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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구축된 간암 발생 예측 모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의학 분야에서 예측모형은 환자의 위험 요인을 토대로 환자의 질병을 예측함
으로써 진단과 치료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그러므로 조기 진단을 위한
예측모형의 구축은 중요한 이슈이다.이 때 예측모형은 미래 환자들에 대한 예측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화하는 환자의 양상을 반영하여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모형을 다시 만들지 않고 기존 환자 정보를 반영한 예

측모형에 새로운 환자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모형을 개선시켜 예측력을 향상시키
고자 하였다.
기존 자료의 연구 결과,간암 발생 위험인자라고 알려진 간경변,만성 간염,C형

간염,B형 간염,연령,성별,-FP,ALT,상습적 음주자,미확인 음주력을 포함한
10개의 변수들을 적용하여,기존에 만들어진 예측모형의 절편과 기울기를 재보정
과 축소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 예측모형을 4가지 방법을 통해 개선시키고 비교하
였다.첫 번째 방법은 기존 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고,두 번째 방법은 전반적
인 절편을 재보정하는 것이고,세 번째 방법은 전반적인 절편과 기울기를 재보정
하는 것이고,네 번째 방법은 전반적인 절편과 기울기,개별 예측인자를 재보정하
고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 네 번째 개선방안이 새로운 환자 예측에 가장 유
용한 모형으로 평가되어졌다.

핵심되는 말 :예측모형,개선방안,재보정,축소,기울기,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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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111...111연연연구구구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사망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인은 암이며,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그리고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암환자 발생 및
사망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2007).[그림 1]은 암 사망률 현황으
로 2007년 현재 암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폐암(29.1%),간암(22.7%),위
암(21.5%),대장암(13.5%)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암 사망률 현황(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07)⌟)

이 중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간암은 한국에서 흔한 암 중 하나로 진행된 상
태에서 발견된 경우는 효과적인 치료가 어려우며 대부분이 6개월 이내에 사망하
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기 진단이 간암의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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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Okuda,1985).정기적인 초음파검사 및 -fetoprotein(이하 -FP)등의 선별
검사를 이용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간암 고위험군에서 간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선별 검사는 간암의 효과적인 치료와 생존기간의 향상을 위하
여 매우 중요하므로 간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예측모형의 구축은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의학 분야에서 예측모형은 환자의 위험 요인을 토대로 환자의 질병을 예측함으

로써 진단과 치료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Steyerberg,2004).예측모형은
예측모형 구축 시 사용된 환자 자료 외에 유사한 형태의 다른 환자 자료를 예측
할 때 사용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예측 모형은 미래 환자들에 대한 예
측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화하는 환자의 양상을 반영하여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
다.
새로운 모형을 다시 만들지 않고,기존 환자 정보를 반영한 예측모형에 새로운

환자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모형을 개선시켜 예측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본 연구
에서는 모형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Steyerberg(2004)에 의해서 제안된 4가지 방
법을 비교 평가하고 이 중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여 향후 미래 환자를 보다 정
확히 예측함으로써 환자의 진단과 치료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11...222연연연구구구 내내내용용용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최근 환자 자료 분석 시 기존 자료의 연구 결과 간암 발생 위험인자
라고 알려진 간경변,만성 간염,C형 간염,B형 간염,연령,성별,-FP,ALT,상
습적 음주자,미확인 음주력을 포함한 10개의 변수들을 적용하여 기존에 만들어진
예측모형의 절편과 기울기를 재보정과 축소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 예측모형을 개
선시킨다.Steyerberg(2004)에 의해서 4가지 방법이 제안되었는데,첫째로 기존 식
을 개선하지 않고 기존 식의 절편과 기울기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둘째로 절편만
을 재보정,셋째로 절편과 전체적인 기울기를 재보정 하는 방법이 있다.넷째로 절
충 모형으로 절편과 전체적인 기울기와 개별 위험인자의 기울기를 재보정하고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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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는 방법이 있다.본 연구에서는 위의 4가지 방법으로 예측모형을 개선시키
고 예측력을 비교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예측력이 뛰어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111...333논논논문문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소개하고 연구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2장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이론적 개념과 재보정,
축소,절충 모형을 소개하고,3장에서는 이를 이용한 예측 모형 개선방안 4가지와
비교 평가 방법을 소개한다.4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간암 자료에 대해 설명 하
였고,분석 결과로 개선방안에 따른 4가지 예측 모형을 제시하고 비교평가 하였다.
5장에서는 결론 및 고찰에 관하여 논의하며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에 대한
제안 점을 서술하였다.



