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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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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발생에 대한 다중 변수 조합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고려하는 변수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그에 따른 상호작용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이로 인해 전통적인 통계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모수 추정 등에 있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전 통계학
분야에서 특정 모델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multifactordimensionality
reduction방법이 제안되었다.이는 다중 변수 정보의 차원을 줄여서 질병발생에
대한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multifactordimensionalityreduction방법을 임상의학자료에 적

용하여 그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했는데,이를 위하여 1994년부터 2005년까지 건강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검진자 중 병원에 내원하여 간경변증 발생 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은 4,093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평가를 위해 몇 가지 기존의 분
석 방법들과 그 성능을 비교하였는데,첫 번째 방법으로 이분형 종속변수에 대한
위험인자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이는 로지스틱 회귀분석,두 번째로 비선형
요소와 상호작용을 포함시켜 유연성 있는 회귀식을 사용하는 multivariate
adaptiveregression spline,마지막으로 나무 모형에 기초한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trees알고리즘을 민감도와 특이도 등의 측도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Multifactordimensionalityreduction방법에 의해 간경변증 발생에 대한 위험인

자로 선택된 변수들은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가족력,음주력 등으로 기존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변수들이 포함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다른 분석
방법들에 비해 민감도,특이도,정확도가 높은 가운데 특히 민감도가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었다.그런데,이 방법에서 선택되는 변수의 수가 표본의 크기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많아지면,다소 예측력이 떨어지는 경향도 존재하고 있었다.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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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학자료에서 질병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조합의 효과를 평가
하고자 할 때 multifactordimensionalityreduction방법은 그 충분한 유용성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 되는 말 :변수 조합 효과,multifactordimensionalityreduction,간경변증,로지스틱
회귀분석,MARS,CART,민감도,특이도,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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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111...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다중 변수(multiplevariable)조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다차원 자료는 전통적
인 모수적 통계방법의 가치를 축소시키고 있다.요인의 수가 증가하면,가능한 상
호작용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상호작용을 고려한 분할표 칸에서 자료
의 수가 너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결국 제 1종 오류(typeI
error)가 증가하고 표준오차가 큰 모수가 추정된다(PeduzziPetal.,1996).범주형
분석에서 흔히 사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
이 있다보니 제 2종 오류(typeIIerror)가 증가하고 검정력(power)이 낮아지게 된
다(MooreJH etal.,2004).
최근 human genetic 분야에서 특별한 질병에 위험을 증가시키는 DNA

sequencevariation또는 polymorphism 등 복잡한 조합을 확인함에 있어서,앞에
서 언급했던 문제들로 인하여 전통적인 모수적 통계방법을 사용하여서는
gene-gene과 gene-environmentinteraction을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존재한다.이
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그 중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크기에서 부정확한 모수추정과 상호작용을 식별하기에 낮은 검정력을
극복하기 위해 자료 축소전략을 사용한 multifactordimensionalityreduction방법
을 개발하였고(RitchieMD etal.,2001),현재 이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
다.이 방법은 초창기 복합성 질병 연구를 위해 개발되어 유전적 분석에 사용되었
으나,결과 변수가 이분형이고 범주형의 다중 변수형태를 갖는 임상적 위험요인
분석에도 사용하면 그 쓰임새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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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및및및 내내내용용용

유전학 분야 중 범주형 자료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분석에서 방법론적인 제한을
극복하여 개선된 통계적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는데,이러한 방법을 임상 자료 분
석에 사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해 보고자한다.본 논문에서는 복합 상호작용을 고
려하여 고안된 multifactordimensionalityreduction방법을 간경변증 자료에 적용
하여 비교해보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1장 서론에서 연구 배경,목적 및 내용을 언급하였고,2장에서는

기존의 통계적 방법 중에 모수적 선형 회귀 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비모수
적 비선형 회귀 방법으로 multivariateadaptiveregressionsplines,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classificationandregressiontrees(이하 CART)알고리즘을 이용한 의사
결정나무를 선택하여 소개하였다.3장에서는 multifactordimensionalityreduction
의 이론적 내용을 서술하였다.4장에서는 분석에 쓰인 건강검진 자료를 정리하여
2장에서 소개한 방법들로 비교분석하였으며,5장에서는 결론 및 고찰에 대해서 논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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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분분분류류류 방방방법법법

222...111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222...111...111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이항반응변수의 경우에 단순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선형회귀모형에서
반응변수를 연속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존의 가정들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확률에 대하여 로짓변환(logittransformation)을 고
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반응범주가 “성공”,“실패”등과 같이 0과 1,두 개의
값을 갖는 이분형(binary)인 반응변수와 설명변수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에 사용하는 분석이다.

222...111...222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모모모형형형

반응변수가 1을 갖는 확률을      라고 하면,0을 갖는 확률은  가
된다.이러한 모형을 베르누이 분포(Bernoullidistribution)라 부른다.그러나 일반
적으로 우리가 가정하는 회귀모형은 오차항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의 가정을 하게
되고,주어진 종속변수가 연속형이고,그 범위가 ∞에서 ∞의 범위에서 존재하

게 된다.이러한 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주어진 확률 를  

 로 오즈비

(oddsratio)를 취함으로써,확률 가 가지는 범위의 상한을 제거한다.그리고 다
시 대수변환을 시킴으로써,범위를 ∞에서 ∞로 확장시킨다.그러면,주어진 설
명변수의 개수가 개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다중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세울 수
있다.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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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와 같다.위의 식으로부터 회귀계수를 추정하여 결국 사후확률에 대한 추정 식,

