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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문문문문 요요요요약약약약

건건건건강강강강검검검검진진진진 자자자자료료료료에에에에서서서서 RRRRaaaannnnddddoooommmm FFFFoooorrrreeeessssttttssss를를를를 이이이이용용용용한한한한

백백백백내내내내장장장장 발발발발생생생생 위위위위험험험험군군군군 예예예예측측측측 모모모모형형형형

백내장 질환은 국가경제와 문화의 발달로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질병으로 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하

여 백내장 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에 이루어진다면 발병률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질병이다. 본 논문에서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

은 62.555명의 건강검진 자료(screening test data)를 토대로 백내장 발생 위험군에

대한 예측모형을 구축 및 risk factor(위험인자) 규명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백내장

발생 위험군을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었는데 첫째, 건강검진의 자료를 통

해 차후에 백내장이 걸릴 위험이 있는 검진자를 백내장 위험군으로 정의하여 이

에 대한 예측모형 추정 및 risk factor를 규명하였고 둘째, 이들 중 다시 세브란스

에 내원한 검진자를 대상으로 실제 백내장에 걸린 검진자를 백내장 질환군으로

정의하여 백내장 질환 예측모형을 추정하고 risk factor를 규명하였다. 예측모형 추

정에는 Random Forests기법을 사용하였고 기존의 데이타마이닝(datamining)기법

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판별분석, Decision Tree(의사결정 나무), NaiveBayes,

Bagging, Arcing과 그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Random Forests를 이용한 백내장 위험군 예측모형은 정확도 64.7%와 민감도

53.31%였고 risk factor는 나이, albumin, AST, creatinine, Ca, Cl 등 신체와 관련

된 모든 항목이 risk factor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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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질환 예측모형은 정확도가 67.16%, 민감도가 72.28%였고 risk factor는

나이, glucose, WBC, platelet(혈소판수치), triglyceride(중성 지질), BMI였다. 이 결

과는 위 예측모형을 통해 의사의 진단 없이 건강검진 자료만을 통해서 백내장 질

환 유 무에 관한 정보를 70% 정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인다.

핵심되는 말 : Random Forests, 검강검진, 백내장 위험군, 백내장 질환, 로지스틱 회귀분석, 판별분

석, 의사결정 나무, NaiveBayes, Bagging, Arcing, 정확도, 민감도, 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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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백내장이란 투명하고 깨끗해야 할 수정체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뿌옇게

혼탁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이로 인해 보고자하는 물체의 상이 수정체를 통과하지

못하고 망막에 정확하게 초점이 맺히지 못함으로써 우리 눈의 가장 중요한 기능

인 시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질환이다. 이런 백내장은 21세기에 들어선 현재

에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명의 원이이며, 아직까지 정확한 환자 수는 알려져 있

지 않다. 1998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를 경제사정에 따라 8개 군으로 나누어

실시한 인구를 기초로 한 역학조사에 의하면 52억의 인구 중 약 3,800만 명이 실

명환자이며 이는 전 인구의 약 0.7%이다. 또 60세 이상 인구의 58%인 2,200만 명

이 실명환자라고 한다(백내장 가톨릭의대 안과학교실 김재호). 중요한 실명원인은

백내장, 트라코마, 녹내장 순이었고 41.8%가 백내장으로 인한 실명환자였다. 인구

의 고령화와 경제사정의 악화 때문에 매년 수술을 받는 환자 수보다 수술 대기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실명환자 수는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개발도

상국가에서 현재 실명예방의 구호로 사용되고 있는 ABC (abolish blindness from

cataract)는 실제로 백내장으로 인한 실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증명해 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의 보고에서도 1991년 7월 충북 중원군 40세 이상인 지역주민 535명중

137명(26.1%)과 1992년 1월 경북 문경군 40세 이상인 지역주민의 2,505명중 450명

(18.0%)을 검사하여 백내장의 발생빈도는 중원군32.8%, 문경군이 43.3%로 나타났

으며, 백내장의 나이별 분포는 40~49세 사이가 4.16%,50~59세 사이가 13.3%,

60~69세 사이가 37.5%, 70세 이상이 45%로 나타났다(신경환 외, 1992). 또한 백내

장에 대한 수술건수는 미국에서 200만 예와 국내에서 10~15만 예에 이르고 있고

이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연간 800억원에서 1,2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되고 있으

며, 후발성 백내장의 빈도를 최소 30%라고 가정할 때 약 130억 이상이 소모되고

있다 (1998년 의료보험 통계연보).

이와 같이 백내장과 후발성 백내장은 국가경제와 문화의 발달로 노령인구가



- 2 -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질병임에

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백내장 발병 전의 예후에 대한 연구와 백내장의 위험요

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백내장의 위험 군에 대한 조기발견 및 관리

가 이루어진다면 발병률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62.555명의 건강검진 자료(screening test data)를 토대로 백내장 발생 위험군에 대

한 예측모형을 구축 및 risk factor(위험인자) 규명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백내장

발생 위험군을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었는데 첫째, 건강검진의 자료를 통

해 차후에 백내장이 걸릴 위험이 있는 검진자를 백내장 위험군으로 정의하여 이

에 대한 예측모형 추정 및 risk factor를 규명하고 둘째, 이들 중 다시 세브란스에

내원한 검진자를 대상으로 실제 백내장에 걸린 검진자를 백내장 질환군으로 정의

하여 백내장 질환 예측모형을 추정하고 risk factor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측모형 추정에는 Random Forests기법을 사용하였고 기존의 데이타마이

닝(datamining)기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판별분석, Decision Tree(의사결정 나

무), NaiveBayes, Bagging, Arcing과 그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백내장 위험군에 대한 예측모형을 구축함으로써 건강검진을 통해 백내

장의 조기진단이라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백내장의 건

강검진을 향상시키는 지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3 -

제제제제 2222장장장장 여여여여러러러러 가가가가지지지지 판판판판별별별별 모모모모형형형형

본 논문에서는 백내장 위험군을 건강검진 자료만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통

계적인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의 기초정보, 신체계수, 전해질 검사, 간 기

능 검사, 신 기능 검사, 소변 검사 등을 이용하여 개인의 백내장 위험 정도를 얼

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백내장 위험군과 정상군을 분류 예측하는 방법에 Random Forests기법을 사용

하였으며 이 방법과 성능을 비교할 분류기법은 다음과 같다. 단일 모형으로는 로

지스틱 회귀분석, 판별분석, NaiveBayes,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이 사용되었고, 결

합모형(ensemble)으로는 Bagging, Boosting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모수적 접근

방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판별분석은 자료를 두 범주 중에서 어느 쪽으로 분

류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사용되는 기법이다. NaiveBayes 또한 두 범주 중에서

확률이 높은 범주로 분류를 결정하는 기법으로 방법이 단순하고, 빠른 응답을 주

는 반면, 분류의 정확도가 다른 기법에 비해 떨어진다. 비 모수적 접근 방법인 의

사결정나무는 데이터레코드들을 분석하여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패턴을 파악함으

로써 분류모형을 나무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이 의사결정나무는 해석의 용이하

고 모수적 방법에 비해 유연하게 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예측

오류가 클 가능성과 모형의 불안정성, 표본의 크기에 지나치게 민감한 단점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브레이만(Breiman, 1996)이 표

본 재 추출기법인 붓스트랩(Bootstrap)을 이용하는 Bagging(Boostrap Aggregation)

을 제안하였다. 붓스트랩기법을 통해 여러 개의 분류자를 생성하고 결합시켜 하나

의 분류자를 생성한다. 이렇게 여러 개의 분류자를 생성하여 하나의 분류자로 만

드는 방법을 사용하는 기법들을 결합모형 방법(ensemble methods)이라고 한다.

Ensemble methods로 잘 알려진 기법에는 위에 소개된 Bagging 과 Boosting 그리

고 본 연구에서 다룰 Random Forests가 있다. Boosting은 편의를 줄여주지 못하

는 Bagging의 단점을 보안하여 분산과 편의를 동시에 줄여주는 방법으로 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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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Schapire, 1990)에 의해 제안되었다. Boosting도 붓스트랩기법을 사용하는데 분

류자들 생성 시 임의 추출 기술을 사용하는 Bagging과 다르게 이전에 만들어진

분류자에 가중치를 두어 다음 분류자를 생성해 낸다. Boosting기법은 기계학습분

야에서 개발된 AdaBoost(Freund & Schapire,1996)와 통계학 분야에서 개발된

Arcing(Breiman, 1998)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에서 Boosting 기법은 Arcing을 사용

하여 비교하였다. Random Forests는 Bagging 기법을 사용하고 변수를 임의 추출

하여 여러 개의 분류자를 생성하여 하나의 분류자로 만드는 기법이다. Random

Forests의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는 대수의 법칙을 이용하여 과잉맞춤(over

fitting)을 하지 않고 Bagging과 AdaBoost보다 모형구축에 이용되는 시간이 짧으

며 간단하다. 또한 noise(잡음)과 이상 치에 강력하며 많은 독립변수를 갖는 자료

에 적용이 용이 하다.

본 장에서는 Random Forests의 이론을 살펴보기에 앞서 백내장 발생 위험군

분석에 사용된 여러 가지 분류 기법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 판별 분석, 의사결정

나무, Bagging, Boosting 의 이론적인 면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222....1111 로로로로지지지지스스스스틱틱틱틱 회회회회귀귀귀귀분분분분석석석석((((LLLLooooggggiiiissssttttiiiicccc RRRReeeeggggrrrreeeessssssssiiiioooonnnn))))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목표변수가 순서형 또는 이산형일 때 확률에 대한 로짓

변환(logit transformation)을 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p 개의 설명변수 ⋯ 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

의 된다.

식 1. 로지스틱 회귀모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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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을 관찰치 가 1로 분류될 확률인    ⋯  에 대해서 정리한

식은 다음과 같다.

식 2. 로지스틱 반응함수

로지스틱 회귀방법은 분류기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으로 선형성의 가

정으로 회귀계수나 오즈비(odds ratio)를 제공해 줌으로써 해석이 용이하며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변수들 간의 교호작용을 발견할 수 없으며 비선형성

의 자료인 경우는 예측에 한계성을 가진다.