- 4 -

제제제 222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222...111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222...111...111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정정정의의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선형 회귀분석과는 다르게 종속변수가 두 개의 범주로 이
루어진 경우에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된다.일반적으로 종속변
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어떤 사건이 발생된 경우를 1로 하고,발생되지 않는 경
우를 0으로 하여 독립변수가 주어졌을 때 사건발생의 조건부 확률을 로짓 변환하
여 사용한다.
종속변수는 위와 같은 이분형 변수이고,독립변수는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

수를 합쳐 개가 있다고 가정하자.이 때 개의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가 1을
가질 확률을    ⋯ 라고 하고,로짓 변환 하면,






   ⋯ 

   ⋯  


    ⋯

이다.이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이라 하며,특히 독립변수가 둘 이상인 경우를 다중
로지스틱 회귀모형이라 한다.이 식을    ⋯ 에 관하여 정리하면,

   ⋯      ⋯ 

   ⋯ 

이고,로지스틱 반응함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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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222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계계계수수수의의의 추추추정정정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회귀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이용한다.이
때 우도는 관찰된 자료가 발생될 확률을 알려지지 않은 모수들의 함수로 표현한
것이며,이 우도를 최대로 하는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최대우도법이다.이
렇게 얻어진 모수들의 추정량을 최대우도추정량이라 한다.
우도함수의 최대값은 미분을 통해 얻게 되는데,회귀계수의 최대 우도 추정값

은 비선형이므로 피셔의 스코어링방법이나 뉴튼-랩슨 방법 등과 같은 반복적인
추정방법에 의하여 근사값을 구한다.반복적인 추정 절차는 특정한 수렴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하게 된다.
이 중 모수 를 반복적으로 추정하는 절차를 이용한 뉴튼-랩슨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식은 다음과 같다.
로그우도함수,

 
  



    

를 구한다.여기서

 

 






이다.이를 와 에 대해 편미분하여 정규방정식을 구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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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뉴튼-랩슨 방법을 이용하여 최대우도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뉴튼-랩슨은
식은

        ′
     

 

 
    

이다.반복절차에서  -번째에서 구한 모수벡터    과 -번째에서 구한
모수벡터   사이의 차이가 설정한 기준보다 작다면 반복절차를 중단하고 마지
막 단계에서 구한 값이 최대우도 추정값 이 된다(성웅현,2001).

222...111...333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모모모형형형의의의 유유유의의의성성성 검검검정정정

회귀계수를 추정한 후에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대한 검정은 우도비 검정,왈드
검정,스코어 검정 등을 이용한다.

222...111...444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모모모형형형의의의 변변변수수수선선선택택택

독립변수가 많은 경우에는 변수선택법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독립변
수를 선택 할 수 있다.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설명변수의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단계별로 하나씩 추가하면서 변수를 선택하는 전진선택법과 모든 독립변수
를 포함한 완전모형에서 불필요한 변수를 단계별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후진
제거법,각 단계에서 변수의 선택과 제거를 반복하면서 독립변수를 결정하는 단
계적 선택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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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555구구구축축축된된된 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모모모형형형의의의 적적적합합합도도도 평평평가가가

구축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보기 위한 방법으로 잔차에 기초한 

통계량과 호즈머-렘쇼(Hosmer-Lemeshow)의 적합도 검정이 있다.이 중 잔차에
기초한  통계량은 피어슨  통계량,데비언스  통계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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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모모모형형형의의의 재재재보보보정정정(((rrreee---cccaaallliiibbbrrraaatttiiiooonnn)))