  ⋯  
 

 ⋯ 


 ⋯ 

을 얻을 수 있다.이렇게 얻어진 각각의 사후확률은 0과 1사이를 가지게 되고,해
당 개체를 분류하기 위해 적절한 절단값(cutoffvalue)을 정하여 이 값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222...111...333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계계계수수수의의의 추추추정정정과과과 검검검정정정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는 모수인 회귀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방법을 이용한다.최대우도방법이란 우도함수(likelihoodfunction)를 최
대화하는 값을 추정하는 것이다.값은 우도함수를 미분하여 구할 수 있는데,회
귀계수의 최대우도 추정값은 비선형이므로 피셔의 스코어링 방법(Fisher'sscoring
method)이나 뉴튼-랩슨 방법(Newton-Raphson method)과 같은 반복법(iterative
method)으로 근사값을 구해야한다.값이 추정되고 모형이 만들어지면 통계적으
로 의미가 있는지를 검정해야 하는데,이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도비 검정
(likelihoodratiotest),왈드 검정(Waldtest),스코어 검정(scoretest)등이 있다.
이 중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관심있는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모형과 포함
하는 모형의 우도를 비교하여 특정 변수의 결과변수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우도비 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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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444변변변수수수 선선선택택택방방방법법법

설정된 모형에 포함된 많은 변수들 중에서 유의한 변수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
되는 방법에는 전향적 변수추가법(forward selection), 후향적 변수제거법
(backwardelimination),단계적 변수 선택법(stepwiseselection)등이 있다.
전향적 변수추가법은 설정된 유의수준을 충족시키는 변수를 각 단계마다 모형

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다가 더 이상 유의한 독립변수가 없으면,추가적인 변수선
택을 중단하고 그때까지 선택된 독립변수들만 가지고 모형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후향적 변수제거법은 독립변수들을 모두 포함시킨 모형에서 시작하여 설정된

유의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독립변수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제거해 나가다가
더 이상 제거할 독립변수가 없으면 그때까지 남아있는 독립변수들로 최적의 모형
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단계적 변수 선택법은 전진선택법과 후진선택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선 전향적 변수추가법을 사용해서 종속변수에 영향력이 큰 독립변수들을 모형
에 하나씩 포함시킨다.이런 식으로 구축된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독립변수들 중
에서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독립변수가 있는 경우,이 독립변
수를 모형에서 제거한다.이러한 방법을 최적의 모형을 구성할 때까지 계속 반복
한다.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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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MMMuuullltttiiivvvaaarrriiiaaattteeeAAAdddaaappptttiiivvveeeRRReeegggrrreeessssssiiiooonnnSSSpppllliiinnneeesss

222...222...111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MultivariateAdaptiveRegressionSplines(이하 MARS)는 평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디자인된 CART의 수정안으로 볼 수 있다.이 방법은 비선형 요소와 상호작
용을 포함한 모형을 적합시기키 위해 유연성있는 회귀를 사용하여 고차원 문제에
적합한 적응 회귀 방법을 따른다(Friedman,1991).또한 예측변수의 비선형 함수와
상호작용을 포함할 수 있는 비모수 회귀 모형을 세우기 위해 조각별 선형 기저
함수(basisfunction)들의 곱의 합을 사용하고 있다.그래서 MARS의 모델은

    
  




  




  

와 같이 세울 수 있다.는 예측변수의 기저 함수로

       


          


와 같이 쌍으로 정의하는데,“knotlocation”으로 분리된 좌측과 우측으로 구성된
다.홀수 에 대해서 knotvalue 는 예측변수  의 관찰된 값들 중 하나이

고,는

   ≥ 
    

와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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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potentialmodel항은

    
  




  

와 같이 currentmodel에서 기저함수를 곱해서 만든다.
MARS는 모형의 적합도를 설명하는 척도로 일반화 교차타당성(Generalized

CrossValidation),

 



 




  



 


, C=1+cd

을 사용한다.여기서 은 자료의 수,는 모형에서 유효한 모수의 수,는 자유
도로 독립적인 기저함수의 수와 같고,는 기저함수에 부과된 패널티이다.

222...222...222MMMAAARRRSSS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일반적으로 MARS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step1.선택된 스플라인 함수의 쌍은 반응변수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수를 모
델의 시작점으로 선택한다.첫 번째 스플라인 쌍을 선택한 후에 새로운 스플라인
함수는 단계적으로 더해진다.단계적 추가 절차의 각 단계에서 훈련용 자료
(trainingset)를 가장 잘 설명하는 스플라인 쌍을 추가한다.마침내 이 과정은 훈
련용 자료를 거의 완벽하게 설명하는 globalMARS-model,복잡한 다변량 모델을
찾아내지만,종종 과대적합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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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globalMARS-model은 일반화 교차타당성(GCV)과 10-fold 교차타당성의
순서를 번갈아 사용하여 가지치기한다.이 과정을 하는 동안에 모형의 기술적 능
력에 해당하는 각각의 스플라인 함수의 기여도는 적합성결여(LOF)기준을 사용하
여 평가된다.그리고 가장 최소화한 기여함수를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step3.교차타당성 기법을 사용하여 최적의 모델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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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CCClllaaassssssiiifffiiicccaaatttiiiooonnnAAAnnndddRRReeegggrrreeessssssiiiooonnnTTTrrreeeeeesss

222...333...111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나나나무무무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의사결정나무는 의사결정규칙을 기준으로 관심대상이 되는 집단을 몇 개의 소
집단으로 분류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패턴이나 관계를 탐색하는 분석
방법이다.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형성하는 알고리즘으로는 CHAID(Kass,1910),
CART(Breiman,1984),C4.5(Quinlan,1993),QUEST(Loh& Shih,1997)등이 있는
데,CART알고리즘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222...333...222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CART알고리즘은 각 마디(node)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왼쪽 마디로 할당
하고,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른쪽 마디로 할당하여 두 개의 자식마디(children
node)를 갖는 이진분리(binarysplit)를 수행한다.부모마디에서 자식마디로 분리시
불순도 함수(impurityfunction)의 감소를 최대화하는 분리기준을 선택하는데,이
렇게 분리해 나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각 노드에서 번째 class에 속하는 관찰치의 확률    ⋯가 다음 두 가

지 조건, ≥ 과 


  을 만족하면,t노드에서의 불순도(impuritymeasure)