2222....2222 판판판판별별별별분분분분석석석석((((DDDDiiiissssccccrrrriiiimmmmiiiinnnnaaaannnntttt AAAAnnnnaaaallllyyyyssssiiiissss))))

판별분석은 이미 알려진 상호배반적인 몇 개의 집단에 속하는 다변량 관측치

로부터 각 집단의 차이를 분류할 수 있는 함수를 추정하거나, 소속집단이 알려지

지 않은 새로운 관측치를 추정된 함수를 이용하여 어떤 집단에 분류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다변량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경우 분류방법은 두 집단의 공분산행렬

의 동일성여부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두 집단의 공분산 행렬이 같은 경우의 분류

방법은 선형분류방법이고, 두 집단의 공분산행렬이 다른 경우의 분류방법은 이차

분류 방법이 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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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두 집단의 공분산행렬이 같은 경우

 는 각 집단의 표본평균벡터이고, 는 각 집단의 사전확률 그리고 를 합

동 표본 공분산 행렬이라고 할 때 새로운 관찰치 에 대한 분류함수는 다음과 같

다.

식 3. 의 선형 판별함수

위의 판별 함수 값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는 집단 1로 분류하고, 아닌 경

우에는 집단 2로 분류한다.

식 4. 분류 조건

⑵ 두 집단의 공분산행렬이 다른 경우

 는 각 집단의 표본평균벡터이고, 는 각 집단의 사전확률 그리고 을 각

집단의 표본 공분산 행렬이라고 할 때 새로운 관찰치 에 대한 분류함수는 다음

과 같다.

식 5. 이차 판별 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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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다.

위의 판별함수 값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는 집단 1로 분류하고, 아닌 경

우에는 집단 2로 분류한다.

식 6. 분류 조건

2222....3333 NNNNaaaaiiiivvvveeeeBBBBaaaayyyyeeeessss

NaiveBayes 방법은 확률에 근거한 분류 방법이다. 이는 임의의 값이 특정 분류

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여 계산된 확률 중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분류를 선택

하는 기법이다.

2222....4444 의의의의사사사사결결결결정정정정나나나나무무무무

의사결정나무는 의사결정규칙을 도표화하여 관심 대상이 되는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예측을 수행하는 비모수적 접근 방법이다. 의사결정나무를

형성하는데에는 CHAID, CART, GUEST, C4.5 등과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들은 분리기준과 정지규칙 그리고 가지치기 등에서 서로 다른 형성과정을 가지

고 있다. 의사결정나무의 일반적인 구성요소는 나무구조가 시작되는 뿌리마디, 하

나의 마디로부터 분리된 2개 이상의 마디를 의미하는 자식마디, 자식마디의 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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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를 의미하는 부모마디, 나무줄기의 끝에 위치하고 있는 마디인 끝마디 등으로

구성된다. 의사결정나무의 분석과정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는데, 적절한 분리기

준과 정지규칙을 지정하여 의사결정나무를 형성하고, 분리오류를 크게 하는 규칙

을 가지고 있는 가지를 제거하는 가지치기 단계, 이익도표 또는 교차타당성 평가

등을 이용하여 나무 모형을 평가하는 타당성 평가 단계, 마지막으로 해석 및 예측

단계로 이루어진다.

2222....5555 BBBBaaaaggggggggiiiinnnngggg 알알알알고고고고리리리리즘즘즘즘

Random Forests의 random 선택의 기본 개념이 되는 Bagging 알고리즘은

브레이만(Breiman, 1996)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학습용 자료에서 여러 개의 붓스트

랩 표본을 얻어 다양한 분류자를 만들어내어 하나의 분류자로 만드는 기법이다.

학습용 자료 Θ는 Θ ={ ( x 1, y 1 ), ( x n,y n ) }로 구성되어 있고

y n,n= 1,2, J인 범주형 변수라고 가정한다. 학습용 자료 Θ 에서 설명변수 x

를 이용하여 y를 예측하는 함수인 분류자 h을 구한다. 이런 작업을 다양한 붓스

트랩 표본을 이용하여 Θ와 같은 분포를 갖고 서로 독립적인 Θ 1,Θ 2 Θ k을 가

지고 분류자를 만들어 내어 반응변수를 각각 예측한다. 그리고 난 후 h ( x,Θ k )

k = 1, 2, n 을 하나의 분류 자 h *을 생성해 낸다.

Bagging은 분산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정된 모형에서는 분산을

줄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2....6666 BBBBoooooooossssttttiiiinnnngggg 알알알알고고고고리리리리즘즘즘즘

Boosting 알고리즘은 Bagging이 편의를 줄여주지 못하는 점을 개선한 알고리

즘으로 샤파이어(Schapire, 1990)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Boosting 알고리즘은

Bagging과 같이 붓스트랩 표본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분류자를 생성해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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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류자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다. Boosting 알고리즘과 Bagging과의 차이점은

Boosting은 이전의 분류자에 의존하여 다음 분류자 생성 시 가중치가 더해져서

순차적으로 생성되는 것에 반해 Bagging은 각각의 분류자들이 독립적으로 생성된

다.

이 Boosting 알고리즘은 기계학습 분야에서 AdaBoost 알고리즘과 통계학 분야

의 개발된 Arcing으로 발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모형비교 Arc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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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333장장장장 RRRRaaaannnnddddoooommmm FFFFoooorrrreeeessssttttssss

Random Forests는 브레이만(Leo Breiman 2001) 에 의해서 개발된 분류 알고

리즘으로서 다양한 붓스트랩 표본으로부터 얻은 나무 분류자들을 하나의 분류자

로 만드는 데 기본 개념을 두고 있다. Random forests는 단일 나무를 만드는 대신

여러 개의 나무로 확장시킴으로써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본 논문

2장에서 이미 브레이만에의해 소개된 Bagging(Breiman 1996)과 샤파이어(Schapire,

1990)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Boosting 알고리즘을 통해 나무들의 무작위 결합

(random ensemble of trees)의 예를 알아보았다. Bagging과 Boosting 에서 각 나

무들은 학습용 자료에서 무작위로 뽑은 다양한 붓스트랩 표본으로부터 나무를 만

들었고 Amit와 Geman(1997)은 나무를 만들 때 변수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

라 변수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모형을 구축하는 무작위 변수 선택(random input

selection)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Random Forests는 이 두 가지 random 성분을

모두 포함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럼 Random Forests의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333....1111 이이이이론론론론적적적적 배배배배경경경경

3333....1111....1111 RRRRaaaannnnddddoooommmm FFFFoooorrrreeeessssttttssss 수수수수렴렴렴렴

이 장에서는 Random Forests 알고리즘의 이론적인 면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

다. Random forests의 가장 큰 장점은 과잉 맞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대수

의 법칙에 의해 forests(나무숲)가 커질수록, 즉 나무의 수가 많아질수록 일반화 오

류가 특정 값으로 수렴한다는 데서 온 결과이다. 또한 오분류율은 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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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s의 forests에서 각 나무의 정확도로 해석될 수 있는 strength(강도)와 분류

자들의 correlation(연관성)에 의해 상한값을 구할 수 있다.

     는 분류자의 집단이라고 하자. 또한 는 분석용 자료로

부터 추출된 확률벡터(random vector)라고 하면 margin function을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식 7. Random Forests margin function

            ≠      

I(.)는 indicator function

Margin function 은 분류자가 을 옳게 분류한 사건의 수의 평균값과 오 분

류한 사건의 평균값들의 초과량을 측정한다. 따라서 margin이 크면 클수록 분류

에 대해서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다.

example            k=1,2,3 group=1,2,3,

Y   
     

①

≠      ≠       

②
-① ②

  

1 1 1 2 2/3 0 1/3 0 1/3 1/3

3 2 1 3 1/3 1/3 1/3 0 2/3 -1/3

1 2 3 3 0 0 1/3 2/3 1 -1

2 2 2 2 1 0 0 0 0 1

2 2 3 2 2/3 0 0 1/3 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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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를 보면 mg(X,Y)>0 이면 classifier set(분류자 집합)이 정확하게 분류

를 해낸 것이며, mg(X,Y)<0 classifier set은 정확하게 분류해내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일반화 오류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식 8. Random Forests의 일반화 오류

       < 0 )

일반화 오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분류 비율과 같으며, 이 오분류

비율은 나무의 수가 많아지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한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식 9. Random Forests의 일반화 오류의 수렴

       ≠       

이 결과는 Random Forest가 일반화 오류의 한계 값을 구할 수 있고 나무가

많아짐으로써 과잉맞춤(over-fit)하지 않음을 보인다.

3333....1111....2222 강강강강도도도도와와와와 연연연연관관관관성성성성

Random Forests는 일반화 오류에 대한 upper bound(상한)을 추정할 수 있는

데 상한값 추정 시 두 개의 모수에 의존한다. 하나는 개개의 분류 자들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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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는 strength이고 다른 하나는 분류 자들 사이의 의존성을 나타내는

correlation이다. Random Forests의 margin function을 다시 나타내면

식 10. Random Forests margin function

mr (X,Y ) = P Θ ( h ( x,Θ) = Y ) - max j≠YP Θ ( h ( x,Θ

분류자 { h ( x,Θ)}의 strength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11. Random Forests 의 strength

s = E X, Y mr (X,Y

s≥0로 가정하면 Chebychev의 부등식에 의해

PE *≤var (mr )/s 2 (1)이 된다.

j ( X,Y ) = arg max j≠YP Θ ( h (X,Θ ) = j )라고 하면

mr (X,Y ) = P Θ ( h ( x,Θ) = Y ) - P Θ ( h ( x,Θ) = j (X,Y ) )

= E Θ [ I(h(X,Θ) = Y ) - I ( h ( x,Θ) = j (X,Y ) ) ]

이 된다. Raw margin function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식 13. Random Forests의 raw margin function

rmg ( Θ,X,Y ) = I ( h (X,Θ = Y ) - I ( h (X,Θ) = j (X

그러므로 Θ에 관한 rmg ( Θ,X,Y )은 mr (X,Y )의 기대치이다. 어떤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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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 E Θ f(Θ) ]
2 = E Θ , Θ 'f(Θ)f(Θ

' )

여기서 Θ,Θ '는 같은 분포를 같고 서로 독립인 확률 벡터이다. 이에 대해

mr (X,Y ) 2 = E Θ, Θ ' rmg ( Θ,X,Y ) rmg ( Θ
',X,Y )이 되고

var (mr ) = E
Θ,Θ '
(cov X, Y rmg ( Θ,X,Y )rmg ( Θ

',X,Y))

= E Θ,Θ ' (ρ(Θ,Θ
' )sd ( Θ)sd ( Θ ' )) (2)

여기서 ρ ( Θ, Θ ' )는 Θ,Θ '가 고정되어 있을 때 rmg ( Θ,X,Y )과

rmg ( Θ ',X,Y ) 사이의 correlation 이다. sd ( Θ)는 Θ가 고정되어 있을 때

rmg ( Θ,X,Y )의 표준 편차이다.

