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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지역 간 질병의 발생률 비교를 위한 분석방법 평가

지역적 질병 감시에서 연령·지역별 질병의 발생률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지역의

발생률에 비해 높은 발생률을 가진 특정 지역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연령 표준화

발생률의 차이가 나는 지역을 찾는 방법으로 전체 지역의 발생률과의 차이나 비의

분포를 가정하여 신뢰구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위의 방법들은 여러 지역을 동

시에 비교하는 경우 제1종 오류의 보정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들이다. 한편, 제1종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시도로 결합 신뢰구간을 이용한 비모수적 방법이 제안되었다.

기존 분석 방법들은 여러 지역의 발생률을 동시에 비교하는 경우 비교횟수가 증

가함으로 제1종 오류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1종 오류의 보정하

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와 보정하지 않은 결과를 비교하고, 상황 별로 차이와 비를

이용하는 분석 방법 중 더 적절한 분석 방법을 비교·평가하고자 한다.

기존의 방법들에 FWER (Family-wise error rate)를 보정하는 방법인 Bonferroni 방법과 FDR

(False discovery rate)을보정하는방법인Benjamini-Hochberg 절차와Benjamini-Hochberg-Yekutieli

절차를 적용하였다. 제1종 오류의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기 69개의 모든 지역의 발생률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우와 방법 간 비교를 위해 일부 지역의 발생률을 전체 지역보다

크게 설정하는 경우에 대해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모든 지역의 발생률이 동일한 상황에서 제1종 오류를 보정하지 않

는 경우 제1종 오류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제1종 오류를 보정

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한 경우, 제1종 오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보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기존의 비모수적인 방법은 기대와 달리 제1종 오류를 거의 보정하지

못했다. 또한, 대부분의 상황에서 F 분포를 가정한 방법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 근소

하지만 일관성 있게 높은 민감도와 1에 가까운 양성예측도를 보였다. 따라서 지역

간 질병의 발생률을 동시에 비교하는 경우 제1종 오류의 보정이 필요하고 F 분포를

가정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핵심 되는 말 : 지역적 질병 감시, 다중 비교, 연령 표준화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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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의학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 발생은 여전히 한국 보건 분야의 주요

한 관심의 대상이다. 암 발생률과 관련하여 지역 간 질병의 발생률 자료는 국

가의 보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 지역의 질병의 발생률과 전

체 지역의 발생률 간의 차이에 대한 검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생산 공장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의 질병의 발생률이 다

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한 지역의 발생률이 전

체 지역의 발생률보다 높은지에 대한 검정이 필요하다. 검정을 통해 높은 발

생률을 가진 지역에 대한 자료는 추후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

기 때문에 분석이 필요하다.

한 지역과 전체 지역의 발생률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검정통계량의 형태에 따라 발

생률의 차이에 대한 방법과 비에 대한 방법으로 나뉜다. 앞의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연령보정 발생률(age-adjusted rate)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거나, 각 발생률의 분포를 감마분포로 가정하여 두 발생률의 비를 F 분

포로 가정하여 신뢰구간을 제시한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방법들은 단일 지역, 즉 한 지역의 발생률과 전체 지역

의 발생률의 차이에 대한 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분석에서 사용

하는 결과는 각 지역과 전체 지역의 발생률의 차이에 대한 검정은 지역의 개

수만큼의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에 대한 결과이다. 따라서 검정하고자 하는 귀

무가설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다중 비교(multiple comparison)의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제1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을 의미한다. 검정에서 비교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제1종 오류도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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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비교 횟수가 많아질수록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될 확률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지역의 발생률과

전체 지역의 발생률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비모수적 방법으로 결합 신뢰구간

을 제시한 방법이 있다.

본 연구는 제1종 오류 보정 방법을 적용한 결과와 보정하지 않은 결과를 비

교하고, 상황별로 나누어 차이와 비를 이용하는 분석 방법들에 대해 비교·평

가하고자 한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기존의 방법에서 다중 비교의 문제를 보정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소개

하고, 이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다

중 비교의 문제를 보정하는 또 다른 비모수적 방법을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과 전체 지역의 발생률의 차이를 검정하는 기존의 방

법들은 다중 비교의 문제로 제1종 오류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중 비

교의 문제를 Tukey’s modification of the Wilcoxon’s signed rank test (modified

WSRT), FWER (Family-wise error rate)과 FDR (False discovery rate)을 사용

하여 보정한 방법을 제1종 오류의 크기와 방법 간의 결과에 대해 비교·평가하

고자 한다.

발생률의 크기, 높거나 낮은 발생률을 가진 지역의 수 등의 상황을 가정한

발생률 자료를 생성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각 상황에서 결과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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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소개한다. 제 2

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지역 간 질병의 발생률의 차이·비에 대한 모

수적 검정방법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개념, 다중 비교의 문제에 대한 정의, 다

중 비교의 문제 보정한 비모수적 방법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개념을 정리한

다. 제 3장에서는 다중 비교의 문제를 보정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한

다. 제 4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해 제1종 오류를 보정하기 전의 방법과 보정

한 후의 방법을 다양한 상황에서 비교·평가한다. 제 5장에서는 실제 자료에

대한 설명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결론 및 고찰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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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2.1에서는 지역 간 질병의 발생률의 차이를 검정하는 기존의 4가지 방법의

개념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2.2에서는 다중 비교의 문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

다. 2.3에서는 다중 비교의 문제를 보정한 기존의 방법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

한다.