는 불순도 함수 가 주어지고,식은

  ⋯ 

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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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에서 분리점 가 과 마디를 과 의 확률을 가지고 분리할 때,불
순도 감소량(decreaseinimpurity)은

∆      

와 같이 정의된다.이러한 불순도는 지니계수(Giniindex)와 엔트로피(entropy)로
측정한다.이 중에서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분리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마디에서 총 자료의 수를  라고 하고,마디에서 class 에 속하는 자료의

수를  라고 하며,각 class의 사전 확률을  

라고 정의한다.이 때,

마디에서 class 의 확률 는

  

 



 

이고,마디로 분류될 확률,는 마디에서의 각 class의 합과 같다.마디로 분
류되었는데 class 에 속할 확률  는

  



 

 

와 같고,모든 class에서의 확률 합은 1이 된다.t마디에서 지니계수로 관찰된 불순
도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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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마디로 구분될 확률 과 오른쪽 마디로 구분될 확률 은



 

  
 


 

  

이다.지니계수로 측정된 goodnessofasplit는

    ∙   ∙ 

와 같다.위의 식을 최대로 만드는 분리점을 각 변수에 대해 찾은 후,변수들끼리
의 값도 또 측정하여,가장 큰 변수를 분리변수로 채택하게 된다(Breiman L,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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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MMMuuullltttiiifffaaaccctttooorrrDDDiiimmmeeennnsssiiiooonnnaaallliiitttyyyRRReeeddduuuccctttiiiooonnn

333...111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Humangenetic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크기에서 부정확한 모수추정과
상호작용을 식별하기에 낮은 검정력을 극복하기 위해 자료축소전략을 사용한
multifactordimensionalityreduction(이하 MDR)방법을 개발하였다.이 방법은 비
모수적이고 특정 모델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으며,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여러 상호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변수 정보의 차원을 줄여서 질병위험을 고
위험(highrisk)조합과 저위험(low risk)조합으로 정의한다.

333...222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차타당성(cross-validation)을 실행하기 위해 자료를
다중 분할한다.교차타당성은 만들어진 모델의 예측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어
진 자료로부터 검증용 자료(testingset)를 만들어낸다.교차타당성 없이 MDR을
수행할 수 있으나,과대적합(overfitting)의 잠재성 때문에 잘 시행하지 않는다.교
차타당성은 주어진 자료를 잘 적합시키는 모델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
료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있다는 목적에서 MDR의 중요한 부분이다(RitchieMD et
al.,2004).

그림 1.10-foldcrossvalidation의 예(RitchieMD,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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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0-fold교차타당성을 실행할 때,[그림 1]과 같이 자료의 9/10은 훈련용
자료로,1/10은 검증용 자료로 구성된다.

그림 2.MDR방법의 일반적 단계(RitchieMD,2005)

step1.모든 범주형 독립변수 목록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변수들의 총망라한 n개
의 조합 목록을 생성한다.이 변수들은 유전적,환경적 자료 모두 포함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는 독립변수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계산 시간 때문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sssttteeeppp111 sssttteeeppp222 sssttteeeppp333
Factor ➜ factor1 ➜
1,2 f1,3 a. c. t. o. r. 2

�
�
sttteeeppp666 �        sssttteeeppp555 ����                        sssttteeeppp444

Traingaccuracy trainingset1,2 73.77
sssttteeeppp777 1,3 69.77
testingset
factor1

.
f .
a .
c Averagetesing
t accuracy
o 1,4 72.30
r ➜ ➜
4 sssttteeeppp888 sssttteeeppp999

CVconsistency Permutationtest
1,4 9 72.30 p=0.002

1,4   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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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n조합 각각은 k-차원 공간 분할표에 배열한다.모든 가능한 변수조합을
테이블 칸에 표현한다.각 칸에 해당되는 case와 control의 수를 계산한다.

step3.각 칸안에서 case:control의 비(ratio)를 계산한다.

step4.변수조합을 step3에서 구한 비와 분계점(threshold)을 비교하여 분계점을
초과하면 고위험,초과하지 않으면 저위험으로 구분한다.이 step은 다차원 자료를
두 개의 class를 갖는 1차원으로 요약하는 과정이다.

step 5.training accuracy를 계산한다.classification error(또는 1- training
accuracy)는 변수조합이 case인데,저위험군으로 분류한 수와 변수조합이 control인
데,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step6.각각의 변수 조합에 대해 step1부터 5까지 반복한다.

step7.가장 좋은 trainingaccuracy를 갖는 모델을 선택하여 검증용 자료에서 평
가한다.그리고 testing accuracy를 계산한다.prediction error(또는 1- testing
accuracy)는 훈련용 자료에서 오분류된 수를 기반으로 계산한다.MDR에서 error
와 accuracy는 error=1-accuracy같이 계산되므로 서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
다.

step 8.교차타당성 구간에서 step 1부터 8까지 반복한다.average training
accuracy와 averagetestingaccuracy는 교차타당성 구간에 걸쳐서 계산된다.최종
모델은 testingaccuracy와 교차타당성 일치도(crossvalidationconsistency)둘 다
최대화 하는 것으로 선택한다.testingaccuracy는 모델이 교차타당성을 통해 만들
어진 독립된 검증용 자료에서 위험이나 질병 상태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볼 수
있다.교차타당성 일치도는 교차타당성을 실행하면서 가장 좋은 모델로 일치했던
수를 나타낸다.그래서 교차타당성 일치도가 높을수록 그 모델에 대한 신뢰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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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게 된다.

step9.모델의 통계적 유의성을 결정하기 위해 순열검정(permutationtest)을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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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간간간경경경변변변 발발발생생생 고고고위위위험험험군군군 분분분류류류결결결과과과