기존 자료로부터 에 대한 예측 모형은

   
  ⋯ 



이다.이 모형을 하나의 선형 예측인자로 가정하며 라 하고,

  
  ⋯ 



로 정의된다.위의 를 사용하여 회귀모형에 적합 시켜 새로운 회귀계수를 추정
하는 것을 재보정(re-calibration)이라 한다(Steyerberg,2004).재보정식은 새로운
회귀계수   ,  을 추정하는 식으로 

 은

        

이다.여기서    ,    인 경우 기존 자료로부터 구축된 예측모형이
새로운 자료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높은 모형을 의미한다.
추정된 모수들은 왈드 검정통계량

  
 



∼
,     



를 통해 검정될 수 있다.만약   ,  이 유의하게 얻어진다면,이는 재
보정이 필요한 모형을 의미하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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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된다.재보정된 모형의 회귀계수는 기존 모형으로 얻어진 회귀계수의 상대
적인 효과를 의미한다.
재보정된 회귀모형의 타당도는 F-검정을 이용하여 재보정 모형과 새로운 자료

만을 적용한 모형을 비교할 수 있다.새로운 자료만을 적용한 회귀모형은

            ⋯    

이며,F-통계량은

 
   

  

   
  

 
∼         

이다.는 독립변수의 수이며 은 자료의 전체의 수를 의미하며,F-검정결과 유
의하다면 새로운 자료만을 적용한 모형이 더 낫다고 통계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
으며,유의하지 않다면 재보정 모형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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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모모모형형형의의의 축축축소소소(((ssshhhrrriiinnnkkkaaagggeee)))

축소(shrinkage)란 자료에서 공변량의 수가 적어도 3이상으로 존재할 때,미래
관측치의 평균 제곱 오차(MeanSquareError:MSE)를 감소시키는데 유용한 기
법이다(Tibshirani,1996).
전체 평균을 줄이는 일반적인 축소모형은

 
 

⋯
 



이다.
축소의 양을 추정하기 위해서 두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Tibshirani,1996).

첫째로,붓스트랩이나 교차타당성을 이용한다.둘째로,발견적 방법으로 축소요인
(HeuristicshrinkageFactor:)을 이용하며,

   
 

이다.여기서  통계량은 최소제곱추정법에 의해 계산된다.0에서 를 절단하고,
의 구간을 [0,1]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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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44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모모모형형형의의의 절절절충충충 모모모형형형

위 2.2∼2.3절에서 제안한 재보정과 축소모형을 이용해 절충 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절충 모형은 기존 자료를 이용해서 새로운 자료에 적용시켜 만든 재보정
모형  과,새로운 자료만을 이용해서 만든 모형   의 가중 모형으로 식은,

    
   

 ⋯
 

   
  

  

이다.여기서  은 축소요인으로

      
 

이다.
축소는 E(MSE)를 줄이는 것으로 기대될 수 있으며,일반화된 축소(generalized

shrinkage)는 몇 개의 중요한 공변량과 나머지의 중요하지 않은 공변량으로 나눌
때 유용하다.
위의 식으로부터 재보정과 축소모형의 조합인 절충 모형의 회귀계수는 아래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Steyerberg,2004).

            

여기서,절충모형은 기존자료와 새로운 자료를 동시에 반영하며 공변량의 유용성
을 다시 한 번 평가할 수 있으므로,개선방안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 12 -

제제제 333장장장 예예예측측측 모모모형형형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과과과 모모모형형형 비비비교교교

333...111예예예측측측 모모모형형형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제안되었던 예측모형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표 1]의 4가
지 개선방안을 고려한다.Steyerberg(2004)에 의해 제안된 이 방법들은 기존 모형
을 개선시키기 위해 추정된 예측인자의 수를 유지하였다.

333...111...111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111

개선방안 1은 기존 예측 모형에 고정된 절편을 포함한 모든 회귀계수를 유지하
는 것으로

   
∈⋯

  (기존 식 유지)

이다.여기서,는 절편이고, 는 이전 연구에서 개발된 회귀계수이고,는
새로운 연구에서 표본으로 얻어진 독립변수이다.이 방법을 통해 얻은 식은 기존
식의 타당성을 F-검정으로 평가하며,다른 개선방안의 참고 식으로 활용된다.