그때 위의 식을 사용하여 표현하면

var (mr ) = ρ ( E Θ sd(Θ))
2≤ρ( E Θ var(Θ))

이 된다. 여기서 ρ는 correlation 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식 13. Random Forests의 correlation

ρ = E Θ,Θ ' (ρ(Θ,Θ
' )sd ( Θ )sd ( Θ ' ))/E Θ,Θ ' (sd(Θ) sd (

E Θvar(Θ )≤E Θ (E X, Y rmg ( Θ,X,Y ) )
2- s 2≤1- s 2 (3)

(1)번 식과 (2),(3)번 식을 이용하면 일반화 오류의 상한 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

다.

식 14. 일반화 오류의 상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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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ρ( 1 - s 2 )/s

3333....2222 RRRRaaaannnnddddoooommmm FFFFoooorrrreeeessssttttssss의의의의 특특특특성성성성 및및및및 알알알알고고고고리리리리즘즘즘즘

Random Forests는 다른 분류 기법에 비하여 낮은 일반화 오류를 갖는다. 일반

화 오류의 상한 값은 PE *≤ρ( 1 - s 2 )/s 2 이므로 분류의 accuracy(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strength를 유지하면서 ρ을 최소로 해야 한다. Random Forests

는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두 가지 randomness(임의성)의 개념을 도입한

다. 첫째, ensemble trees를 확장하기 위해 분석용 자료에서 붓스트랩 표본을 뽑

아낸다. 이 과정은 브레이만에 의해서 제안된 Bagging 기법을 사용한다. 각 tree는

붓스트랩 분석용 자료에 기초하여 확장된다. 둘째, tree가 확장될 때 분리에 사용

되는 독립변수가 무작위로 선택되거나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나무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

위의 과정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타낼 수 있다.

단계 1. 학습용 자료 Θ에서 n번째 관측치의 확률을 


로 정한 후 N개의

표본을 추출한다.

단계 2. 이 과정을 동일하게 k번 반복한다. 구해진 각각의 표본 Θ 1,Θ 2 Θ k

은 붓스트랩 표본이다.

단계 3. 변수의 전체 개수를 나타내는 M의 값을 고정시킨다.

단계 4. 각 노드(node)에서 M개의 변수를 random으로 선택한다.

단계 5. M개의 변수를 가지고 가장 최상의 분리를 찾는다.

단계 6. Random input selection 의 분류 기준은 GINI계수를 사용한다.

단계 7.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나무를 최대한 확장한다.

단계 8. 위의 과정을 k 개의 붓스트랩 표본에 각각 시행하여 k 개의 분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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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x M,Θ k ) k = 1, 2, n을 생성해 낸다.

단계 9. 각 집단에 대해 k 개의 분류자를 결합하여 하나의 분류자 h *를 생성

해 낸다.

Tree를 확장하는데 Bagging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strength와 correlation에 대한 추정뿐만 아니

라 결합된 나무 앙상블의 진행 중인 일반화 오류에 대한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3333....3333 OOOOuuuutttt----ooooffff----BBBBaaaagggg 추추추추정정정정

Tibshirani(1996)과 Wolpert 그리고 Macready(1996)에 의해 제안된 out-of-bag은

어떤 학습용 자료로부터 분류자를 생성해 내는 과정에서 특정 학습용 자료를 T

라 하고 붓스트랩 학습용 자료를 T k라 하면, 이 때 학습용 자료 중 1/3가량이

T k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다. 포함되지 못한 x, y을 사용하여 1/3만큼의 분류자

를 조합하여 만든 분류자를 out-of-bag 분류자라고 부른다.

Out-of-bag 일반화 오류 추정치는 부석용 자료에 의해 생성된 out-of-bag 분류

자의 오분류율과 같다. Breiman(1996)은 사용된 분석용 자료의 크기와 같은 크기

의 검증용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오류율과 out-of-bag 오분류율과 같을 수 있음

을 보였다. 이는 out-of-bag 오류의 사용으로 검증용 자료 사용을 대신할 수 있음

을 보인다.

3333....4444 변변변변수수수수의의의의 중중중중요요요요성성성성

Random Forests에서는 out-of-bag 자료를 사용하여 variable importance를 통

해 모형의 중요 변수를 추정할 수 있다. Out-of-bag에서 M개의 입력 변수 중 한

번에 한 개의 변수가 무작위로 분석에 적용되기 때문에 noise(잡음)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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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out-of-bag 자료의 noised up version은 나무에 따라 실행을 멈추고 이 표본

에서의 모든 예에 분류를 시행한다. 이 과정을 모든 M개의 변수와 forests안의 모

든 tree에서 수행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m번째 변수의 noised up를 가진

out-of-bag 자료에 대한 분류 라벨을 실제 분류 라벨과 비교하여 오분류비율을 얻

는다. 이 오분류비율이 특정 변수에서 noise가 증가하여 오분류비율이 변화한다

면 그 변수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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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444장장장장 건건건건강강강강검검검검진진진진 자자자자료료료료

4444....1111 건건건건강강강강검검검검진진진진 자자자자료료료료소소소소개개개개

4444....1111....1111 소소소소개개개개

건강검진(Screening Test)은 종합적인 건강의 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본 논문에서는 백내장 발생 위험군 및 백내장에 대한 risk

factor 및 예측모형을 규명하기 위해 건강검진 센터에서 1994년 5월 30일 2001

년 12월 31일 사이에 건강검진을 받은 181,803명의 검진자를 대상으로 백내장 발

생 위험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4444....1111....2222 건건건건강강강강검검검검진진진진 항항항항목목목목

건강검진 센터에서 검진하고 있는 기본 검사 항목들은 기초정보, 신체계수, 폐

기능검사, 간 기능 검사, 혈액 검사, 당뇨검사, 신 기능 검사, 전해질 검사, 소변

검사. 영양소 섭취정도, 음주 및 흡연에 대한 과거력, 초음파(복부) 등이 있다. 이

러한 항목들 중 임상적으로 알려진 백내장의 risk factor는 기초정보, 신체계수, 전

해질 검사, 간 기능 검사, 신 기능 검사, 소변검사 등이다. 이러한 검사항목들이

백내장 위험군을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의 위험인자로 존재하는지 어떠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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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아래 표는 건강검진 센터에서 검진하는 항목들

의 세부 사항들이다.

표1. 건강검진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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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변수 검사항목 변수

기초 정보

성별

대사 및 전해질

나트륨

연령 칼륨

검진 횟수 염소

신체계수

BMI 이산화탄소

신장 칼슘

체중 인

혈액 검사

적혈구

RBC 혈당

Hb 혈중요소질소

Hct 크레아티닌

MCV 요산

MCH

뇨검사

비중

MCHC 산도

백혈구
임파구 단백

호산구 요당

혈소판

혈소판 케톤제

ABO 잠혈

RH 요빌리노겐

간기능

총단백 빌리루빈

알부민 아질산염

총빌리루빈 백혈구

ALK 색

AST

혈청 지질

총콜레스테롤

ALT 중성지방

-GTP 고밀도콜레스테롤

눈 검사

시력

갑상선기능

T4

안압 T3

안저 갑상선자극호르몬

4444....1111....2222 분분분분석석석석 자자자자료료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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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포함된 검진자 181,803명은 최대 9번에서 최소 1번까지의 건강검진

을 받았다. 한 검진자가 여러 번의 검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근의 검진

결과만을 가지고 분석 자료를 만들었다.

표 2. 검진 자료

검진 자 차1 차2 차3 차4

A YES NO

B YES YES NO

C YES YES YES NO

D YES YES YES YES

D번 검진 자는 4차 검진까지 받았지만 분석에는 최근에 받은 검진 결과만이

분석 자료에 포함되었고 이전의 검진 결과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최근 마

지막까지 건강검진을 위해 세브란스를 다시 내원한 검진자는 백내장 질환 예측모

형을 위해 이용되었다.

검진자료(Screening Data)에는 백내장 위험군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밀

검진이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백내장 위험군 예측모형의 종속변수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백내장에 걸릴 위험군 여부에 대한 정보는 검진에서 양

쪽 눈의 시력, 안압 그리고 안 저의 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종속변수를 설정하였

다. 종속변수의 설정에 대한 정보는 연세대 안과 선생님들을 통해 정의 되었다.

백내장에 대한 위험군은 ‘백내장 위험자’와 ‘백내장 비 위험자’로 나뉘었으며 나

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의 기준에 따라 양쪽 눈 중 한쪽 눈에라도 이상이

있으면 백내장 위험군으로 정의 하였다.

표 3. 백내장 위험군에 대한 판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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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screening result

정상군

망막 정상-

의안

시력측정 불가능

교정시력 검사 요함

Normal

시력 정밀검사 요함

위험군

망막 고혈압성 변화-

망막 당뇨병성 변화-

망막 출혈

황반부변성의증

매질혼탁의증

안과 정밀 매질혼탁 백내장 검사 요함( / )

안과 정밀 망막병증 검사 요함( )

안과 정밀 녹내장 검사 요함( )

안과 정밀검사 요함

위의 판별 기준에 따라 종속변수를 정의 할 수 있는 자료는 건강 검진을 받은

181,803명 중 62,555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제제제제5555장장장장 백백백백내내내내장장장장 위위위위험험험험군군군군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연연연연구구구구 모모모모형형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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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1111 백백백백내내내내장장장장 질질질질환환환환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rrrriiiisssskkkk ffffaaaaccccttttoooorrrr

5555....1111....1111 연연연연령령령령

노인 백내장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고 서서히 증가하기 때문에 연령 자

체가 백내장의 가장 큰 위험인자라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어느 연

령에서 수정체 혼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보통 40

세가 지나면 서서히 수정체 혼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고령

자라고 해서 모두 백내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백내장이 있다고 해도 모두 병

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노인백내장이 연령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백내장의 발생은 여러 위험인자들이 관련된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다

고 보아야 하겠다.

