-

tia)의 신경세포가 소실되며 60% 이상 소실되면 명확한 증상이 나타난

다. 주요 증상으로 운동성 증상과 비운동성 증상이 있는데 운동성 증

상은 떨림, 강직, 운동 완화증, 운동 불능 등이 있다. 보행 동결(freezing 

of gait)은 파킨슨병이 많이 진행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데, 급격

한 몸의 변화가 존재할 때 행동을 제때 하지 못하고 느리게 반응하는 

다중 커널을 이용한 파킨슨 환자로부터 보행 동결 진행까지의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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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가지고 있다[2]. 비 운동 증상은 인지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배

뇨 장애, 우울증 등이 있다. 

최근 사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파킨슨병 환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0년도에 약 3백만 명의 환자가 존재했으며 추후 2040년이 되

었을 때 4배 이상의 파킨슨병 환자가 존재할 것이라 예상해왔다[3]. 그

리고 산업화가 진행된 국가에서 유병률을 조사했을 때 전체적인 사람

들을 대상으로 유병률이 0.3%인 반면 60세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산한 유병률은 1%에 도달하였다. 심지어 8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

으로 유병률을 계산했을 때 3%가 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1].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23.48.1.81&doma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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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흔히 발견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

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간접적인 원인으로 흡연, 카페인 섭취 등의 

요소가 있으며[4], 가족력 또한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 중 하나로 드러

나 있다[5]. 본 연구는 파킨슨병의 여러 요인 중에 유전적 요소에 초점

을 맞췄으며, 또한 유전적 요인이 다른 요인과 교호작용을 발생시켜 파

킨슨병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차례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Marceau et al. [6]의 연구는 커널 머신 모형을 활용한 유전

자 및 환경 요인의 교호작용과 유전자 내의 교호작용에 대한 연구이

며, Lin et al. [7]의 연구는 일반화 선형모형을 활용해 유전적 요인과 환

경 요인, 단일 핵산 염기 요인과 환경 요인에 대해 각 교호작용이 유의

미한지 찾아내는 연구이다. 그러나 파킨슨병이 있는 환자들의 보행 동

결까지의 유전적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비교적 최근 시작되었다. 대

표적으로 Radojević et al. [8]은 보행 동결 증상의 발생과 관련된 유전

자를 찾기 위해 파킨슨병을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 중 보행 동결 비발

생 환자와 보행 동결 발생 환자의 유전자 대조를 통해 유의미한 유전

자를 찾아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전자와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에서 관

심 지역(region of interests, ROI)에서 추출한 뇌의 부피에 대한 교호작

용의 연구 또한 최근 들어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Bi et al. [9] 연구에

서 가중치를 적용한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한 경도 인지 장애를 예측할 

수 있게 유전자 및 관심 지역의 원소 하나씩 쌍을 만들어 매트릭스

(matrix)를 생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보행 동결 발생에 끼치는 유전적 요인 그리고 유전적 요인과 

교호작용이 있는 뇌영상학적 요인을 찾아내는 연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동결 증상에 영향을 주는 어

떤 유전적, 뇌영상학적 요인이 있는지 찾고자 한다. 하나의 유전자에 

속해 있는 단일 핵산 염기 다형현상(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들의 연관성과 반응변수와의 비선형적 관계성을 고려하여 여러 

유전자에 대응되는 다중 유전자 커널 함수와 관심 지역의 뇌 부피와 

유전자의 교호작용에 대응되는 교호작용 커널 함수를 생성하여 콕스 

비례위험 모델에 적용하였다. 데이터는 파킨슨병 환자들에 대한 오픈

소스인 PPMI (Parkinson’s Progression Markers Initiative data; https://

www.ppmi-info.org/)를 활용하였다. 