444...111자자자료료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개개개요요요

건강검진 센터에서 1994년 5월부터 2005년 9월 사이에 이루어진 총 124,121건의
건강검진 자료를 바탕으로 중복된 검진자들은 가장 최근의 정보를 담아 총 85,458
명을 추출하였다.이들 중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소화기내과 검진을 받은 8,031명
의 자료를 구성하였다.2000년부터 실시한 문진항목을 추가하고,결측치가 존재하
는 대상은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093명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4,093명 중 간
경변 발생분포를 살펴보면 간경변 발생자는 501명이고,비발생자는 3,592명을 보
이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모델을 세워보고,세워진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4,093
명 자료를 임의로 훈련용 자료와 검증용 자료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간경
변 발생 분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간경변 발생 분포
빈도(훈련용/검증용) %

간경변 발생 501 (251/250) 12.24
간경변 비발생 3,592(1,842/1,750) 87.76

계 4,093(2,093/2,000) 100.00

444...222분분분석석석에에에 쓰쓰쓰인인인 건건건강강강검검검진진진 항항항목목목

분석을 위해 기존에 알려진 간경변 발생 위험 인자(riskfactor)를 바탕으로 건
강검진 항목에서 기초정보,혈액 검사,간기능 검사,혈청지질 검사,종양혈청 검
사,대사 및 전해질 검사,간염 검사,뇨 검사,문진 항목을 사용하였다.[표 2]는
검진항목의 세부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그 중 문진항목에 대한 정의는 [표 3]에서
정리하였다.



- 17 -

표 2.건강검진 세부항목
검사항목 변수 설명

기초정보
sex 성별
age 연령

간염검사
HBsAg B형간염S항원
AntiHBc B형간염C항체
AntiHCV C형간염항체

혈액검사

platelet 혈소판
RBC

적혈구

Hb 헤모글로빈
Hct 헤마토그리트
MCV 평균혈구용적
MCH 평균혈구내혈색소양
MCHC 평균혈구내헤모글로빈농도
WBC

백혈구
LYM 임파구
EOS 호산구
BAS 호염구

뇨검사

SG 비중
pH 선도
protein 단백
glucose 요당
ketone 케톤체
blood 잠혈
urobilinogen 요빌리노겐
bilirubin 빌리루빈
nitrite 아질산엽
UWBC 백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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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건강검진 세부항목(계속)
검사항목 변수 설명

간기능
검사

T.protein 총단백
albumin 알부민
T.bilirubin 총빌리루빈
Alk.phos 알칼리성 포스타제
AST
ALT
γ-GT γ-glutamyltransferase
LDH lactatedehydronase

대사 및
전해질

Na 나트륨
K 칼륨
Cl 염소
CO₂ 이산화탄소
Ca 칼슘
P 인
glucose 혈당
BUN 혈종요소질소
creatinine 크레아티닌
Uricacid 요산

혈청지질
T.chol 총콜레스테롤
triglyceride 중성지방
HDL 고밀도콜레스테롤

종양혈청 α-FP 알파태아성단백
CEA 태아성암항원

문진
familyhistory 가족력
drinking 음주력
excercise 운동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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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문진항목에 대한 변수구분
변수 코드 검사 항목 결과
음주력 0 안 마신다

1 하루평균 소주음주량1병미만,음주기간10년미만
1 하루평균 소주음주량1병이상,음주기간10년미만
1 하루평균 소주음주량1병미만,음주기간10년이상
2 하루평균 소주음주량1병이상,음주기간10년이상

가족력 0 없다
1 있다

운동 0 운동을 하지 않는다
1 주 4회미만,회당 60분미만
2 주 4회미만,회당 60분이상
3 주 4회이상,회당 60분미만
4 주 4회이상,회당 60분이상

444...333자자자료료료의의의 일일일변변변량량량 분분분석석석

2,093명의 훈련용 자료를 이용하여 총 52개의 변수 중 38개의 연속형 변수의 일
변량 분석결과는 [표 4]에 정리하였고,14개의 이산형 변수에 대한 일변량 분석결
과는 [표 5]에 정리하였다.
일변량 분석 결과 WBC,Hb,MCV,MCH,MCHC,T.bilirubin,platelet,

albumin,Alk.phos,AST,ALT, γ-GT,LDH,T.cholesterol,triglycerides, αFP,K,
P,Ca,urobilinogen,glucose,ketone,bilirubin,HBsAg,antiHBc,antiHCV,sex,
drinking,familyhistory 29개의 변수가 간경변 발생군과 비발생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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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연속형 독립변수의 일변량분석

변수 비발생(N=1,842)
mean±SD

발생(N=251)
mean±SD

p-value
Age 50.79±11.97 50.67±10.71 0.8703
WBC 6.24±1.75 5.78±1.66 0.0001*
RBC 4.46±0.51 4.45±0.52 0.7227
Hb 13.99±1.68 14.21±1.55 0.0491*
Hct 41.17±4.98 41.60±4.62 0.1960
MCV 92.45±5.29 93.82±6.12 0.0008*
MCH 31.44±2.23 32.08±2.59 0.0002*
MCHC 33.99±0.98 34.17±1.01 0.0068*
LYM 37.69±8.50 38.52±9.34 0.1807
EOS 0.43±1.71 0.30±1.46 0.1762
BAS 0.05±0.20 0.04±0.18 0.3445
Platelet 242.92±60.33 201.75±76.48 <.0001*
T.Protein 7.26±0.41 7.29±0.44 0.3448
Albumin 4.53±0.29 4.38±0.38 <.0001*
T.Bilirubin 0.81±0.41 0.97±0.90 0.0051*
Alk.Phos 73.19±26.05 86.47±57.17 0.0007*
AST 25.73±36.03 58.82±162.83 0.0015*
ALT 28.88±67.73 62.29±179.32 0.0038*
γ-GT 40.66±68.18 91.689±191.68 <.0001*
LDH 349.41±152.33 371.49±109.25 0.0046*