번호 개선방안 고려된 예측인자 수 추정된 모수의 수
1 × 10 0
2  10 1
3 +  10 2
4 + +⋯ ≤  10 2～12

표 1.4가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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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222

재보정 방법을 이용하여 절편을 개선한 개선방안 2는

   

이다. 여기서 는 모수이고,절편 와 상쇄변수(offsetvariable) 을 기반으로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적합 시킨다.
절편의 개선은 많은 개체의 계산을 올바르게 하며,평균 예측 확률(average

predictedprobability)을 관찰된 전반적인 사건의 비율과 같게 만드는 경향이 있
다.

333...111...333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333

개선방안 3은 개선방안 2와 같이 재보정하는 방법이나,개선방안 2는 절편만을
재보정하고 개선방안 3은 절편과 회귀계수를 동시에 재보정한다.개선방안 3은

    

이다.여기서 절편 와 기울기  을 구하고,공변량인 을 기반으로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적합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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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444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444

개선방안 4는

      
∈

 (      )

이다.여기서 는 선택된 공변량을 가리키며,공변량  ⋯  중 최대 10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그리고 는 재보정된 계수의 값으로부터 도출된 값으로

       

이다.
개선방안 4는 구조적으로 모형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모형 수정이라고 한다

(Steyerber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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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모모모형형형 비비비교교교

개선방안들을 통해 얻은 모형의 비교 평가를 위해 보정그림과,ROC곡선,5가
지 평가 척도를 이용한다.
첫째,보정그림은 가로축이 예측확률,세로축이 실제확률로 예측확률과 실제확

률이 일치하는 그림일 수록 예측력이 좋은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둘째,ROC 곡선은 민감도와 특이도의 개념을 이용한 것으로 민감도는 실제
  인 자료 중에서 로지스틱 모형에 의해 옳게 예측된 비율,특이도는 실제
  인 자료 중에서 로지스틱 모형에 의해 옳게 예측된 비율을 말한다.민감도와
특이도가 동시에 높아야 로지스틱 모형의 예측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ROC
곡선은 1-특이도에 대한 민감도의 그래프로 곡선 아래의 면적에 의해 예측정도가
평가된다.아래 면적은 0.5와 1사이의 값을 갖는데 면적 크기가 0.5정도면 로지
스틱 모형이 종속변수를 분별하는데 적절하지 못함을 의미하고,0.5보다 클수록
예측 정도가 증가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5가지 평가 척도를 이용한다.추정된 모수의 수는 적을 수록 모형구축시

접근이 용이함을 나타낸다.보정 평가 지수 U 통계량(miscalibration)은 보정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나타내는 척도로 잘 보정된 모형들은 0에 가까운 와 1에 가까
운 를 갖는다.이 통계량은   ,  인 모형과 개선방안에 의해 개선된 식
의 ,에 해당하는 모형의 -2loglikelihood의 차이를 n수로 나누어 비교한다.c
는 ROC 곡선의 면적(AUC)으로 1에 가까울 수록 예측력이 높은 모형을 나타낸
다.브라이어 점수(Brierscore)는 전반적인 수행을 평가하는 척도로 평균 예측 오
차에 관한 개념으로  

로 는 관측된 결과,는 개의 개체의 예측을
나타낸다.브라이어 점수는 완벽한 모형에서 0이 나타나는 척도로 이 값을 구하
여 비교한다.상관계수 은 예측확률과 실제확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값으로
1에 가까울 수록 좋은 모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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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간간간암암암 자자자료료료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444...111자자자료료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개개개요요요

자료에 대한 개요는 [표 2]에 제시하였다.1990년부터 2000년까지 연세의료원에
내원하여 간암 발생 위험군으로 판단되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복부 초음파검사
를 포함한 검진을 받아온 4339명의 환자 중 임상 자료를 포함한 상세 자료가 있
고 간암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환자 182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이 때
1990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기존 환자 994명의 자료는 기존 예측모형 구축
시 이용되었고,19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최근 환자 833명의 자료는 기존
예측모형을 개선시키는데 이용하였다.
이 때 기존 예측모형 구축 시 이용된 994명의 환자 자료에서 9.05%인 90명이

간암 진단을 받았고,예측모형 개선에 이용된 최근 환자 833명의 환자 자료에서
는 5.28%인 44명이 간암 진단을 받았다.