2절에서 생존분석 모형인 콕스 비례-위험 모형 및 SNP 데이터에 맞

는 IBS 커널을 소개하며 이를 활용해 교호작용 커널을 만들고 적용하

는 과정을 설명하고 3절에서 실제 데이터인 PPMI 데이터를 적합시켜 

결과를 보일 것이며 4절에서 본 연구에 대해 시사할 점과 한계에 대해 

간략히 고찰 및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PPMI에서 제공하는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PPMI는 

전향적 코호트로 전 세계의 약 50개의 장소로부터 참가자 모집을 

2010년에 시작하였으며 등록 중단 뒤에 연구가 확대되어 2020년 이후 

재모집을 적용하여 약 4,000명의 파킨슨병 환자군, 대조군 피실험자를 

수집하였다. 참가자에 대하여 전구증상에서 중증까지 파킨슨병의 모

든 단계에 걸쳐 임상적 특징, MRI와 같은 영상 결과, 생물학적 및 유전

적인 마커 등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파킨슨병 계측척도(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UPDRS)

의 세 번째 파트 중 보행 동결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NP3FRZGT)가 

1보다 크면 보행 동결이 발생한 환자로 분류하였고, 0의 값을 가지는 

경우 보행 동결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로 분류하였다. 또한 진단 기록을 

활용해 보행 동결이 발생한 환자는 처음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시점부

터 보행 동결이 발병한 시점까지의 기간을, 보행 동결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는 관측 종료 시점인 2022년 6월로부터 가까운 마지막 진단 날까

지의 기간을 1달 기준으로 수치화한 값을 생존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보행 동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유전적 요소로 SNP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MRI를 활용해 관심 지역의 부피를 추출했으며, 

두 요소를 결합한 교호작용을 생성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인 요소 

중 나이와 성별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자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인구통계학적 자료 중 나이는 관측 기간이 

시작된 시점의 나이를 이용하였다. 또한 성별을 여성이면 0의 값을, 남

성이면 1의 값을 갖도록 표기하였다. 

자기공명영상의 관심 지역

MRI 영상 데이터를 선택할 때 환자들이 최초로 촬영했던 시점의 

데이터를 선택했으며, T1 강조영상(T1-weighted MRI)을 사용하였다. 

이 영상은 자화 준비된 빠른 기울기 에코 이미징 시퀸스를 사용한 1.5 

또는 3-Tesla 스캐너를 사용해 획득하였다. 일반적인 MRI 매개변수는 

반복 시간=5-11 ms; 에코 시간=2-6 ms; 슬라이스 두께 1-1.5 mm; 슬

라이스 간 간격 0 mm; 복셀 크기 1 ×1 ×1.2 mm; 매트릭스 최소 256 ×

160을 사용하고 있다. 이 MRI 데이터로 특별 분할 도구인 Free-Surfer 

(version 6.0, http://surfer.nmr.mgh.harvard.edu)를 이용해 각 피실험자

의 좌뇌와 우뇌 각각 관심 지역의 피질의 부피를 추출하였다. 또한 피

실험자 마다 뇌의 총 부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관심 지역의 볼륨/

전체 뇌의 볼륨) ×100]을 통해 정규화하였다. 또한 [(좌뇌의 부피+우뇌

https://www.ppmi-info.org/
https://www.ppmi-info.org/
http://surfer.nmr.mgh.harvard.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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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피)/2]로 피실험자마다 좌뇌와 우뇌의 같은 부위의 평균을 사용

하였다[10].

단일 핵산 염기 다형현상

SNP는 DNA 서열에서 일어나는 단일 염기의 변이를 뜻한다. 따라서 

SNP 데이터는 SNP 마커의 위치별로 두 개의 위치에 대한 변이 값을 

가지게 된다. 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정상 인자를 우성인자라 표기했을 

때, 모두 우성 SNP 마커를 보유하면 0의 값을, 우성 1개, 열성 1개 SNP 

마커를 보유하면 1의 값을, 모두 열성 SNP 마커를 보유하면 2의 값을 

가지는 데이터 행렬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우성 SNP 마커는 변이가 

존재하지 않은 염기를 뜻한다. 프로그램 BCFtools를 이용하여 SNP 데

이터를 추출했으며 PLINK ( ) 프로그램을 통해 이분 PLINK 

형태 데이터 변형을 진행하였다. 또한 제노타이핑 퀄리티 스코어를 이

용해 최소 20인 데이터만을 추출하였다. 유전자의 종류는 파킨슨병 발

병을 유도하는 유전자 중에서 SNCA, GBA, LRRK2 유전자를 선정하

였고[4], 보행 동결 증상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COMT 유전자

를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8]. 