5555....1111....2222 성성성성별별별별

연령별, 성별에 따른 여러 유병률 조사에서 여자의 백내장 유병률이 높게 나타

나는 것을 보아 백내장 발생의 위험인자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은 조사 당시 표본 수, 조사대상에 따른 차이가 있어 성별과 백내장의 유병률 사

이에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여러 연구에서 성에 따른 유병률이 조사되었는

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iller는

세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을 보정한 상대적 백내장 위험도를 조사했는데 여

성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13%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5555....1111....3333 유유유유전전전전적적적적 요요요요소소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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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이 가족력으로 발병하는 경우나 쌍둥이 형제에서 같은 증상의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유전적 소인에 관한 정확한

규명은 밝혀진 바가 없다.

5555....1111....4444 영영영영양양양양상상상상태태태태

필수 아미노산, 칼슘, 비타민 등의 결핍으로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저개발국에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5555....1111....5555 전전전전신신신신 질질질질환환환환

신체 내에서 발생한 대사 장애와 관계되며, 구체적인 발병으로는 당뇨병, 고혈

압,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 부갑상선 질환 등이 있다. 신 등(1992)은 당뇨병 환자

군에서 4 5배가량 백내장 발생위험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당뇨병으로 인한 백내

장 유발에는 몇 가지 기전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혈당 증가 시 수정체내 솔비톨

이 측적되어 삼투압이 증가함에 따라 수정체섬유부종이 일어나며 결국 혼탁을 나

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수정체 단백질의 글라이코실화로 인해 산화가 쉽게

유발되어 수정체 혼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당뇨병은 지나치게 많은 혈당이 모두 분해되지 못해 솔비톨로 바뀌

어 지고 이것이 수정체에 축적되어 백내장이 발생한다.

5555....1111....6666 환환환환경경경경요요요요인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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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알코올 섭취

최근 알코올 섭취와 백내장 발생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널리 행해지고

있다. 그중 한 연구에서 중등도 이상의 알코올 섭취가 백내장 발생을 증가 시키며

주로 후낭하 백내장이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고, 다른 연구에서는 중등도 알

코올 섭취군에서만 백내장 발생률이 낮은 U자형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알코올 자체의 직접적인 독성, 대사산물(아세트알데히드)에 의한 독성, 알코올대사

로 인한 탄수화물 대사 및 항산화제 농도 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이 알코올

섭취로 인한 백내장 발생의 기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⑵ 일광노출

일광노출은 안구의 여러 조직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외선은 태

양에너지의 5%정도에 해당하며 인체와 안구의 질병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태양광선이다. 자외선 조사는 광합성 과정의 자극으로 인한 산소 유리기의 발생,

세포막-양이온 전달체계의 파괴, 수정체 상피세포 내의 핵산 손상 등의 기전으로

백내장을 발생시킨다.

⑶ 흡연

흡연은 백내장 살생빈도를 증가시키는 가장 잘 알려진 원인 중 하나이며, 주로

핵 백내장을 야기하며 피질백내장 빈도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흡연이

백내장 발생을 증가시키는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수정체 내의 산화

작용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동일량의 카로티노이드 섭취군을 비교했을때 흡연

환자군에 혈장 케타카로틴 농도가 비흡연군에 비해 감소되었다는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5555....1111....7777 기기기기타타타타

안과질환 중에는 합병증에 의해 백내장을 일으키기 쉬운 것들이 있는데 그 대

표적인 것으로서 포도막염과 녹내장 등이 있다.

5555....2222 백백백백내내내내장장장장 위위위위험험험험군군군군의의의의 판판판판별별별별 모모모모형형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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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2222....1111 분분분분석석석석 자자자자료료료료 설설설설명명명명

세브란스 건강검진 센터에서 1994년 5월 30일 2001년 12월 31일 사이 건강검

진을 받은 62,555명을 대상으로 백내장 발생 위험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62.555명의 검진 자료를 통해 차후에 백내장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검진자를

예측하는 백내장 위험군 예측모형을 구축하고 risk factor를 규명할 것이다. 둘째,

이들 62,555명중 3,785명이 다시 세브란스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이들

중 일부는 백내장 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백내장 질환 예측모

형과 risk factor를 추정할 것이다.

백내장 위험군 판별 모형을 추정하기 위한 반응 변수는 ‘백내장 위험자‘와

’백내장 비 위험자‘로 나뉘었으며 62,555명중 백내장 위험군은 6,589명이고 정상

군은 55,966명이었다. 이에 대한 분할 표는 아래와 같다.

표 4. 백내장 위험군 반응변수 도수표

모형 추정을 위해 사용된 독립 변수는 건강 검진 항목에서 기초 정보, 신체 계

측, 혈액검사, 전해질 검사, 뇨 검사, 간기능 검사, 지질 검사 변수들을 사용하였

다. 총 27개의 독립변수가 분석에 사용 되었으며 독립변수들과 독립변수들의 기능

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 백내장 위험군 독립 변수

Screening Frequency Percent Total
위험군 6589 10.53

62555
정상군 55966 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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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독립변수 기 능

기초 정보
성별

연령

신체 계측 BMI



높을수록 심장질환, 당뇨병, 고 혈압 등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혈액검사

WBC 백혈구 수치 수치가 높으면 염증을 나타내는 질환

Platelet 혈소판 수치
감소할수록 간 기능에 염증을 일으킬 확

률이 커진다.

대사 및

전해질

검사

Na 나트륨
혈장 (NaCl) 의 성분, 삼투압 조절, 활동
전류 발생

K 칼륨 활동전류의 발생, 삼투압 조절

CI 염소
혈장(NaCl) ,위액(HCl)의 성분, 삼투압 조
절

Ca 칼슘 뼈, 이, 혈장 성분, 혈액 응고에 관여

P 인
단백질, 핵산, 뼈, 이의 성분, 신경, 근육의
성분

Co2 체내 이산화탄소량 많을수록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

Creatinine
신장에 쌓인

노폐물 수치
신장의 신장염 검사, 높으면 신장에 이상

뇨 검사

Glucose 혈당 당뇨검사로 당뇨가 있으면 높게 나타남

BUN 혈중 요소질소 신장검사, 높으면 신부전증 또는 신우 염

Ph
소변 속의 산성도

측정
높으면 신장 비뇨기질환

Uro-bilirubin
오줌 속에 포함된

bilirubin
높으면 신장에 이상증상

Uric acid 요산 통풍검사

간 기능

검사

Protein 간의 단백질

Albumin 알부민 저하 될수록 간 기능에 이상

Bilirubin
담즙속의 적황색

색소

증가 할수록 황달 색소 증가 간 기능 검

사에 중요한 지표가 됨. 각종 간 관련 질

병에 증가를 보임

AST 간세포 혈청 효소 간 기능 손상 시 증가
ALT 간세포 혈청 효소 간 기능 손상 시 증가

Alkaline

phosphatase
간세포 혈청 효소

간암, 간병변, 골질화, 용혈성황달이 있는

경우 증가

-GTP 간세포 혈청 효소 간염, 간경화 폐쇄성 황달 이상 시 상승

혈청지질
Cholesterol 콜레스테롤 각종 심장질환과 뇌졸중 유발
Triglycerides 중성지질 높을 경우 지방간유발

HDL 고농축 지지단백질 높을수록 좋음

27개의 독립변수가 일 변량으로 반응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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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6. 독립변수의 일 변량 분석

변수 Min Max Mean std Dev. p-value

Age 20 92 50.567 12.214 0.0001

Gender 남자 27352 여자 26138 0.0001

WBC 0 21.8 6.5563 1.754 0.0001

Platelet 0 716 241.79 61.508 0.0001

Na 0 150 141.02 7.3837 0.0414

K 0 6.5 4.1515 0.403 0.0001

Cl 0 117 103.84 5.9826 0.0001

Co2 0 33 24.992 2.5934 0.0001

Ca 0 80 9.4283 1.7083 0.0001

P 0 7.2 3.5621 0.5343 0.0015
Glucose 0 354 95.607 21.889 0.0001

Bun 0 79.8 14.163 4.5118 0.0001

Creatinine 0 7.1 0.9604 0.2651 0.0001

Uric acid 0 11.6 4.902 1.408 0.5938

Protein 0 9 7.4355 0.5456 0.9763

Albumin 0 5.8 4.6128 0.3796 0.0001

Bilirubin 0 3 0.8002 0.3625 0.0008

AST 0 185 20.711 11.385 0.0001

ALT 0 199 22.26 18.01 0.0001

-GTP 0 999 28.909 38.948 0.0001

Cholesterol 0 387 194.93 37.882 0.0001

Triglycerides 0 987 137.96 88.442 0.0001

HDL 0 117 49.865 13.304 0.0001

Ph 0 9 5.5873 0.9287 0.0004

Alkaline

phosphatase
0 393 70.036 22.708 0.0001

BMI 2.7562 630.64 28.599 44.672 0.00122

protein과 uric acid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백내장 위험군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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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2222....2222 결결결결측측측측자자자자료료료료 처처처처리리리리

백내장 위험군 예측 모형에 사용된 62,555명의 자료의 독립 변수들의 결측치를

조사한 결과 27개의 변수 모두에 14.14%의 결측치가 있었다. 1994년부터 2001년까

지의 건강검진 자료이므로 검사 항목이 도중 추가되었거나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렇게 동일 결측치가 나타나는 났다. 동일한 검진자에 대해 모두 결측 된 자료 이

므로 결측처리를 하지 않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62,555명중 53,490명의

자료가 모형 추정에 사용되었다.

