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coGWASTM는 대용량의 유전형 정보와 표현형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적

으로 관리하고 전장 유전체 연관분석(GWAS), 집단 유전학 관련분석을 

지원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등록하고 Datasets

를 생성한 후, 분석상태를 관리하고 가시화된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Base program
incoGWASTM의 워크플로우는 5개의 서브분석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incoGWAS base program에서 서브 모듈간의 데이터 연계와 통합을

관리합니다. 사용자는 incoGWAS base program을 통해 incoGWASTM

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latform 관리 모듈
Platform관리를 위한 확장 모듈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요 플랫

폼들의 정보를 관리합니다. 또한 NCBI GEO(http://www.ncbi.nlm.nih.gov/geo)

로부터 추가로 플랫폼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등록된 플랫폼 정보를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구성하는 

SNP 좌위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전형·표현형 데이터 관리 모듈
유전형·표현형 관리를 위한 확장 모듈로 다양한 포맷의 유전형 정보

파일과 표현형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유전형·표현형 Raw데이터는 incoGWASTM가 제공하는 데이터 

컨버터를 통해 .map, .ped 파일 포맷 등 분석 가능한 포맷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Sample 관리 모듈
등록한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개체단위로 유전형 정보를 포함한 

개체의 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개체의 유전형 정보

와 SNP 좌위 정보를 연계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며, 연관분석을

위한 개체 그룹핑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관심 있는 SNP의 특정 유전형, 표현형, 환경조건 등을 이용한

검색기능(유전형 검색, 표현형 검색, 환경정보 검색)을 제공합니다.

Datasets 관리 모듈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여 Datasets를 생성/관리하는 모듈로 분석의

목적과 종류, 데이터 버전에 따라 Datasets를 구분하여 생성하고 분석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석 Apps 관리 모듈
incoGWASTM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분석 Apps을 통해서 Datasets

데이터의 유전형·표현형 연관분석, 집단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분석 Apps 관리 모듈을 통해 분석 진행상태와 분석제어,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결과는 그래프와 테이블을 통해서 제공되고 

엑셀 내보내기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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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eatures

 대용량 유전형·표현형 데이터 통합관리
 분석 서브셋 생성 / 샘플 그룹핑
 대용량 유전형·표현형 데이터 연관분석(Association study)
 혈연관계 판별 기능(Parentage testing)
 PCA 등 집단 구분 기능 지원
 분석결과 가시화 / 분석상태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OS independent(Windows, Linux, OS X)
2GB RAM required, 4GB RAM recommended
500G HDD recommended
Intel or AMD CPU required
※하드디스크 및 메모리는 최소 사용 기준이며,
데이터 크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비스 문의  consulting@insilicogen.com          031.278.0061

유전형/표현형 연관분석
(Association study)

집단구분분석
 (PCA)

혈연관계분석
(Parentage test)

Web folder 귀하에게 할당된 웹 저장공간에 유전형, 표현형, 환경정보, 가계정보 등
다양한 파일을 자유롭게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Datasets 유전형, 표현형, 환경, 가계 파일을 통합관리 합니다. 다수의 공개된
Datasets를 참고하세요. Datasets는 복제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Apps Datasets를 분석하는 다양한 앱을 통해 귀하의 Datasets에서 의미있는 
가치를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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