콕스(Cox) 비례위험 모형

생존분석은 생존함수 또는 위험함수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연구하

는 분야이다. 위험함수 는 ‘순간위험률’이라고도 하며, 시점까지 생

존한 환자가 시점 이후 사망하는 확률을 나타낸다. 가 연속형 확

률변수인 생존 기간이라 할 때, 순간위험률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Cox [11] 회귀모형은 위험함수를 기반으로 질병 발병 여부와 관련된 

설명변수들이 존재할 때 해당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생존분석 모형이다. 이 모형은 데이터의 특성

을 잘 반영하지만 생존 시간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준 모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은 피실험자의 수, 은 유전자의 수, 그리고 는 관

심 지역의 수라고 표기하였다. 명의 환자가 존재하고 개의 설명변수

가  존재할  때 ,  번째  환자의  설명변수  관측  값을 

라고 하면 시점에서의 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회귀모형의 계수 값을 뜻하며, 모든 

설명변수가 기본값을 가지게 되면 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 함수

를 기저 위험함수라고 한다. 콕스 비례위험 모형을 추정할 때 가능도

비 함수를 활용해 추정하며 가능도비 함수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는  누적  기저  위험함수이다.  를  피실험자가  

검열된 시간을 나타내는 검열 변수라고 할 때 는  

번째 환자가 시간까지 검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는 시간까지 번째 환자의 질병 발병 여부를 뜻

한다. 는 지시함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두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

진 는 시간까지 번째 환자가 질병 발생 위험군

에 속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는 1일 경우 시점에 번째 환자의 

질병이 발병했었는지를 뜻하고 0이면 반대를 뜻하는 지시함수를 의

미한다. 따라서 는 시점에서 질병 발생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관측할 수 있었는지 나타내는 지시함수이다. 

을 의미하며 는 관측 종료 시점을 나타

낸다. 콕스 모형은 부분 가능도비 함수를 최대로 하는 회귀모형의 계

수를 추정한다. 

커널 변수 생성

SNP 데이터를 활용하는 본 연구에서 같은 유전자의 위치마커끼리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콕스 

비례 위험 모형에서 보면 선형 관계로 회귀 적합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비선형 관계와 동일 유전자의 위치마커 간의 상관관계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커널 머신 회귀 모델을 콕스모형에 적용하였다. 

SNP 데이터는 우성인자 개수에 따라 0, 1, 2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항 커널(polynomial kernel), 가우시안 커널(Gauss-

ian kernel) 등 연속형 변수를 활용하기 위한 커널은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0, 1, 2 값을 가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IBS 커널을 

활용하였다. IBS 커널은 각 SNP 마커의 우성인자인 염기서열과 대조하

여 우성인자와 같은 염기를 가졌을 때 가중치를 부여해 유전적 유사성

을 정량화하는 커널이다[6]. m번째 유전자 커널을 생성할 때 만들어지

는  크기의 커널 행렬을 이라 정의하며, 를 원 데이터에서 

SNP 데이터 행렬의 번째 환자의 SNP 데이터 벡터로 표기했을 때 식은 

다음과 같다.

은 번째 유전자 마커의 집합을 뜻하며 은 의 크기를 의

미한다. 번째 환자와 번째 환자의 유전자별 SNP 마커에 대해 SNP 마

커 행렬의 값이 같으면 2의 가중치를, 값의 차이가 1이면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한 유전자에 포함되는 SNP 마커의 가중치에 대한 총합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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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기한다. 따라서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은 아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가능도비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룹 라쏘 페널티

기존의 가능도비 함수를 그대로 이용해 추정하게 되면 환자의 수보

다 속성의 수가 훨씬 큰 형태로 모형 적합이 될 것이다. 이 모형을 그대

로 사용하게 된다면 피실험자의 수를 뜻하는 행의 개수보다 변수를 

뜻하는 열의 개수가 훨씬 많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적합 자체가 진행되

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수 선택 과

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잘 알려진 선택법 중 단계적 선택법, 전진 선택

법 등 p-값을 활용해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많은 변수를 계산하기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라쏘(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LASSO) 방법을 선택하였다. 라쏘 방법은 가능도비 함수 등 

추정함수에서 각 계수의 절댓값의 총합을 더해 계수의 크기 또한 최

소로 줄여 0에 가까워지는 값을 0으로 만들기 때문에 변수 선택에 있

어서 큰 안정성과 정확성을 준다[12]. 절댓값을 이용해 식을 구성하게 

되며 한번 미분하였을 때, 꺾이는 부분에서 0으로 만들어준다. 따라서 

페널티를 강하게 부과하며 영향이 큰 계수들만 선택된다. 그러나 현재

의 요인 행렬은 한 커널로부터 생성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각 변수

를 하나의 변수로 동일하게 부과하기 어렵다. 또한 커널에서 나온 변수 

중에서 일부가 선택된다고 하더라도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

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커널에서 나온 개의 변수를 하나의 

그룹으로 지정해 같은 크기의 페널티를 받아 그룹 채로 선택하게 만드

는 그룹 라쏘 방법을 본 연구에서 활용할 것이다[13]. 로그 가능도비 

함수 와 그룹 라쏘

의 식을 추가해 목적 볼록 함수를 아래와 같이 생성하였다.