5555....2222....3333 비비비비용용용용----민민민민감감감감도도도도 달달달달성성성성

모형 추정에 사용된 53,490명중 위험군과 정상군의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7. 위험군과 정상군의 비율

Class Frequency Percent Total

위험군 5705 10.67
53490

정상군 47785 89.33

정상군의 사건 수가 위험군의 사건 수에 비해 9배 정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

다. 이와 같은 자료의 불균형은 민감도(sensitivity)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단순히 오분류 확률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분류를 시행한다면 오분류 비

용을 무시한 기준이므로 분류를 결정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분류의 목적은

백내장에 걸릴 위험이 있는 위험자를 더 정확하게 분류해 내는 것에 있으므로 민

감도(sensitivity)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적의 분류기준은 오분류확률

과 더불어 오분류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의 불균형 문제 해결과

오분류 비용 적용을 위해 Charles Elkan(2001)에 의해 소개된 이론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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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행렬은 아래 표와 같이 정의 되며 row /column=i/j=predicted/actual라고

정의 한다.

표 8. Cost Matrix

actual negative actual positive

predict negative            
predict positive            

은 false positive의 비용을 의미하며 은 false negative의 비용을 의미한

다. 백내장 위험군을 정상군이라고 분류하는 비용이 정상군을 위험군이라고 분류

하는 비용에 비해 더 크므로 백내장 위험군 모형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 Cost

Matrix는 아래와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백내장 위험군을 정상군으로 분류하는

비용은 정상군을 위험군으로 분류하는 비용의 7배라고 정의하면 cost matrix는 아

래와 같이 나타낸다.

표 9. 백내장 위험군과 정상군의 Cost Matrix

백내장 정상군 백내장 위험군

백내장 정상군 예측 0 7

백내장 위험군 예측 1 0

표준 분류 알고리즘은 정확도를 최대로 높이는 분계점에서 분류하도록 만들어

진다. 두개의 그룹을 분류하는 경우 분류 자는 확률 분계점 0.5에 기초하여 분류

한다. 하지만 오분류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확률 분계점 0.5와는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 주어졌을 때      ≥ 인 목표 분계 점 를 가지

는 분류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분석용 자료(training set)의

positive와 negative의 training example의 비율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Training set

의 negative의 수는 다음의 이론을 통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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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5. Training set 의 negative 크기

 :주어진 확률 분계 점

 : 목표 확률 분계 점

두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류의 경우 최적의 예측은 class 0을 예측하는

기대비용보다 class 1을 예측하는 기대비용이 작거나 같은 경우 class 1로

분류하는 것이다.

          ≦           

      라고 하면 위의 식은 아래와 같이 된다.

      ≦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목표 분계 점은 서로 같을 때이다.

              

위식을 에 대해서 정리하면 을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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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위험군의 자료의 경우 이 0.5이고     이므로

  





이

된다. 따라서 negative training set은


×  



×  ≓ 명이다.

위와 같이 negative training set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Rebalancing개념은

oversampling 또는 undersampling 이라고 하는데 위의 경우는 underspmpling이

다.

5555....2222....3333.... 백백백백내내내내장장장장 위위위위험험험험군군군군 예예예예측측측측 모모모모형형형형

백내장 위험군 예측 모형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은 백내장 위험군에 영향을 주

는 risk factor를 찾는 연구가 필요 되어지며 또 이 risk factor를 포함한 예측모형

의 우수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 ‘백내장 위험자‘를 ’백내장 비 위험자‘에 대해 사

건이 발생한다고 가정 할 경우 두 그룹을 가진 자료의 판별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andom forests를 이용한 판별을 하기에 앞서 로지스틱 회

귀모형, LDA, QDA, NaiveBayes, CART, Bagging, Arcing 기법을 이용하여 백내

장 위험군 예측모형을 추정하고 예측확률값을 구하여 이들 모형의 우수성을 비교

할 것이다. 백내장 위험군에 대한 예측확률값은 confusion matrix로 작성할 수 있

는데 confusion matrix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10 .Confusion Matrix

Predict Model

백내장 위험자 백내장 비 위험자

Data
백내장 위험자 민감도Sensitivity( ) False Negative

백내장 비 위험자 False Positive 특이도Specifi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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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료에서 ‘백내장 위험자’를 예측모형에서도 백내장 위험자로 판별하는

확률을 민감도 (sensitivity)라고 하고 ‘백내장 비 위험자’를 예측모형으로 판별하는

경우를 특이도(specificity)라고 한다. 모형의 정확도는 이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야 높일 수 있다. 두개의 종속변수를 갖는 모형은 두 집단의 크기가 다를 때

작은 쪽의 집단에 왜곡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데 두 집단에 존재하는 오분류비

용을 고려하여 민감도와 특이도를 높이는 적절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 이는 분석

자에 의해 그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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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666장장장장 백백백백내내내내장장장장 위위위위험험험험군군군군의의의의 판판판판별별별별모모모모형형형형 및및및및 RRRRiiiisssskkkk FFFFaaaaccccttttoooorrrr

결결결결과과과과

6666....1111 백백백백내내내내장장장장 위위위위험험험험군군군군의의의의 판판판판별별별별모모모모형형형형 결결결결과과과과

세브란스 건강검진 센터에서 1994년 5월 30일 2001년 12월 31일 사이 건강검

진을 받은 총 53,490명의 검진자를 대상으로 백내장 위험군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53490명에 대한 백내장 위험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Parameter DF Estimate Error Chi-Square Pr > ChiSq

Intercept 1 -4.6217 0.2504 340.5799 <0.0001
Gender 1 0.1787 0.0351 25.9047 <0.0001

Age 1 0.0410 0.00133 951.7953 <0.0001
WBC 1 0.0272 0.00728 14.0155 0.0002

Platelet 1 -0.00237 0.000264 80.3575 <0.0001
Na 1 0.0246 0.00565 18.95 <0.0001

K 1 0.1267 0.0337 14.1587 0.0002
Cl 1 -0.0505 0.0059 73.4539 <0.0001

Co2 1 0.0316 0.00685 21.2103 <0.0001
Ca 1 0.1095 0.0347 9.9520 0.0016

P 1 0.1085 0.0292 13.8271 0.0002
Glucose 1 0.00323 0.000479 45.6093 <0.0001

Creatinine 1 0.6246 0.0722 74.8136 <0.0001
Uric acid 1 -0.0723 0.0130 30.7417 <0.0001

Protein 1 0.1803 0.0400 20.2719 <0.0001
Albumin 1 -0.6108 0.0571 114.6116 <0.0001

HDL 1 0.00731 0.00116 39.4768 <0.0001
Alkaline phosphatase 1 0.00209 0.000533 15.3203 <0.0001

BMI 1 0.000591 0.000256 5.3431 0.0208

백내장 위험여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risk factor로는 변수 creatinine과

albumin으로 볼 수 있다. Creatinine는 생화학 검사시 대사 및 전해질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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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많을수록 백내장에 걸릴 위험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알부민은 간 기능 수치

이며 간에 알부민 추치가 저하될수록 백내장에 걸릴 위험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간 기능 수치들과 신체지수인 BMI, 혈청 지질 수치와, 뇨 검사 수치들

이 백내장 위험군에 영향을 주는 risk factor로 추정된다.

위의 자료를 토대로 53,490명의 자료를 4:1비율로 분석용 자료와 검증용 자료

로 나누었으며 분석용 자료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판별분석, NaiveBayes,

나무모형, Bagging, Arcing, Random Forests방법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고

검증용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모형 추정에는 총 27개

의 독립 변수가 사용되었으며 cost 값을 0배 3배 5배 7배로 나누어 분석 비교하였

다.

분석용 자료에서 cost값에 따른 각 모형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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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Cost값에 따른 분석용 자료의 분류표

Model cost sensitivity specificity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otal

Accuracy

Miss

classification

Logistic

0 0.5 99.92 0.08 99.46 89.36 10.64

3 17.62 95.59 4.41 82.38 73.39 26.61

5 33.63 87.96 12.04 66.39 67.81 32.19

7 56.00 72.96 27.04 44 65.2 34.8

LDA

0 1.10 99.82 0.18 98.90 89.33 10.67

3 18.28 95.45 4.55 81.18 73.49 26.51

5 35.33 87.14 12.86 64.66 67.92 32.08

7 55.77 73.48 26.52 44.23 65.37 34.63

QDA

0 9.29 96.14 3.86 90.71 86.92 13.08

3 19.75 92.09 7.91 80.25 71.5 28.5

5 24.84 90.51 9.94 75.16 64.44 35.65

7 18.86 91.46 8.54 91.14 58.21 41.79

NaiveBayes

0 90.13 95.38 4.62 9.87 86.33 13.67

3 22.04 87.5 12.5 77.96 68.86 31.14

5 21.12 88.04 11.96 78.88 63.19 36.81

7 20.55 88.37 11.63 79.45 57.31 42.69

Tree

0 0 100 0 100 89.41 10.59

3 21.74 94.37 5.63 78.26 73.7 26.3

5 31.83 88.57 11.43 68.10 67.55 32.45

7 47.90 79.26 20.74 52.1 64.89 35.11

Bagging

0 91.52 100 0 8.48 99.1 0.9

3 99.20 100 0 0.8 99.77 0.23

5 99.62 99.95 0.04 0.38 99.83 0.17

7 99.90 99.94 0.06 0.1 99.92 0.08

Arcing

0 15.69 98.04 1.96 84.31 91.26 8.74

3 21.82 93.13 6.87 78.18 72.65 27.65

5 35.49 86.63 13.36 64.51 67.51 34.49

7 54.42 72.21 27.78 45.78 63.92 36.08

Random

Forests

0 99.88 100 0 0.12 99.99 0.01

3 99.86 100 0 0.14 99.6 0.4

5 99.83 100 0 0.17 99.3 0.7

7 99.9 100 0 0.1 99.96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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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Cost 값에 따른 검증용 자료의 분류표

Model cost sensitivity specificity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otal