표 2.자료의 개요

기존자료 새로운 자료

환자 내원 기간 1990년 1월~1998년 12월 1999년 1월~2000년 12월

환자 수 994명 883명

간암 진단 환자 수 90명(9.05%) 44명(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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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11...111분분분석석석에에에 쓰쓰쓰인인인 자자자료료료 설설설명명명

분석을 위해 기존 예측모형 구축 시 선별된 변수인 간경변,만성 간염,C형 간
염,B형 간염,연령,성별,-FP,ALT,상습적 음주자,미확인 음주력을 포함한
10개의 변수들을 사용고,[표 3]에서 분석에 쓰인 변수들을 정리하였다.연속형
변수들은 이분형 변수로 바꾸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변수 설명 양성 기준
LC 간경변(Livercirrhosis) -
CH 만성간염(Chronichepatitis) -
HCV C형 간염(HepatitisCvirus) -
HBV B형 간염(HepatitisBvirus) -
AGE 연령 ≥40(세)
SEX 성별 Male
-FP 알파-태아단백(Alpha-fetoprotein) ≥20(IU/㎖)
ALT 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

(Alanineaminotransferase) ≥40(IU/ℓ)

Heavyalcohol 상습적 음주자
5년 이상동안 매일
알코올 80g이상을

섭취한 자
Unknownalcohol 미확인 음주력 음주력에 대한

정보가 없는 자

표 3.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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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한 기존 자료와 새로운 자료에 대한 간암 발생여부에 관한 위험요
인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4]에서 제시하였다.

기존 자료(n=994) 새로운 자료(n=833)
초음파 소견

LC 335(33.7%) 282(33.85%)
CH 540(54.33%) 460(55.22%)

Carrier,Other 119(11.97%) 91(10.92%)
간염 종류

HCV 121(12.17%) 133(15.97%)
HBV 781(78.57%) 613(73.59%)

NonBNonC 92(9.26%) 87(10.44%)
AGE

≥40(세) 798(80.28%) 635(76.23%)
<40(세) 196(19.72%) 198(23.77%)

SEX
Male 683(68.71%) 568(68.19%)
Female 311(31.29%) 265(31.81%)

-FP
≥20(IU/㎖) 191(19.22%) 120(14.41%)
<20(IU/㎖) 803(80.78%) 713(85.59%)

ALT
≥40(IU/ℓ) 552(55.53%) 521(62.55%)
<40(IU/ℓ) 442(44.47%) 312(37.45%)

Drinking
Heavyalcohol 149(14.99%) 110(13.21%)

Non/Socialalcohol 543(54.63%) 628(75.39%)
Unknownalcohol 302(30.38%) 95(11.4%)

표 4.간암 발생여부에 관한 위험요인들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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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예예예측측측 모모모형형형

444...222...111444가가가지지지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의의의 적적적용용용

1990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기존 환자 994명의 자료를 통해 얻은 기존
예측 모형 식은 다음과 같다(최종원,2004).

RiskIndex(RI)forHCC=

A=-6.254+(1.722⨯간경변)+(0.734⨯만성 간염)+(1.263⨯C형 간염)
+(0.775⨯B형 간염)+(1.315⨯연령(≥40세)+(0.3⨯남성)
+(0.826⨯-FP(≥20IU/㎖)+(0.283⨯ALT(≥40IU/ℓ)
+(0.584⨯상습적 음주자)+(0.222⨯미확인 음주력)

ProbabilityforHCC=/(1+)

기존 예측 모형 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1999년 1월부터 2000년까지 최근
환자 833명의 자료와 비교하고,개선방안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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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존 자료
(n=994)

새로운 자료
(n=833)