는 그룹 라쏘에서 조절할 수 있는 조율 모수(hyperparameter)이며 

는 각각의 유전자 커널, 교호작용 커널에서 그룹에 대한 조

정 변수다. 각 유전자 커널 및 교호작용 커널에서 각 커널 내 유의미한 

변수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특잇값 분해를 활용해 그룹의 길이를 반

영하였다. 또한 는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룹에 대한 조정변수로 각 커널에서 특잇값 분해를 진

한 뒤 유전자에 포함된 총 SNP 마커의 개수에 2를 곱하여 나누어진 

값을 가진  행렬을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같은 유전자에 속한  

2개의 SNP 데이터, SNP1과 SNP2가 있다고 하자. 이때, 3명의 환자에 

대한 유전자  값이 각각 = (2,0), = (0,1), = (1,2)라고 한다면 

이고, 다른 항들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터 까지의 행렬을 이어 붙인  행렬을 

행렬로 표기하였고 유전자에 관한 주 효과 요소로써 활용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전자에 따라서 신장, 체중부터 신체 

기관의 형성까지 영향을 받는다. 또한 사람은 뇌를 갖고 태어나며 뇌를 

구성하는 관심 지역들의 부피 또한 유전자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따라

서 유전자와 관심 지역의 부피 사이에서 교호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IBS 커널을 활용해 유전자 커널 행렬을 활용해 교호작용 커널

을 생성하였다. 유전자 커널 부터 까지의  커널 행렬과 관

심 지역 하나하나의 부피에 대해 대각행렬을 만들어 유전자 커널 행렬

의 양옆으로 곱해 교호작용 커널을 생성하였다[6]. 행렬 를 관심 지역

의 부피에 대한  행렬이라 했을 때, 의 대각행렬

을 생성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연속형 변수인 관심 지역의 부피에 대한 행렬 의 특성을 가진 행

렬 를 양쪽에 곱해 을 생성하였다. 유전자 종류의 개수인 

과 관심 지역의 개수  를 곱한 개의 교호작용 커널을 생성한 

후 본 연구의 교호작용 요소로써 활용하였다.

다중 커널을 활용한 콕스 비례위험 모형

유전자 커널 및 교호작용 커널과 인구통계학적인 요소와 관심 지역

에 대한 부피를 설명변수로 활용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여기서 는 번째 환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벡터이고, 는 번째 

환자의 관심 지역의 부피를 나타낸다. 또한 을 의

미하며, 와 는 각각 유전자 커널, 교호작용 커널에서 생성된 커

널 변수의 계수를 뜻한다. 각 커널의 계수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해 각각 

, 

Table 1. Example of the IBS kernel

IBS Kernel 

1 0.25 0.25
0.25 1 0.5
0.25 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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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뒤에 고유벡터의 크기가 아주 작은 상수 의 임계값보다 큰 고윳

값의 개수를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그룹 단위로 라쏘 방법이 이루어

지며 한 커널그룹이 제외될 때 그 커널그룹에 속하는 변수들 또한 모

두 제거된다. 따라서 커널 단위로 묶여서 라쏘 방법으로 선택되므로 

해석에 대한 용이함과 불필요한 변수를 더 빠르게 없앨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연구 결과

분석 데이터

본 연구는 PPMI 코호트에서 2010년에 모집된 조기 파킨슨병 환자 

42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측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n =16), 파킨슨병 계측척도 세번째 파트(UPDRS III) 중 보행 동결 관

련 변수(NP3FRZGT)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n =133), MRI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n =12), SNP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n =3)를 제외한 최종 

25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Figure 1).