Accuracy

Miss

classification

Logistic

0 0.27 99.94 0.06 99.72 89.18 10.82

3 17.03 95.47 4.53 82.97 73.13 26.81

5 33.07 87.98 12.01 66.99 66.95 32.84

7 55.87 73.31 17.03 82.97 64.63 35.01

LDA

0 0.96 99.84 0.16 99.03 89.16 10.84

3 17.86 95.22 4.78 82.14 73.19 26.81

5 35.2 86.96 13.03 64.79 67.16 32.84

7 54.9 73.83 26.17 45.1 64.99 35.01

QDA

0 10.38 96.31 3.69 89.61 87.03 12.97

3 19.76 92.15 7.85 80.24 71.53 28.47

5 24.27 89.40 10.59 75.73 65.35 35.36

7 17.68 91.4 8.6 82.32 56.95 43.05

NaiveBayes

0 9.05 95.14 4.86 90.95 85.75 14.25

3 21.86 87.66 12.34 78.14 68.92 31.08

5 19.60 88.15 11.85 80.4 62.03 37.97

7 18.92 87.95 12.05 81.08 55.7 44.3

Tree

0 0 100 0 100 89.09 10.91

3 19.20 93.97 6.03 80.8 72.67 27.33

5 31.7 87.86 12.14 68.29 66.37 33.63

7 44.68 78.86 21.14 55.32 62.89 37.11

Bagging

0 2.53 99.44 0.56 97.47 88.87 11.13

3 24.53 90.96 9.04 75.47 72.03 27.97

5 38.21 82.76 17.23 61.78 65.72 34.28

7 51.17 72.51 27.49 48.83 61.28 38.72

Arcing

0 5.95 96.25 3.75 94.05 89.25 10.75

3 22.75 92.70 7.30 77.25 73.31 26.69

5 35.83 86.83 13.47 64.17 67.58 32.41

7 55.40 71.59 28.41 44.60 65.34 34.46

Random

Forests

0 0 99.98 0.02 100 89.19 10.81

3 26.32 90.63 9.37 73.68 73.42 26.58

5 32.12 87.34 12.66 67.88 66.3 33.7

7 53.31 74.68 25.32 46.69 64.7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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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값이 증가할수록 민감도가 모든 모형에서 커짐을 알 수 있다. Cost값 7에

서 특이도, 민감도, 정확도가 적정한 수준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값에서 모형을

비교해보기로 하겠다.

표 14. Cost 7에서 모형의 분류표

Set Model sensitivity specificity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otal

Accuracy

Miss

classification

Training

Logistic 56.00 72.96 27.04 44 65.2 34.8

LDA 55.77 73.48 26.52 44.23 65.37 34.63

QDA 18.86 91.46 8.54 91.14 58.21 41.79

NaiveBayes 20.55 88.37 11.63 79.45 57.31 42.69

Tree 47.90 79.26 20.74 52.1 64.89 35.11

Bagging 99.90 99.94 0.06 0.1 99.92 0.08

Arcing 54.42 72.21 27.78 45.78 63.92 36.08

Random Forests 99.9 100 0 0.1 99.96 0.04

Test

Logistic 55.87 73.31 17.03 82.97 64.63 35.01
LDA 54.9 73.83 26.17 45.1 64.99 35.01
QDA 17.68 91.4 8.6 82.32 56.95 43.05
NaiveBayes 18.92 87.95 12.05 81.08 55.7 44.3
Tree 44.68 78.86 21.14 55.32 62.89 37.11
Bagging 51.17 72.51 27.49 48.83 61.28 38.72
Arcing 55.40 71.59 28.41 44.60 65.34 34.46
Random Forests 53.31 74.68 25.32 46.69 64.7 35.3

검증용 자료에서 모형을 비교한 결과 Arcing(65.34%), LDA(64.99%), Random

Forests(64.7%), Logistic(64.63%) 순으로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민감도는

logistic(55.87%) 모형에서 가장 좋았다. Arcing은 Bagging 알고리즘에 비해 성능이

높음을 보인다. Random Forests는 Arcing과 같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이는데 이

는 Random Forests 알고리즘이 Arcing과 같은 알고리즘의 장점인 분산과 편의를

같이 줄여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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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2222.... 변변변변수수수수 선선선선택택택택

백내장 위험군 예측모형을 추정하는데 있어 27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였는데

모형 추정에 사용된 판별 방법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판별분석, 의사결정나무,

Random Forests는 독립변수를 선택하여 분류함수를 설정하게 된다. 위 4개의 모

형에서 백내장 위험군에 영향을 주는 risk factor를 추정할 수 있으며 결과는 아래

와 같다.

표 15. 로지스틱 모형의 변수 선택

Parameter DF Estimate Error Chi-Square Pr > ChiSq

intercept 1 -2.6338 0.3587 53.922 <.0001

Age 1 0.0418 0.0020 416.421 <.0001

WBC 1 0.0251 0.0128 3.8527 0.0497

Platelet 1 -0.0026 0.00040 41.1664 <.0001

Cl 1 -0.0390 0.00455 73.4823 <.0001

Ca 1 0.4639 0.0586 62.7113 <.0001

P 1 0.1009 0.0461 4.7817 0.0288

Glucose 1 0.00272 0.000842 10.4193 0.0012

Creatinine 1 1.1571 0.1474 61.6110 <.0001

Uric acid 1 -0.1065 0.0208 26.3586 <.0001

Protein 1 0.2279 0.0658 12.0101 0.0005

Albumin 1 -0.6764 0.0925 53.4793 <.0001

HDL 1 0.00595 0.00186 10.1690 0.0014

Alkaline phosphatase 1 0.00249 0.000994 6.2731 0.0123

gender 1 0.1469 0.0552 7.0734 0.0078

표 13은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 결과이다. 로지스틱 모형에서 백내장 위험군

의 risk factor라고 한 변수들은 다양한 검사항목 영역의 14개의 변수들이다.

특히 나이, platelet(혈소판 수치), Cl(염소), Ca(칼슘), creatinine, uric acid(요산),

albumin(알부민), glucose, protein, HDL이 백내장 위험군의 주요 risk factor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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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표 16. 판별모형의 변수 선택

Variable F value Pr>F
Wilks'

Lambda
Pr<Lambda

Canonical

Correlation
Pr>ASCC

Age 67.67 <0.0001 0.9326 <0.0001 0.0670 <0.0001

Creatinine 156.40 <0.0001 0.9175 <0.0001 0.082 <0.0001

Cl 40.84 <0.0001 0.9135 <0.0001 0.0864 <0.0001

Co2 60.45 <0.0001 0.9076 <0.0001 0.0923 <0.0001

Alkaline

phosphatase
40.37 <0.0001 0.9036 <0.0001 0.0963 <0.0001

HDL 30.52 <0.0001 0.9007 <0.0001 0.0992 <0.0001

Glucose 25.01 <0.0001 0.8982 <0.0001 0.1017 <0.0001

Platelet 19.91 <0.0001 0.8963 <0.0001 0.1036 <0.0001

Ca 24.18 <0.0001 0.8940 <0.0001 0.1059 <0.0001

Albumin 17.17 <0.0001 0.8923 <0.0001 0.1076 <0.0001

Protein 31.32 <0.0001 0.8893 <0.0001 0.1106 <0.0001

Uric acid 7.00 0.0082 0.8887 <0.0001 0.1112 <0.0001

Gender 7.51 0.0061 0.8880 <0.0001 0.1119 <0.0001

P 8.57 0.0034 0.8871 <0.0001 0.1128 <0.0001

WBC 5.78 0.0162 0.8866 <0.0001 0.1133 <0.0001

Triglyceride 4.41 0.0357 0.8859 <0.0001 0.1137 <0.0001

Na 2.74 0.0977 0.8859 <0.0001 0.1140 <0.0001

BMI 2.11 0.1462 0.8857 <0.0001 0.1142 <0.0001

표 14는 판별모형에서 추정된 risk factor는 로지스틱 모형에서 추정한 변수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백내장 위험군의 risk factor로 18개의 변수를 추정하는

데 Co2(체내 이산화탄소), BMI, triglyceride(중성 지질), Na 변수들을 로지스틱 모형

에서 추정한 변수에 추가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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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나무모형의 변수 선택

위의 그림 1의 나무모형 결과를 보면 나이가 54.5세 보다 적고 ca수치가 9.25보

다 낮으면 백내장에 걸릴 위험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이가 64.5세 보다

많고 알부민 수치가 4.55보다 크고 Ca수치가 9.55보다 많으면 백내장에 걸릴 위험

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끝마디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해석해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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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Random Forests의 변수 중요도

Variable

Mean

Decrease

Accuracy

Variable

Mean

Decrease

Accuracy

Age 0.2751 Platelet 0.0721

Alb 0.1962 -GTP 0.0719

AST 0.1871 HDL 0.0545
Creatinine 0.1851 K 0.0496

Ca 0.1725 Gender 0.0493
Cl 0.1493 WBC 0.0401

ALT 0.1396 Uric acid 0.0399
Alkaline

phosphatase
0.1392 Cholesterol 0.0361

Glucose 0.1128 P 0.0209
Triglyceride 0.0880 BMI 0.0154

Co2 0.0866 Na 0.0129

Bun 0.0839 uro-bilirubin 0.0081

Ph 0.0051Protein 0.0731

Random forests 알고리즘에서 독립변수 중 중요한 변수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

모형에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GINI계수 감소율의 정도로 중요 변수를 평가하는

방법과 변수가 모형에서 제거 되었을 정확도가 감소하는 정도로 중요변수를 평가

하는 방법이 있다. 백내장 위험군의 예측모형의 중요변수를 찾는 경우는 후자의

방법을 썼다. 위의 표를 보면 나이, albumin, AST(간기능 검사 수치), creatinine,

Ca, Cl, ALT, alkaline 등의 변수가 중요 변수라 할 수 있다.

표 18. 백내장 위험군 Risk factor

모형 Risk Factor

Logistic
age, WBC, platelet, Cl, Ca, P, glucose, creatinine, uric acid,

protein, albumin, HDL,, alkaline phosphatase, gender

Discriminant
age, WBC, platelet, Cl, Ca, P, Co2, glucose, creatinine, uric acid,

protein, albumin, HDL, alkaline phosphatase, triglyceride, gender

Tree
age, Cl, Ca, albumin, creatinine, AST, alkaline phosphatase, HDL,

cholesterol, glucose

Random

Forest
age, Cl, Ca, albumin, creatinine, 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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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모형에서 모두 age, Cl, Ca, creatinine, albumin을 백내장 위험군의 risk

factor라고 추정하였다. 위의 모형에서 각각 선정한 변수들을 사용하여 Random

Forests 알고리즘을 통해 정확도를 알아보았다.