T.Cholesterol 193.16±35.25 183.20±34.93 <.0001*
Triglycerides 148.46±105.47 126.25±95.97 0.0014*
HDL 53.12±13.29 53.67±13.91 0.5469
CEA 2.40±3.44 2.43±1.74 0.8291
αFP 2.48±1.49 32.53±195.87 0.0158*
Na 141.96±2.09 141.71±2.00 0.0715
K 4.22±0.35 4.16±0.35 0.0140*
Cl 102.64±2.33 102.64±2.47 0.9995
CO2 26.17±2.40 26.10±2.24 0.6828
Ca 9.63±0.46 9.52±0.49 0.0002*
P 3.60±0.51 3.48±0.52 0.0008*

Glucose 97.14.±25.57 93.51±18.15 0.0052*
BUN 14.09±3.87 13.75±3.55 0.1881

Creatinine 0.98±0.22 0.99±0.17 0.7025
UricAcid 5.10±1.40 5.04±1.23 0.4404
SG 1.02±0.01 1.02±0.01 0.4223
pH 5.74±0.91 5.74±0.90 0.9763

Urobilinogen 0.13±0.21 0.18±0.26 0.0051*
*p-value<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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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이산형 독립변수의 일변량 분석

*p-value<0.05

MDR분석을 위해서는 독립변수들이 범주형 자료들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의
유의한 변수들을 기초로 하여 연속형 변수들을 [표 6]의 기준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다시 일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18개의 변수를 선택하였다.

변수 비발생(N=1,842)
빈도(%)

발생(N=251)
빈도(%) p-value

Protein 194(10.53) 31(12.35) 0.3829
Glucose 52(2.82) 2(0.80) 0.0575
Ketone 79(4.29) 22(8.76) 0.0019*
Blood 571(31.00) 81(32.27) 0.6831
Bilirubin 51(2.77) 24(9.56) <.0001*
Nitrite 13(0.71) 3(1.20) 0.4278
UWBC 220(11.94) 36(14.34) 0.2765
HBsAg 82(4.45) 109(43.43) <.0001*
AntiHBc 1,097(59.55) 199(79.28) <.0001*
AntiHCV 14(0.76) 36(14.34) <.0001*
Sex(male) 985(53.47) 158(62.95) 0.0047*
Drinking0 821(44.57) 83(33.07)

<.0001*1 738(40.07) 79(31.47)
2 283(15.36) 89(35.46)

Familyhistory 92(4.99) 122(48.61) <.0001*
Exercise 0 1,029(55.86) 146(58.17)

0.7475
1 157(8.52) 19(7.57))
2 275(14.93) 37(14.74)
3 116(6.30) 19(7.57)
4 265(14.39) 30(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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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연속형 변수의 범주화 기준 및 일변량 분석

*p-value<0.05

변수 기준 비발생(N=1,842)
빈도(%)

발생(N=251)
빈도(%) p-value

WBC >11 32(1.74) 2(0.80) 0.4220
Hb 남:<14여:<12 297(16.12) 37(14.74) 0.5747
MCV <80 37(2.01) 5(1.99) 0.9859
MCH <27 48(2.61) 4(1.59) 0.3338
MCHC <33 201(10.91) 23(9.16) 0.4005
Platelet <130 26(1.41) 46(18.33) <.0001*
Albumin <3.5 2(0.11) 5(1.99) <.0001*
T.bilirubin ≥1.2 260(14.12) 46(18.33) 0.0764
Alk.phos >115 85(4.61) 35(13.94) <.0001*
AST/ALT >1 961(52.17) 123(49.00) 0.3461

γ-GT 남:>55여:>35 362(19.65) 87(34.66) <.0001*
LDH >455 98(5.32) 31(12.35) <.0001*

T.cholesterol ≥200 743(40.34) 72(28.69) 0.0004*
Triglycerides >166 529(28.72) 40(15.94) <.0001*
Glucose <70 or>110 227(12.32) 22(8.76) 0.1023
Ca <8.8or>11 39(2.12) 15(5.98) 0.0003*
αFP >20 0(0.00) 19(7.57) <.0001*
K <3.5or>5.5 19(1.03) 5(1.99) 0.1972

Urobilinogen ≥0.2 61(3.31) 23(9.16) <.0001*
P <2.5or>4.5 69(3.75) 14(5.58) 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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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변변변수수수선선선택택택

간경변 발생 고위험군을 분류하기 위해 간경변의 위험인자를 찾고,이를 통해
분류의 정확도를 파악하여 본다.본 논문에서는 4,093명의 18개 범주형 독립변수
를 가지고 MDR과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MARS,CART의 성능을 비교한다.
분류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사용한다.민감도(sensitivity)

는 실제 간경변 발생자를 예측분류에서도 간경변 발생자로 분류하는 비율을 나타
내고,특이도(specificity)는 실제 간경변 비발생자를 예측분류에서도 간경변 비발생
자로 분류하는 비율을 뜻한다.위양성율(falsepositive)은 실제 간경변 비발생자를
간경변 발생자로 잘못 분류하는 비율이며,위음성율(falsenegative)은 실제 간경변
발생자를 간경변 비발생자로 잘못 판단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표 7.분류표
Predict

Negative Positive

Actual Negative specificity falsepositive
Positive falsenegative sensitivity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을수록 좋은 모형이겠지만 실제로 두 비율이 동시에
높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본 논문에서는 간경변에 대한 고위험군 분류를 목적으
로 하고 있으므로 민감도를 높이는 것을 중점으로 보도록 한다.그리고 각 방법들
의 분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4,093명 자료를 발생자 251명과 비발생자 1,842
명,총 2,093명은 훈련용 자료로 사용하고, 발생자 250명과 비발생자 1,750명,총
2,000명은 검증용 자료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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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111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표 8]의 모형의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가 908.709이고,7개의 변수가 유의하게 나왔다.B형간염S항원(HBsAg),
C형간염항체(antiHCV),가족력(familyhistory),음주력(drinking),혈소판(platelet),
중성지방(triglyceride),빌리루빈(bilirubin)이 간경변 발생 위험인자로 선택되었다.