뇌 부피데이터는 뇌의 피질을 34개 관심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각 관

심 지역에 대한 부피로 구성되었다. SNP 데이터는 네 가지 유전자 SNCA, 

GBA, LRRK2, COMT에 속하는 SNP로 구성되었고, 259명의 환자에 

대해 모두 같은 값을 가진 SNP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SNP 종류

는 배제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총 5개의 SNCA 유전자에서 3개를 제

외한 rs356181, rs3910105를 포함하였고 총 6개의 GBA 유전자에서 2개

를 제외한 rs421016, rs76763715, rs75548401, rs2230288을 포함하였으며 

총 7개의 LRRK2 유전자에서 4개를 제외한 rs76904798, rs33949390, 

rs34637584을 포함하였다. 총 11개의 COMT 유전자에서는 환자 모두 

같은 값을 가지는 SNP가 없었으므로 11개의 rs737866, rs174674, 

rs5993883, rs740603, rs165656, rs6269, s4633, rs2239393, rs4818, rs4680, 

rs165599를 포함하였다. 두 요소 ROI와 SNP를 각각의 변수로 포함하

여 최종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네 가지 인구통계학적, 유전자 커널, 관심 지역의 부피, 교호작용 커

널 변수를 모두 합쳐 총 259행 36,296열의 데이터가 생성되었다. 커널

의 총 개수는 유전자 커널 4개와 교호작용 커널인 4 × 34 =136개의 커

널로 140개의 커널이 적용되었다. 분석은 프로그램 R (version 4.2.1)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술적 특성

보행 동결이 발생한 집단과 발생하지 않은 집단의 나이와 성별, 네 

가지의 유전자에 대해 차이가 존재하는지 t-검정 방법과 카이제곱 검

정을 이용하여 비교한 값을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이에 대한 

p-값은 0.36의 값을 가지며 성별에 대한 p-값은 1에 가까운 값을 가진

다. 이를 통해 나이와 성별로 인해 두 집단의 차이가 설명되지 않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SNCA, GBA, LRRK2, COMT 유전자 보유자와 

비보유자의 보행 동결 발생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뇌 관심 지역 

부피에 대해 FOG 발생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을 때 Inferior Parietal의 

p-값이 0.045, Superior Parietal의 p-값이 0.041로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plementary Table 1).

Figure 1. Flow chart of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PD patients recruited in 2010 
(n= 423)

Eligible PD patients 
(n= 259)

< 2 years of follow-up 
(n= 16)

No MRI 
(n= 12)

Missing NP3FRZGT in UPDRS III
(n= 133)

Difficulties in SNP marker identification 
(n= 3)

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ac-
cording to the occurrence of freezing of gait

Variables
No FOG FOG

p-valuen (%) or 
Mean±SD

n (%)
Mean±SD

Sex >0.990
Women 68 (35.2) 23 (34.8)
Men 125 (64.8) 43 (65.2)

Age (y) 61.1±9.6 62.3±10.3 0.360
SNCA carriers 0.114

No 174 (90.2) 54 (81.8)
Yes 19 (9.8) 12 (18.2)

GBA carriers 0.297
No 138 (71.5) 42 (63.6)
Yes 55 (28.5) 24 (36.4)

LRRK2 carriers 0.893
No 71 (36.8) 23 (34.8)
Yes 122 (63.2) 43 (65.2)

COMT carriers 0.771
No 22 (11.4) 6 (9.1)
Yes 171 (88.6) 60 (90.9)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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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공선성 확인

Figure 2는 SNP의 상관관계 행렬을 나타낸다. LRRK2와 GBA 유전

자에 속한 SNP들은 상관관계가 약한 반면 SCNA와 COMT 유전자에 

속한 SNP들은 같은 유전자 종류의 SNP끼리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

능성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분산팽창지수를 확인한 결과 COMT 유

전자의 rs5993883, rs165656, rs6269, rs4633, rs2239393, rs4818, rs4680 변

수들의 분산팽창지수가 10이 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음의 두 

결과를 통해 같은 유전자의 SNP에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변수 선택

그룹 라쏘를 이용해 조율 모수인 를 조율하기 위해 5-fold cross val-

idation 방법을 적용하였다. k-fold cross validation은 데이터셋을 k개의 

데이터셋으로 나누어진 데이터들을 각각 한 번씩 검증데이터로 선택

해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데이터셋을 훈련용 데이터로 사용해 최적화

의 조율 모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Figure 3은  값에 따른 cross valida-

tion 오류를 나타낸다. 의 값이 0.02526일 때 cross validation 오류의 

차이가 가장 작게 계산되었으며, 이때 선택된 커널 그룹의 개수는 총  

7개이다. Figure 3에서 선택된 그룹의 개수가 8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그룹에 포함하지 않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관

심 지역의 부피에 대한 변수를 한 개의 그룹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

것을 제외한 7개의 커널 변수 그룹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

정된 계수와 그룹 라쏘 페널티의 그룹에 대한 조정 변수는 Supplemen-

tary Table 2와 Supplementary Table 3에 각각 제시하였다.