표 19. Risk Factor를 이용한 Random Forests의 분류표

set Model sensitivity specificity
Total

Accuracy

Miss

classification

Training

Logistic 99.9 99.98 99.95 0.05
Discriminant 99.9 99.98 99.5 0.05

Tree 99.85 99.98 99.92 0.08
Random Forests 99.85 99.98 99.92 0.08

Test

Logistic 52.07 74.86 64.21 35.79
Discriminant 52.20 74.74 64.21 35.79

Tree 52.07 73.77 63.63 36.37
Random Forests 51.93 71.77 62.5 37.5

위의 결과를 보면 risk factor들을 사용하여 64%의 정확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Random Forests에서 선택한 중요 변수 age, albumin, AST(간 기능 검사 수치),

creatinine(크레아티닌), Ca, Cl 6개의 변수를 사용하여도 62.5%의 정확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Fandom Forests 알고리즘이 많은 독립변수들로 이루어진 의학 자

료 또는 유전체 자료에서 효과적인 알고리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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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7777장장장장 백백백백내내내내장장장장 질질질질환환환환 판판판판별별별별모모모모형형형형

7777....1111 분분분분석석석석 자자자자료료료료 설설설설명명명명

세브란스 건강검진 센터에서 1994년 5월 30일 2001년 12월 31일 사이 건강검

진을 받은 62,555명 중 3,785명이 다시 세브란스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이들 중 일부가 실제 백내장 질환 진단을 받았다.

표 20. 실제 백내장 질환 반응변수 도수표

Cataract Frequency Percent Total

Y 633 16.72
3785

N 3152 83.28

백내장 질환 진단을 받은 3,785명중 변수에 결측값이 존재하는 548명을 제외한

3,237명의 검진자가 백내장 질환 예측 모형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21. 실제 백내장 질환 예측모형에 사용된 검진자 수

Cataract Frequency Percent Total Missing

Y 544 16.81
3237 548

N 2693 83.19

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위험군 분석에 사용된 27개의 변수와 백내장 위험

군 분리 기준의 변수로 사용된 11개의 변수가 추가되어 총 38개의 독립변수로 모

형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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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백내장 질환 예측모형에 추가된 독립변수

7777....2222.... 불불불불균균균균형형형형 자자자자료료료료를를를를 위위위위한한한한 비비비비용용용용----민민민민감감감감도도도도 달달달달성성성성

표에서 보듯이 정상군의 event 수가 백내장군의 event수에 비해 5배 정도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위에서 추정했던 백내장 위험군 예측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백

내장 질환 예측모형의 분류 목적은 백내장에 걸린 검진자를 더 정확하게 분류해

내는 것에 있으므로 민감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오분류비용을 0배,

3배, 5배, 7배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7777....3333 비비비비용용용용값값값값 변변변변화화화화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예예예예측측측측모모모모형형형형 결결결결과과과과

백내장 질환 예측모형에 3237명이 분석에 사용되었고 자료를 4:1비율로 분석용

자료와 검증용 자료로 나누었으며 분석용 자료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판

별분석, NaiveBayes, 의사결정나무모형, Bagging, Arcing, Random Forests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고 검증용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였다. 모형 추정에는 총 38개의 독립변수가 사용되었으며 cost값을 0배 3배 5배 7

배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독립 변수 label

yh 망막-고혈압성 변화

yd 망막-당뇨병성 변화

yb 망막 출혈

yy 황반부변성의증

ym 매질혼탁의증

ymt 안과 정밀(매질혼탁/백내장)검사 요함

yr 안과 정밀(망막병증)검사 요함

ygt 안과 정밀(녹내장)검사 요함

yet 안과 정밀검사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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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백내장 질환 예측모형의 분석용 자료의 분류표

Model cost sensitivity specificity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otal

Accuracy

Miss

classification

Logistic

0 13.95 97.83 2.16 86.04 84.21 15.79

3 55.78 82.17 17.82 44.23 71.56 28.44

5 74.11 73.38 26.62 25.89 73.74 26.26

7 85.3 58.16 41.84 14.7 74.2 25.8

LDA

0 19.79 96.45 3.54 80.20 84.01 15.99

3 54.05 83.33 16.67 45.95 71.56 28.44

5 74.11 72.66 27.24 25.89 73.37 26.63

7 84.56 57.10 42.9 15.44 73.33 26.62

QDA

0 41.62 88.88 11.12 58.38 81.21 18.79

3 63.39 82.5 17.49 36.61 74.82 26.67

5 58.88 85.85 14.15 41.12 72.75 27.25

7 60.3 80.31 19.69 39.7 72.64 27.36

NaiveBayes

0 6.34 93.70 6.30 93.65 79.52 20.48

3 20.55 77.56 22.44 79.12 54.78 45.22

5 1.77 97.84 2.16 98.23 51.17 48.83

7 0 100 0 100 40.87 59.13

Tree

0 60.10 94.94 5.06 39.9 89.04 10.96

3 72 89.93 10.07 28.01 82.72 17.28

5 78.68 74.82 25.18 21.32 76.69 23.31

7 89.2 76.6 23.4 10.8 84.06 15.94

Bagging

0 98.47 100 0 1.52 99.7 0.3

3 99.8 100 0 0.25 99.9 0.1

5 100 99.76 0.24 0 99.88 0.12

7 100 99.2 0.8 0 99.71 0.29

Arcing

0 4.12 99.05 0.4963 95.87 83.31 16.69

3 67.79 69.5 30.5 32.21 68.8 31.19

5 81.28 64.93 35.06 18.72 73.12 26.88

7 82.10 70.56 29.43 17.89 77.39 22.61

Random

Forests

0 100 100 0 0 100 0

3 100 100 0 0 100 0

5 100 100 0 0 100 0

7 100 100 0 0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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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백내장 질환 예측모형의 검증용 자료의 분류표

Model cost sensitivity specificity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otal

Accuracy

Miss

classification

Logistic

0 11.33 98.18 1.82 88.67 82.09 17.91

3 48.9 79.10 20.9 51.09 66.86 33.14

5 66.00 64.46 35.54 64 65.31 34.69

7 83.1 58.95 41.05 16.9 73.16 26.84

LDA

0 18.67 96.67 3.33 81.33 82.22 17.78

3 47.44 81.09 18.91 52.55 67.45 32.55

5 68.00 63.63 32 32 66.05 33.95

7 83.82 54.74 45.26 16.18 71.86 28.14

QDA

0 37.33 88.18 11.82 62.67 78.76 21.24

3 48.9 75.62 24.38 51.09 64.79 35.21

5 52.00 71.9 28.1 48 60.89 39.11

7 64.8 66.37 33.63 35.2 70.21 29.79

NaiveBayse

0 10 92.27 7.73 90.00 77.04 22.96

3 16.78 79.06 20.4 83.21 54.14 45.86

5 2.66 99.17 0.83 97.34 45.76 54.24

7 0 100 0 100 41.13 58.87

Tree

0 23.31 92.17 7.83 76.69 80.86 19.14

3 47.44 79.10 20.90 52.55 66.27 33.73

5 62.00 66.11 33.89 38 63.84 36.16

7 71.32 56.84 43.16 28.68 65.67 34.33

Bagging

0 14 83.12 16.88 86 80.07 32.85

3 53.28 76.61 23.38 46.72 67.15 19.93

5 67.33 63.63 36.37 32.67 65.68 34.32

7 80.88 50.52 49.48 19.12 68.4 31.6

Arcing

0 2.27 98.67 1.32 97.72 82.96 17.04

3 64.12 70.53 29.46 35.88 68.4 31.6

5 69.56 58.64 41.35 30.44 64.20 35.8

7 69.12 55.78 44.21 30.89 63.63 36.37

Random

Forests

0 5.26 99.56 0.44 94.74 84.07 15.93

3 51.10 79.60 20.4 48.9 68.04 31.96

5 71.33 63.63 36.37 28.67 67.89 32.11

7 83.82 52.63 47.37 16.18 71.0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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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Random Forests 알고리즘이 기존의 다른 알고리즘에 비

해 모든 수준에서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분석용 자료와

검증용 자료에서 모두 cost 값을 높일수록 민감도가 높아지고 특이도와 정확도는

낮아짐을 볼 수 있다. cost 값이 5인 수준에서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가 높게 나타

났으며 이 수준에서 모형을 평가해 보기로 하겠다.

표 25. Cost 5에서의 모형의 분류표

Set Model sensitivity specificity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otal

Accuracy

Miss

classification

Training

Logistic 74.11 73.38 26.62 25.89 73.74 26.26

LDA 74.11 72.66 27.24 25.89 73.37 26.63

QDA 58.88 85.85 14.15 41.12 72.75 27.25

NaiveBayes 1.77 97.84 2.16 98.23 51.17 48.83

Tree 78.68 74.82 25.18 21.32 76.69 23.31

Bagging 100 99.76 0.24 0 99.88 0.12

Arcing 81.28 64.93 35.06 18.72 73.12 26.88

Random Forests 100 100 0 0 100 0

Test

Logistic 66.00 64.46 35.54 64 65.31 34.69

LDA 68.00 63.63 32 32 66.05 33.95

QDA 52.00 71.9 28.1 48 60.89 39.11

NaiveBayes 2.66 99.17 0.83 97.34 45.76 54.24

Tree 62.00 66.11 33.89 38 63.84 36.16

Bagging 67.33 63.63 36.37 32.67 65.68 34.32

Arcing 69.56 58.64 41.35 30.43 64.2 35.8

Random Forests 71.33 63.63 36.37 28.67 67.89 32.11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 Random Forests 알고리즘이 오

분류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민감도가 71.33%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확도는

67.89%로 나타났다. OOB(out-of-bag) estimate 오류율은 32.18%로 이는 검증용 자

료에서의 오분류율과 비슷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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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ut-of-bag Error as Forest gets Larger

위의 그림 2는 out-of-bag error 에 대한 그림으로 (1)은 training set 의 오분류

율을 나타내고 (2)은 out-of-bag 의 오분류율 그리고 (3) test set 의 오분류율을 나

타낸다. 그림을 통해서 본 결과 out-of-bag의 오분류율이 나무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장 안정적인 값을 가짐을 볼 수 있고, 나무의 수가 증가할수록 일정한 값으로

수렴함을 보인다. 이는 Random Forests가 과잉맞춤을 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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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질환 예측모형을 추정하는데 있어 38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였는데 모

형 추정에 사용된 판별 방법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판별분석, 의사결정나무,

Random Forests 4개의 모형에서 백내장 질환에 영향을 주는 risk factor를 추정할

수 있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6. 로지스틱 모형의 변수 선택

Parameter DF Estimate Error Chi-Square Pr > ChiSq

Intercept 1 -5.7942 0.5425 114.0665 <0.001
age 1 0.0802 0.00810 98.0087 <0.001

glucose 1 0.00878 0.00201 19.0257 <0.001
매질혼탁증 1 1.4682 0.5607 6.8560 0.0088

백내장 검사요망 1 0.9034 0.4214 4.5957 0.0321
녹내장 검사요망 1 -1.2563 0.141 9.1948 0.0024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 결과는 나이와 당 수치인 glucose 그리고 의사의 진단

에 따른 매질혼탁증, 백내장 검사요망, 녹내장 겸사요망 여부가 백내장 질환에 영

향을 주는 주요 risk factor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risk factor로 추정되어진 로지스

틱 회귀모형을 표에서 살펴보면 정확도는 65.31%이고 민감도는 66%로 나타나고

있다.