표 8.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변수 선택

Variable Coefficient Standard
error P-value

HBsAg 2.611 0.216 <.0001
AntiHCV 3.730 0.376 <.0001

Familyhistory 2.505 0.208 <.0001
Drinking 1.230 0.230 <.0001
Platelet 1.410 0.373 0.0002

Triglyceride -0.775 0.232 0.0008
Bilirubin 0.9142 0.363 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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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222MMMuuullltttiiivvvaaarrriiiaaattteeeaaadddaaappptttiiivvveeerrreeegggrrreeessssssiiiooonnnssspppllliiinnneee

MARS방법에서는 GCV R-square가 0.411로 8개의 변수 B형간염S항원,가족력,
C형간염항체,하루평균 소주 1병이상을 10년이상 마신 음주력,혈소판,알파태아성
단백(αFP),빌리루빈,중성지방이 간경변 발생 위험인자로 이루어진 모형이 선택
되었다.

표 9.Multivariateadaptiveregressionspline의 변수선택

Variable Coefficient Standard
error P-value

HBsAg 0.349 0.020 <.0001
Familyhistory 0.326 0.019 <.0001
AntiHCV 0.527 0.036 <.0001
Drinking 0.093 0.014 <.0001
Platelet 0.180 0.033 <.0001

αFP 0.197 0.062 0.002
Bilirubin 0.092 0.029 0.002
Triglyceride -0.039 0.012 0.001



- 26 -

444...444...333CCClllaaassssssiiifffiiicccaaatttiiiooonnnaaannndddrrreeegggrrreeessssssiiiooonnntttrrreeeeeesss

CART알고리즘에서 분리기준은 지니계수로 정하여 relativecost가 0.283을 갖
는 나무모형을 선택하였다.위험인자는 3개 변수 B형간염S항원,C형간염항체,가
족력이 선택되었고,[그림 3]은 그것을 통해 형성된 간경변 판별 나무모형을 보여
준다.

그림 3.Classificationandregressiontrees에서 선택된 변수들의 나무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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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444MMMuuullltttiiifffaaaccctttooorrrdddiiimmmeeennnsssiiiooonnnaaallliiitttyyyrrreeeddduuuccctttiiiooonnn

MDR방법을 이용하여 18개 변수 중 9개까지 변수의 조합을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모형으로 나왔으며,이들 중 최종 모델은 교차타당성 일치도가 크고
testingaccuracy가 높은 조합으로 7개 변수 조합을 선택하였다.여기서 교차타당
성의 일치도는 6/10이고,testingaccuracy는 0.881,오즈비는 22.945이고 신뢰구간
은 (8.276,63.620)이다.선택된 위험인자는 B형간염S항원,B형간염C항체,C형간염
항체(antiHCV),γ-GT,음주력,가족력,중성지방이고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Multifactordimensionalityreduction분석결과
Variable 발생 비발생 Ratio

AntiHCV 양성 36 14 2.57
HBsAg 양성 109 82 1.33

Familyhistory 있다 122 92 1.33
Drinking 2* 89 283 0.31

γ-GT 남:>55여:>35 87 362 0.24
AntiHBc 양성 122 92 1.33
Triglyceride >166 211 1313 0.16

*하루평균 소주음주량 1병 이상,음주기간 10년 이상

변수조합 모형을 살펴볼 수 있는 [표 11]에서는 변수조합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
다.예를 들면,B형간염C항체와 S항원이 양성이고,음주력이 하루평균 1병 미만
일 때,γ-GT가 추가된 경우보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3.7배 더 위험하다.그리고
B형간염C항체와 S항원이 양성이고,음주력이 하루평균 1병이상일 때,γ-GT수치가
남성은 55이상 여성은 35이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7배 위험하다
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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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Multifactordimensionalityreduction을 이용한 변수들의 조합

*family_history,**triglyceride

F_H* γ-GT Trig** AntiHBc HBsAg AntiHCV Drinking 발생 비발생 위험비

1 0 0 1 1 0 2 8 0 ∞
1 1 0 1 1 0 2 8 0 ∞
1 1 0 0 0 0 2 5 0 ∞
0 0 0 0 0 1 2 4 0 ∞
1 0 0 0 0 0 2 3 0 ∞
1 0 0 1 0 1 2 3 0 ∞
0 1 0 1 0 1 1 2 0 ∞
0 1 0 1 1 0 0 2 0 ∞
0 1 1 1 0 1 0 2 0 ∞
1 0 0 1 1 1 1 2 0 ∞
1 1 0 0 0 0 0 2 0 ∞
⋮ ⋮ ⋮ ⋮ ⋮ ⋮ ⋮ ⋮ ⋮ ⋮
1 0 0 1 1 0 0 16 2 8.0
1 1 0 1 1 0 0 5 1 5.0
1 0 0 1 1 0 1 11 3 3.7
1 1 0 1 0 1 0 3 1 3.0
1 1 0 1 1 0 1 3 1 3.0
1 1 1 1 1 0 1 3 1 3.0
1 1 0 1 0 0 2 5 2 2.5
1 0 0 1 0 0 2 9 4 2.3
0 1 0 1 1 0 2 6 3 2.0
0 1 0 1 0 1 0 2 1 2.0
0 1 1 1 1 0 1 2 1 2.0
0 0 0 1 1 0 2 6 5 1.2
0 1 0 1 1 0 1 4 4 1.0
⋮ ⋮ ⋮ ⋮ ⋮ ⋮ ⋮ ⋮ ⋮ ⋮
0 1 1 1 0 0 0 0 24 0
0 1 0 0 0 0 0 0 28 0
0 1 1 0 0 0 2 0 34 0
0 0 0 0 0 0 2 0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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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은 앞에서 언급했던 각각의 4가지 방법들을 통해 위험인자로 선택된 변
수들을 정리한 표이다.