절편 -6.254(1.053) -7.697(1.383)
LC(간경변) 1.722(0.409) 2.324(1.038)
CH(만성 간염) 0.734(0.265) 0.454(1.082)
HCV(C형 간염) 1.263(0.499) 1.005(0.799)
HBV(B형 간염) 0.775(0.396) 1.433(0.621)
AGE(≥40세) 1.315(0.003) 0.816(0.564)
SEX(남성) 0.300(0.328) 1.617(0.574)
-FP(≥20IU/㎖) 0.826(0.464) 0.928(0.396)
ALT(≥40IU/ℓ) 0.283(0.150) -0.800(0.359)
Heavyalcohol(상습적 음주자) 0.584(0.393) 0.175(0.432)
Unknownalcohol(미확인 음주력) 0.222(0.400) 1.327(0.448)

표 5.기존 자료와 새로운 자료의 로지스틱 회귀계수(표준오차 )

기존 자료와 새로운 자료를 토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5]
와 같이 나타났다.기존자료와 새로운 자료의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LC(간경변),HBV(B형 간염),SEX(남성),-FP(≥
20IU/㎖),Unknownalcohol(미확인 음주력)은 기존 자료보다 새로운 자료에서 회
귀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추정되었고,CH(만성 간염),HCV(C형 간염),AGE(연
령(≥40세),ALT(≥40IU/ℓ),Heavy alcohol(상습적 음주자)은 새로운 자료보다
기존 자료가 회귀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추정되었다.ALT(≥40IU/ℓ)같은 경우
는 기존 자료에 비해 새로운 자료가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위의 결과로
보아 기존 자료를 이용한 예측 모형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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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자료를 통해서 얻은 예측 모형을 4가지의 개선방안을 적용시켜 모수를 추
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개선방안 1은 기존의 예측 모형식을 유지한 방법이고,
개선방안 2는 의 재보정,개선방안 3은 ,의 재보정,개선방안 4는 모형 수정
으로 축소를 통한 와 유의한 들을 재보정한다.아래의 [표 6]은 실제로 개선을
위해 추정된 모수를 나타낸 표이다.

표 6.개선방안에 따라 추정된 모수

개선 방안 추정된 모수 회귀계수

개선방안 2   : 절편 -1.477±0.159

개선방안 3   : 절편 -1.549±0.241

  : 전반적인 기울기  0.931±0.173

개선방안 4   : 절편 -1.962±0.277

  : 전반적인 기울기  1.434±0.352

 : LC(간경변)  1.613±0.417

 : CH(만성 간염) -1.438±0.414

 : HCV(C형 간염) -0.134±0.588

 : HBV(B형 간염)  0.719±0.566

 : AGE(≥40세) -0.230±0.465

 : SEX(남성)  0.069±0.562

 : -FP(≥20IU/㎖) -1.818±0.385

 : ALT(≥40IU/ℓ)  0.656±0.360

 : Heavy alcohol(상습적 음주자)  0.896±0.346

 : Unknown alcohol(미확인 음주력)  1.434±0.352

  개선방안 1은 기존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여 추가적인 모수 추정이 없었고,개선
방안 2는 ,개선방안 3은  ,개선방안 4는 , ,⋯ 에 대해 추
정하여 나타내었다.전반적으로 기존 모형의 절편을 줄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개선방안 3은 전반적인 계수들의 기울기를 감소시키고,개선방
안 4는 일부 공변량들의 기울기가 증가 및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6]에서 추정된 모수를 기반으로 4가지의 개선방안을 적용시켜 얻은 각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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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별 회귀계수의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난다.