표 27. 판별모형의 변수 선택

Variable F value Pr>F
Wilks'

Lambda
Pr<Lambda

Canonical

Correlation
Pr>ASCC

age 183.26 <.0001 0.8153 <.0001 0.18468 <.0001

glucose 20.79 <.0001 0.7948 <.0001 0.20513 <.0001

녹내장 검사요망 11.50 0.0007 0.78369 <.0001 0.2163 <.0001

매질혼탁증 7.85 0.0052 0.7761 <.0001 0.2238 <.0001

백내장 검사요망 6.37 0.0118 0.7700 <.0001 0.2299 <.0001

고혈압성 변화 3.35 0.0674 0.7668 <.0001 0.2331 <.0001

creatinine 2.98 0.0849 0.7640 <.0001 0.2359 <.0001

P 2.20 0.1382 0.7619 <.0001 0.2380 <.0001

uro-bilirubin 2.15 0.1426 0.7598 <.0001 0.24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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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나이와 혈당 수치인 glucose, 망막의 고혈압성 변

화와 매질혼탁증, 녹내장 의심에 대한 의사 진단 여부, 대사 및 전해질 수치인 크

레아티닌, 인, uro-bilirubin이 백내장 질환의 risk factor로 확인 되었다.

그림 3. 나무 모형의 변수 선택

나무모형을 보면 먼저 나이와 glucose 2개의 risk factor 수준에 따라 백내장

질환 판별모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나이가 57.5세 보다 적고 glucose 수치가

137.5보다 낮으면 백내장 질환에 있어 건강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반면에 나

이가 68.5세 보다 많고 glucose 수치가 156보다 높으면 백내장 질환 위험군에 속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의 끝마디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risk factor로 추정되어진 나무모형을 표에서 살펴보면 정확도는

63.84%이고 민감도는 62%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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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andom Forests 변수 중요도

Random Forests의 변수 중요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위의 그림과 같다.

Random Forests에서는 변수를 제거했을 때 정확도 감소의 정도를 통해본 변수의

중요도와 GINI계수 감소 정도를 통해 본 결과 나이를 백내장 질환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았으며 glucose와 WBC(백혈구 수치)를 중요 변수로 보았다.

정확도 감소의 정도를 이용하여 추정한 나이, glucose, WBC, ym(매질혼탁증),

triglyceride(중성 지방), cholesterol을 백내장 질환의 risk factor로 보았다.

4개의 모형에서 선택한 백내장 질환의 risk factor들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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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백내장 질환의 Risk Factor

모형 Risk Factor

Logistic age, glucose, 매질 혼탁, 백내장 검사요망, 녹내장 검사요망 (6개)

Discriminant
age, glucose , 매질 혼탁, 백내장 검사요망, 녹내장 검사요망

고혈압성 변화, creatinine, P, uro-bilirubin (9개)

Tree

age, glucose, triglyceride(중성 지방), platelet(혈소판 수치), bun(혈중

질소)

alb, ALT(간기능 수치), cholesterol(8개)
Random Forest1 age, glucose, WBC, 매질 혼탁, triglyceride, cholesterol
Random Forest2 age, glucose, WBC platelet, triglyceride, BMI

4개 모형에서 모두 나이와 glucose를 백내장 질환의 risk factor로 추정하였지

만 나머지 변수들은 모형에 따라 그 중요성을 다르게 추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로지스틱, 판별 분석, 나무모형, Random Forests모형에서 중요 변수라고 추정

한 위의 표에 나타난 변수들을 사용하여 각각 Random Forests를 통해 성능을 조

사하였다. 표 28에서 나타난 Random Forest1은 정확도 감소의 정도로 추정한 중

요변수이고 Random Forest2는 GINI계수 감소의 정도로 추정한 중요변수를 의미

한다.

표 29. 백내장 질환의 Risk Factor를 이용한 Random Forest의 분류표

Set Model sensitivity specificity
Total

Accuracy

Miss

classification

Training

Logistic 82.23 64.98 73.37 26.63

Discriminant 83.5 77.93 80.64 19.36

Tree 100 100 100 0

Random Forests1 100 100 100 0

Random Forests2 100 100 100 0

Test

Logistic 72.67 60.33 67.16 32.84

Discriminant 69.33 61.15 65.68 34.32

Tree 68 65.29 66.79 33.21

Random Forests1 67.33 62.80 65.31 35.69

Random Forests2 68 61.98 65.31 35.69

위의 결과를 보면 로지스틱에서 중요 변수라고 추정한 6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Random Forests로 분석한 결과 민감도 72.67%, 정확도 67.16%로 나타났고,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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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 중요 변수라고 추정한 9개의 변수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민감도 69.33%,

정확도 65.68%로 나타났다. 또한 나무모형에서 중요 변수라고 추정한 8개의 변수

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민감도 68%, 정확도 66.79%로 나타났으며, Random

Forests1과 Random Forest2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추정한 개의 변수를 사용

하여 분석한 결과 민감도가 각각 67.33%와 68%였으며 정확도가 둘 다 65.31%로

확인되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서 본 결과 나무모형에서 의사의 안과 진단 결과 내

용을 담은 이산형 변수들이 아닌 다른 검진자료 변수를 사용한 분석에서 66.79%

의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인다. Random Forests2에서 중요하다고 추

정한 6개의 변수를 사용해서도 6개 이상의 변수를 사용한 분석결과와 비슷한 결

과를 보임을 알 수 있고 의사의 진단 사항 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건강검진 자료

만으로도 65.31%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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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8888장장장장 토토토토의의의의 및및및및 결결결결론론론론

건강검진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과 현재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건강검진 자료 분석을 통해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이라는 측면에서 백내장 위험군과 백내장 질환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 Random Forests를 이용한 백

내장 위험군 예측모형은 정확도 64.7%와 민감도 53.31%였고 risk factor는 나이,

albumin, AST, creatinine, Ca, Cl 등 백내장 질환의 risk factor로 알려진 나이, 혈

당 수치, 단백질 부족 등이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간과 관련된

항목의 수치, 혈청지질, 대사 및 전해질 수치, 신장 기능 수치 등 신체와 관련된

모든 항목이 risk factor가 될 수 있었다. 둘째, 백내장 질환 예측모형은 정확도가

67.16%, 민감도가 72.28%였고 risk factor는 나이, glucose, WBC, platelet(혈소판수

치), triglyceride(중성 지질), BMI였다. 이 결과는 위 예측모형을 통해 의사의 진단

없이 건강검진 자료만을 통해서 백내장 질환 유 무에 관한 정보를 70%정도 예측

할 수 있음을 보인다.

Random forests를 통해 백내장 위험군 예측모형 추정 결과 Arcing과 비교할만

한 성능을 보였으며 백내장 질환 예측모형은 다른 모형에 비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out-of-bag data를 이용하여 검증용 자료의 기능을 대체 할 수 있었

고 분류에 있어 변수를 제거하지 않고 예측 모형을 추정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의

수가 많고 그 독립변수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적은 데이터를 분석할 때

Random Forests기법이 탁월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을 토대로 건강검진 자료를 통해 백내장 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모형을 실제 진단에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Random forests 알고리즘은 분류 기법뿐만 아니라 연속형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모형 추정에 대한 기법도 소개하고 있는데 향후 논문에서

Random Forests의 회귀 기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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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ccccrrrreeeeeeeennnniiiinnnngggg TTTTeeeesssstttt DDDDaaaattttaaaa AAAAnnnnaaaallllyyyyssssiiiissss ffffoooorrrr CCCCaaaattttaaaarrrraaaacccctttt

HHHHaaaappppppppeeeennnniiiinnnngggg PPPPrrrreeeeddddiiiiccccttttiiiioooonnnn MMMMooooddddeeeellll

uuuussssiiiinnnngggg RRRRaaaannnnddddoooommmm ffffoooorrrreeeesssstttt

Han, Eun jeoung

Dept. of Biostatistics and Comput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Cataracts is becoming economic and social problem seriously because

national economy growth and cultural development are inducing increase of

ageing population. But also this incidence of cataracts can be reduced sharply

through early diagnosis using medical check-up data. This dissertation has been

studied for cataract happening risk group and risk factor of predict model

based on the screening data which was collected from the patients who were

had screening test from 1994 to 2001.

cataract happening risk group was analyzed. First, Possible cataract risk group

was defined in order to predict cataract risk predict model from screening test.

Second, from this group, cataract disease group was defined by th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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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re actually suffering from cataract to predict cataract disease predict

model and to find out fisk factor.

Forecasting model of cataract was used by random forest technique, and

compared the efficiency between this model and other existing datamining

ways, like logistic regression, discriminant analysis, Decision Tree, NaiveBayes,

Bagging, Arcing.

As for random forests was 64.7% in accuracy and 53.31% in sensitivity, risk

factors were age, albumin, AST, creatinine, Ca, Cl, and so on. As mentioned,

the factors were possibly related with body.

Cataract disease predict model was the accuracy of risk factors was 67.16%

and sensitivity was 72.68%, risk factors were age, albumin, WBC, platelet,

triglyceride, BMI.

This result show that we can predict 70% about Cataract disease existence by

screening test.

Key words: Random Forests, screening test, cataract risk group, cataract disease, Logistic

regression, Discriminant analysis, Decision Tree, NaiveBayes, Bagging, Arcing,

accuracy, sensitivity, risk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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