표 12.간경변 발생에 대한 위험인자
Model Riskfactor
LRA HBsAg,antiHCV,familyhistory,drinking,triglyceride,

platelet,bilirubin 7개

MARS HBsAg,antiHCV,familyhistory,drinking,triglyceride,
platelet,bilirubin,αFP 8개

CART HBsAg,antiHCV,familyhistory 3개
MDR HBsAg,antiHCV,familyhistory,drinking,triglyceride,

γ-GT,antiHBc 7개

선택된 변수를 살펴보면,B형간염S항원,C형간염항체,가족력이 공통으로 간경
변 발생에 대한 위험인자로 선택되었다.CART를 제외한 방법에서 음주력과 중성
지방이 공통적으로 선택되었고,로지스틱 회귀분석과 MARS에서 혈소판 수치와
뇨검사에서 확인되는 빌리루빈이 공통적으로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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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13]과 [표 14]는 각각 훈련용 자료와 검증용 자료에서 간경변 발생 분
류에 대한 각 방법별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표 13.간경변 발생 고위험군 분류 결과 (훈련용 자료)

Model Sensitivity Specificity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otal
accuracy

LRA 52.2 97.4 47.8 2.6 92.0
MARS 47.0 98.4 53.0 1.6 92.2
CART 76.1 90.3 23.9 9.7 88.6
MDR 79.3 91.3 20.7 8.7 89.8

표 14.간경변 발생 고위험군 분류 결과 (검증용 자료)

Model Sensitivity Specificity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otal
accuracy

LRA 49.6 97.9 50.4 2.1 91.9
MARS 44.0 98.3 56.0 1.7 91.5
CART 81.6 90.1 18.4 9.9 89.0
MDR 78.1 90.6 21.9 9.4 89.1

훈련용 자료에서나 검증용 자료에서나 정확도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가장 높
았으나 민감도와 특이도가 큰 차이를 보였고,MARS도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비슷
한 결과를 보였다.CART와 MDR은 다른 두 방법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고루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정확도도 안정적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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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55공공공통통통 변변변수수수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위의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3개의 변수 B형간염S항원,C형간염항체,가
족력을 고정시켜놓고 비교하였다.4가지 방법에서 공통으로 선택된 변수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는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MARS결과가 동일하게 나왔고,CART와
MDR결과가 동일하였다.[표 15]는 훈련용 자료의 결과이고,[표 16]은 검증용 자
료의 결과이다.

표 15.3개 변수 분석결과(훈련용 자료)

Model Sensitivity Specificity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otal
accuracy

LRA 37.5 98.8 62.5 1.2 91.40
MARS 37.5 98.8 62.5 1.2 91.40
CART 76.1 90.3 23.9 9.7 88.63
MDR 76.1 90.3 23.9 9.7 88.63

표 16.3개 변수 분석결과(검증용 자료)

Model Sensitivity Specificity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otal
accuracy

LRA 39.6 98.5 60.4 1.5 91.10
MARS 39.6 98.5 60.4 1.5 91.10
CART 81.6 90.1 18.4 9.9 89.00
MDR 81.6 90.1 18.4 9.9 89.00

 

4가지 방법에서 공통으로 선택된 변수 B형간염S항원,C형간염항체,가족력과 3
가지 방법에서 공통으로 선택된 변수 음주력,중성지방을 이용하여 훈련용 자료에
서 만들어진 모형을 검증용 자료에 적용하여 본 결과에서는 MDR모형이 가장 높
은 정확도를 가지면서 민감도와 특이도 모두 고른 수치를 보인다.그 결과는 [표
17]과 [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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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5개 변수 분석결과(훈련용 자료)

Model Sensitivity Specificity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otal
accuracy

LRA 49.0 98.0 51.0 2.0 92.16
MARS 42.2 98.3 57.8 1.7 91.59
CART 76.1 90.8 23.9 9.2 89.06
MDR 75.7 91.4 24.3 8.6 89.54

표 18.5개 변수 분석결과(검증용 자료)

Model Sensitivity Specificity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otal
accuracy

LRA 45.6 98.1 54.4 1.9 91.55
MARS 42.4 98.2 57.6 1.8 91.20
CART 79.6 90.3 20.4 9.7 88.95
MDR 70.4 95.1 29.6 4.9 92.00

4가지 방법에서 공통으로 선택된 변수 B형간염S항원,C형간염항체,가족력과 3
가지 방법 로지스틱 회귀분석,MARS,MDR에서 공통으로 선택된 변수 음주력,
중성지방과 2가지 방법 로지스틱 회귀분석,MARS에서 공통으로 선택된 변수 혈
소판,빌리루빈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CART와 MDR방법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나 MARS보다 간경변 발생자를 더 잘 분류하였다.[표 19]는 훈련용 자료에서 나
온 결과이고,[표 20]은 이를 검증용 자료에 적용한 결과이다.

표 19.7개 변수 분석결과(훈련용 자료)

Model Sensitivity Specificity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otal
accuracy

LRA 52.2 97.4 47.8 2.6 92.02
MARS 47.4 98.3 52.6 1.7 92.16
CART 78.1 90.1 21.9 9.9 88.63
MDR 78.5 91.8 21.5 8.2 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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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7개 변수 분석결과(검증용 자료)

Model Sensitivity Specificity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otal
accuracy

LRA 49.6 97.9 50.4 2.1 91.85
MARS 43.6 98.2 56.4 1.8 91.40
CART 82.4 89.4 17.6 10.6 88.50
MDR 67.6 95.1 32.4 4.9 91.65

4가지 방법에서 선택되었던 모든 변수를 포함한 10개 변수 B형간염S항원,C형
간염항체,가족력,음주력,중성지방,혈소판,빌리루빈,알파태아성단백,γ-GT,B형
간염C항체를 모두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21]와 [표 22]에 정리하였다.MDR
방법을 살펴보면 훈련용 자료에서 구한 모형을 검증용 자료에 적용하였을 때 정
확도는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위의 경우들에서 보다 훈련용 자료의 민감도와 검
증용 자료의 민감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이는 결국 변수 10개를 가지고 모형을
설명하기에는 표본의 수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10개 변수 분석결과(훈련용 자료)