표 7.4가지 개선방안의 회귀계수

회귀계수

개선방안 1 개선방안 2 개선방안 3 개선방안 4

 절편 -6.254 -7.731 -7.803 -8.216

 LC(간경변)  1.722  1.722  1.603  1.351

 CH(만성 간염)  0.734  0.734  0.683  0.576

 HCV(C형 간염)  1.263  1.263  1.176  0.991

 HBV(B형 간염)  0.775  0.775  0.722  0.609

 AGE(≥40세)  1.315  1.315  1.224  1.032

 SEX(남성)  0.300  0.300  0.279  0.235

 -FP(≥20IU/㎖)  0.826  0.826  0.769  0.648

 ALT(≥40IU/ℓ)  0.283  0.283  0.263  0.221

 Heavy alcohol

(상습적 음주자)  0.584  0.584  0.544  0.459

 Unknown alcohol

(미확인 음주력)  0.222  0.222  0.207  0.175

회귀계수의 추정치는 개선방안 1의 경우는 기존 예측 모형식의 절편과 기울기
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기존 모형식의 회귀계수와 같다.개선방안 2는 전반적인
절편을 수정한 것으로 개선방안 1에 비해 절편이 바뀐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새로운 자료를 반영하여 절편이 기존 식에 비해 1.477더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개선방안 3은 전반적으로 절편과 독립변수들의 기울기가 모두 조금씩 바
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개선방안 1에 비해 줄어든 수치임을 확인 할 수 있었
다.절편이 개선방안 1에 비해 1.549줄어들고,독립변수들의 기울기가 개선방안 1
의 0.931배로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개선방안 4는 전체적으로 절편,기
울기 모두 개선방안 1에 비해 가장 많이 줄어 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절편이
개선방안 1에 비해 1.962줄고,각 독립변수들의 기울기가 LC(간경변)는 0.371,
CH(만성 간염)는 0.158,HCV(C형 간염)는 0.272, HBV(B형 간염)는 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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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40세)는 0.283, SEX(남성)는 0.065, -FP(≥20IU/㎖)는 0.178, ALT(≥
40IU/ℓ)는 0.062, Heavy alcohol(상습적 음주자)은 0.125, Unknown alcohol(미
확인 음주력)은 0.047 줄어들었다. 전반적인 절편과 기울기를 재보정하고 축소한 

방법으로 절편을 포함한 회귀계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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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절에서 구축한 예측모형의 비교 평가를 위해 실제 관측치의 확률값과 개선
모형을 적용시킨 확률값과의 관계를 나타낸 calibrationplot을 [그림 2]에 제시하
였다.

그림 2.개선방안을 적용 시킨 calibrationplot비교

개선방안 1                             개선방안 2     

개선방안 3                             개선방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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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은 기존 모형으로 점선과 실선이 볼록한 형태로 예측 확률과 실제
관측 확률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개선방안 2는 절편 만을 재보정 해
줌으로써 차이를 현저하게 줄이고 있다.그리고 개선방안 3은 거의 점선과 실선이
일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4의 경우는 점선과 실선이 일치하는 형태를 보이
고 있다.개선방안 중에는 calibrationplot으로 비교해 본 결과 개선방안 4가 가장
좋은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개선방안 2의 경우 예측확률과 실제 관측 확률
의 차이를 눈에 띄게 감소시켜 전반적인 확률을 조정해 주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리고 완벽한 일치는 아니지만 개선방안 3도 2개의 모수만을 재보
정함으로써 점선과 실선을 거의 일치 시켜 효율적으로 모형을 구축하여 예측시킴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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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예측력을 나타내는  통계량의 비교를 위해 [그림 3]에서 ROC 곡선을
그려 면적(AUC)를 확인하여 보았다.

그림 3.개선방안을 적용시킨 ROC곡선 비교

개선방안 1                             개선방안 2     

개선방안 3                             개선방안 4     

개선방안 1,개선방안 2,개선방안 3은 ROC곡선이 똑같이  통계량이 0.741로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반면에 개선방안 4는  통계량이 0.760으로 예



- 27 -

측력을 증가시킴을 확인 할 수 있었다.개선방안 4가 가장 좋은 방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444...222...222...333평평평가가가 척척척도도도

4가지 개선방안 중 가장 좋은 방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표 8]에서 평가 척도를
비교하였다.