Figure 2. Correlation matrix of SNP.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Figure 3. The hyper parameter lambda of the group lasso and the number 
of selected kerne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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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teraction kernel selected through group l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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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어떠한 커널 변수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해 보면 유전자 커

널 중에서 LRRK2 커널이 선정되었고 교호작용 커널 여섯 가지가 선정

되었다. Figure 4는 왼쪽 그림은 좌뇌의 바깥면을 보여주는 그림이며 

오른쪽 그림은 좌뇌의 안쪽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선택된 교호작

용 커널을 바탕으로 교호작용이 있는 해당 관심 지역과 유전자를 표

현하였다. 교호작용 커널에서 선택된 관심 지역을 확인해 보면 총 여섯 

가지 부위인 cuneus, pericalcarine cortex, transverse temporal gyrus, su-

pramarginal gyrus, pars triangularis, entorhinal cortex이다. Cuneus와 

pericalcarine cortex는 후두엽에 위치하며 시각 정보처리에 관여하는 

부위이다. Transverse temporal gyrus는 청각 피질에 위치하며 청각 정

보처리에 관여하는 부위이며 supramarginal gyrus, pars triangularis는 

각각 두정엽, 전두엽에 위치하며 언어정보처리에 관여하는 부위이다. 

Entorhinal cortex는 전두엽에 위치하며 기억형성 역할을 하는 지역이

다. 여섯 가지 부위의 공통점은 각각의 감각 정보 및 기억 정보를 처리

하는 부위라는 것이다. Pozzi et al. [14]의 연구에서 보행 동결과 관련 

있는 관심 지역의 부위는 운동 기능과 관련된 부위인 precentral, supe-

riorfrontal 등인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섯 가지의 관심 지역에서 부피의 차이가 보행 

동결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통적인 곳에

서 영향을 받아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중커널을 이용한 콕스 비례위험 모형을 통해 파킨

슨병 환자의 보행 동결 증상과 연관이 있는 유전적, 뇌영상학적 요인

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안된 모델은 IBS 커널을 통해 같은 유전자에 속

하는 SNP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뇌 부피와 유전자의 교호작

용 또한 포함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감각 정보 및 기억 정보를 처리하

는 부위와 파킨슨병 발병 및 보행 동결과 관련된 유전자가 보행 동결 

발생에 대한 교호작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커

널을 이용하지 않고 각 유전자 종류별 그룹 라쏘를 이용한 콕스 회귀 

모형을 적합해 본 결과 어떠한 유전자도 선택되지 않았다. 즉, 본 연구

에서 고려한 커널 머신 모형을 활용한 콕스 모델을 통해 유전자 및 뇌

영상학적 요인과 보행 동결 발생의 비선형 관계성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관심 지역 

부위와 다른 곳에서 교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

가로 여섯 가지 관심 지역의 부피와 유전자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교

호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밝혀진 부위와의 관계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유전자와 교호작용이 있는 관심 지역의 부피가 

보행 동결 발생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지 추후 연구가 더 필

요할 것이다. 현재 적용한 데이터는 유전자와 관심 지역의 부피만을 활

용하였기에 다양한 요소를 추가로 고려하거나 더 고도화된 다중체 데

이터를 활용해 데이터를 구성하면 파킨슨병에서 보행 동결이 발생하

는 복합적인 과정을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까지 

파킨슨병과 보행 동결에 관련된 유전자가 계속 발견되고 더 많은 유전

자를 추가로 반영한다면 지금의 결과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보행 동결과 관련된 유전자보다 파

킨슨병 발병에 관한 유전자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추후 연구에서 보

행 동결과 관련된 유전자를 더 추가한다면 보행 동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교호작용 커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주 효과인 유전자 효과와 교호작용

의 효과에 대한 계층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이며 세부적인 신경

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

에서 이를 보완하고 반영한다면 파킨슨병과 보행 동결의 발생에 정확

한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활용해 비운동 증상 또한 발생

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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