Model Sensitivity Specificity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otal
accuracy

LRA 52.2 97.6 47.8 2.4 92.2
MARS 47.0 98.3 53.0 1.7 92.1
CART 78.1 90.8 21.9 9.2 89.2
MDR 80.5 92.2 19.5 7.8 90.8

표 22.10개 변수 분석결과(검증용 자료)

Model Sensitivity Specificity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otal
accuracy

LRA 50.4 97.9 49.6 2.1 92.0
MARS 44.4 98.2 55.6 1.8 91.5
CART 78.4 89.8 21.6 10.2 88.4
MDR 60.0 90.0 40.0 10.0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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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정확도 면에서는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민감
도가 특이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관계로 실제 간경변 발생자를 찾아내는 능력이
CART나 MDR방법에 비해 떨어졌다.MARS도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비슷한 양상
을 보이고 있었다.반면에 CART와 MDR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나 MARS에 비해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민감도와 특이도 모두 골고루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5 -

제제제 555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최근 유전학 분야의 다중 유전 자료 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MDR방법이
과연 임상적 자료에서도 그 쓰임새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흔히 이항반응변수
분석에 널리 쓰이는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비선형 회귀모형을 세우는 MARS,변
수들 간의 패턴을 분석하는 나무구조에서 CART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간경변증 발
생 고위험군 분류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은 검진자 중 병원에 내원하여 소화기 내과 검진

을 받은 4,093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MDR방법을 이용한 간경변증 고위험군 분류
성능을 살펴보았다.임상자료에서 MDR방법이 기존의 다른 방법들과 비교해 보
았을 때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우선 MDR및
다른 방법들에 의해 선택된 변수들을 살펴보면,기존의 간경변 발생 위험인자로
알려진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가족력,음주력 관련 변수 등이 대체로 잘 반
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정확도 면에서는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민감도가 특이도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실제 간경변 발생자를
찾아내는 능력이 MDR 방법과 큰 차이를 보였다.MARS도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이는 MARS의 특성상 범주형 변수로만 이루어진 자료에
서의 한계점으로 보인다.반면 CART와 MDR 방법은 민감도,특이도 모두 고른
수치를 보이며 고위험군 분류의 정확도가 높았다.그리고 MDR방법은 다른 방법
들에 비해 여러 검진항목들의 임상적 해석이 용이하였다.
MDR을 이용한 간경변증 발생 고위험군 분류결과 B형간염S항원,B형간염C항체,

C형간염항체, γ-GT,음주력,가족력,중성지방 변수가 모형에 선택되었고,이 7개
의 변수로 이루어진 조합의 민감도는 78.1%,특이도는 90.6%,정확도는 89.1%를
나타내었으며,민감도,특이도,정확도가 고루 높은 가운데,특히 민감도가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었고 해석도 간편하였다.그러나 MDR은 다른 방법에 비해 선택되
는 변수의 수가 표본의 크기에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예측력이 떨어지는 것도 살
펴볼 수 있었다.MDR방법은 여러 범주형 독립변수들 사이에 상호작용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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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이분형 반응변수를 분석하여 그 여러 변수들의 조합을 보고자 할 때,표본의
크기가 충분하다면 사용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향후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MARS의 모형 설계에서 상호작용(interaction)을 고려하여 비교하여 보거나 또는
여러 조합에 대한 오즈비 등을 이용한 수리적 비교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해석이 이루어 질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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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AAccclllaaassssssiiifffiiicccaaatttiiiooonnnooofffhhhiiiggghhhrrriiissskkkgggrrrooouuupppfffooorrrttthhheeedddeeevvveeelllooopppmmmeeennnttt
ooofffllliiivvveeerrrccciiirrrrrrhhhooosssiiisssuuusssiiinnngggMMMDDDRRR

HHHaaa,,,JJJuuunnngggYYYoooooonnn
DDDeeepppttt...ooofffBBBiiiooossstttaaatttiiissstttiiicccsssaaannndddCCCooommmpppuuutttiiinnnggg

TTThhheee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
YYYooo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Traditional parametric statistical methods such as standard regression
techniquesmaybeinadequateforidentifyingthecombinedeffectsofmultiple
variablestodiseasedevelopmentbecauseofthesparsenessofthedatainhigh
dimensionsgivensamplesizelimitations.Inrecent,tosolvetheseproblems,
RitchieandMooredevelopedanonparametricandmodel-freeapproachcalled
by multifactor dimensionality reduction (MDR). This method collapses
high-dimensionaldataintoasingledimensionsuchashighriskandlow risk
group.
Inthethesis,toevaluatetheperformanceofthismethod,weappliedMDR

methodtotherealclinicaldatacomposedof4,093individualswhoreceived
thescreeningtestinfirstandthenvisitedYonseiUniversityMedicalCenterfor
check-uplivercirrohsisfrom May1994toSeptember2005.Wecomparedthe
performance ofMDR and those ofany other methods,thatis,logistic
regression,multivariate adaptive regression spilnes and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treeswiththeanalysisresultsoftheabovedata.Intheresultsusing
MDR,wefoundthattheriskfactorsforlivercirrhosiswereHBsAg,antiH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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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HBc,-GT,historyofdrinking,familyhistory,and triglyceride.Also,we
foundthattheaccuracyandsensitivityusingMDR werebetterthanthoseof
othermethods.However,MDRmethodhadsomelimitationthattheprediction
ability decreased when thedimensionality ofthebestmodelwasrelatively
highandthesamplesizewasrelativelysmall.
In conclusion,itwasconfirmed thatthisMDR method can beadequately
suited for evaluating the combined effects of multiple risk factors to
developmentofdiseases.

keyword :Combined effect,MDR,Livercirrhosis,Logisticregression,MARS,CART,
Sensitivity,Specificity,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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