표 8.개선된 모형의 예측력 평가

개선방안 1 개선방안 2 개선방안 3 개선방안 4

추정된 모수의 수 0 1 2 12

U 통계량 0.150 0.000 0.000 0.000

c 통계량 0.741 0.741 0.741 0.760

브라이어 점수 0.071 0.048 0.048 0.045

상관계수  0.930 0.930 0.999 1.000

[표 8]은 모형비교를 위해 나타낸 표로 추정된 모수의 수,모형이 잘 구축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정 평가지수의 척도인 U 통계량,모형의 예측력을 나
타내는 c통계량,전반적으로 수행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브라이어 점수,
예측확률과 실제확률의 상관계수 을 개선방안별로 나타내고 있다.이 때 U 통계
량은 0에 가까울수록,c통계량은 1에 가까울수록,브라이어 점수는 0에 가까울수
록,은 1에 가까울수록 잘 개선된 모형으로 위의 표에서는 개선방안 4가 모든 평
가 지표에서 가장 좋은 모형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반면에 추정된 모수의 수가
많아 다소 복잡한 계산이 따름을 알 수 있었다.그 밖에 개선방안 2,개선방안 3도
기존의 식을 개선시킴으로써 개선방안 1에 비해 더 좋은 모형임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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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4가지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비교하였다.개선방안 1은 기존 자료를
통해 얻어진 예측모형의 절편과 기울기를 바꾸지 않고,새로운 자료에 적용시킨
방법이다.4가지 방안 중 가장 접근이 용이한 방법이나,새로운 자료에 대한 예측
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개선방안 2는 절편을,개선방안
3은 절편과 기울기를 재보정하여 개선시킴으로써 새로운 자료에 적합한 예측 모
형을 구축할 수 있었다.또한 calibrationplot에서 기울기가 거의 1에 가까운 값으
로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개선방안 4는 개별 회귀계수를 재보정과 축소
를 이용해 수정함으로써 기존의 자료와 새로운 자료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예
측 모형을 구축할 수 있으며,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은 변수를 제거해주는 특징
을 가지고 있었다.본 연구의 결과 개선방안 4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
었다.
개선방안들은 기존 자료와 새로운 자료의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많은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 모형을 개선함으로써 예측력을 높일 수 있었다.
중요한 점은 기존 모형을 개선하는 방법이므로,기존 자료에 비해 새로운 자료

의 수가 많을 때,좀 더 유용한 방법이며,기존에 인자들을 잘 선별할 필요가 있
다.또한 절편 와 기울기 를 재보정하는 과정에서 회귀계수의 추정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만약 이 회귀계수가 정확하지 않다면,잘못된 예측 모형을 유도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모형에 포함되었던 예측인자만을 이용해서 예측모형을 개

선시켰지만,향후 더 많은 자료를 이용해 분석을 할 경우 기존 모형에 없었던 새
로운 위험인자들을 추가하여 예측모형을 개선시키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의 개선방법을 다루고 있으나,일반

회귀분석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연구를 추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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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ontheupdatingofpredictionmodel
forthedevelopmentofhepatoma

Lee,HyeSun
Dept.ofBiostatisticsandComput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statisticalprediction modelsareusefultoestablishing diagnosticand
treatmentruleinclinicalarea.So,thereisanincreasinginterestinbuildinga
precisemodeltopredicttheprobabilityofdiseasesforindividualpatient.In
doingthat,itisimportanttoreflectthepatient'schangeablecharacteristicsfor
improvementofpredictivepower.
Inthisthesis,westudiedthemethodsfortheupdatingofpredictionmodel

thataddtheinformationofnew patientstotheexistingmodel.
Toupdatethepredictionmodel,weusedanestatblishedmodelincluding7

riskfactorssuchasdiagnostictype,hepatiticvirustype,age,sex,-FP,ALT,
anddrinkinghistoryanddidthere-calibrationandshrinkageofinterceptand
slopeofexistingone.
Indetail,weconsidered4updatingmethods,thatis,thefirstoneistouse

existing modelas itis and the second one is to re-calibrate the overall
intercept.Alsothethirdoneistore-calibrateoverallinterceptandslope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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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astoneistore-calibrateandshrinkoverallintercept,andindividualslope.
Ofthem,thelastupdatingmethodwasfoundtobethemostaccurateand
usefulone.

Key Word : prediction model, update method, re-calibration, shrinkage, 

intercept,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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