2.1 지역 간 질병의 발생률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

2.1.1 Confidence Interval for the difference

지역 간 발생률을 비교하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두

발생률 간의 차이의 신뢰구간을 이용한 방법이다(Fay et al. 1997). 지역 의

연령 보정 발생률()과 전체 지역()의 발생률과 각각의 표준오차(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95% standard normal confidence interv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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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발생률의 차이(    )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차이의 표준오차를 위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발생률

간의 차이의 신뢰구간을 구할 수 있다.

2.1.2 Confidence Interval for the ratio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 의 발생률()과 전체 지역의 발생률

()의 비의 신뢰구간을 이용한 방법이다(Tiwari et al. 2006). 특정 지역의 발

생률과 전체 지역의 발생률은 2.1.1의 차이를 이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정의한

다. 이전의 방법과 다른 부분은 지역 간 발생률( ) 사이의 상관계수()를

정의하여 신뢰구간을 정의한다. 상관계수를 통해 두 지역 사이의 상관관계

(correlation)을 반영할 수 있다.

  
  






    

  
  







   




 
  




 


 

  











  

  
























±












 













∨

 ∨  max

이 방법에서 두 발생률의 비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

정하여 위와 같이 신뢰구간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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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발생률 간 상관관계가 없다(  )고 가정하는 경우, 위에 제시된 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요약된 형태의 신뢰구간을 얻을 수 있다.

















±





















∨

또한 발생률을 log 변환하여 두 발생률의 비의 신뢰구간과 상관계수()가 0

인 신뢰구간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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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Confidence Interval for the ratio (with  dist.)

지역 의 발생률()과 전체 지역의 발생률()의 비의 신뢰구간을 구하기 위

해 먼저 지역 의 발생률과 지역 를 제외한 전체 발생률(′)이 각각 근사적

으로 감마분포(Gamma dist.)를 따른다고 하자. 가 평균이 이고 분산이 

인 감마분포를 따르고 ′가 평균이 ′이고 분산이 ′인 감마분포를 따른다면,

′의 신뢰구간은 자유도가 
  ′


′인 F 분포를 따르는 형태로부

터 신뢰구간의 하한을 정의할 수 있다(Tiwari et al. 2006). 유사한 방법으로

신뢰구간의 상한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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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위의 F 분포를 이용한   신뢰구간이 1을 포함하면 두 발생률의 비가

같다( ′


 )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지역 와 전체 지역의 발생률의 비( )의 신뢰구간을 구하기 위해 위

에서 구한 지역 와 지역 를 제외한 발생률(′)의 신뢰구간 외에 한 가지

가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proportional age-distribution assumption은 개

의 연령 그룹별 전체 지역 인구 대비 특정 지역의 인구의 비율이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이 가정은 다른 지역과의 연령보정 발생률을 비교할 때 사용하기

적절한 근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Pickle and White 1995). 의 값으로는

 


, (  



 
   



 
)을 사용한다.




≐


≐ ≐


≐ 

다음으로 와 ′는 각각 와 으로 정의하자. 이 두 추정량의 관계

식은 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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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구한 의 95% 신뢰구간과 증가함수       를

사용하여 의 95% 신뢰구간을 아래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2.1.4 Confidence Interval for the ratio (Normal dist. with  )

앞서 2.1.3에서 가정한 proportional age-distribution assumption을 통해 얻

은 를 사용하여 에 대한 정규 근사 신뢰구간을 구할 수 있다.  
 ′


에

테일러 전개를 사용하면, 정규 신뢰구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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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중 비교의 문제

각각의 지역과 전체 지역의 발생률의 차이를 비교하여 지도에 표시할 때,

이 지도는 동시에 여러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각각을 비교하여 지도에 하는

지역의 개수가 69개라고 하면 69개의 귀무가설을 동시에 검정할 경우, 다중

비교의 문제가 발생한다. 검정하고자 하는 각각의 신뢰구간이 귀무가설 하의

참값을 포함하지 않고 있을 확률이 5%라면 각 검정에서 얻은 69개의 신뢰구

간이 모두 귀무가설 하의 참값을 포함할 확률은 95%보다 작다.

         비교횟수
at least one significant result   no significant results

비교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귀무가설 제1종 오류(Type 1 error)도 증가한다.

서울경기 69개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한 지역이라도 유의한 차이가 있을 확률

은(유의수준 0.05 하에서),   ≐ 이다. 많은 지역의 발생률을 동시

에 비교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확률을 크게 한다. 따라서 다중

비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1종 오류를 보정해야 한다.

모든 지역에 대해 지역 간 발생률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에 대한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or     or  or     



- 10 -

2.3 다중 비교의 문제를 보정한 modified WSRT 방법

지역 간 발생률의 비교 방법 중 대부분의 방법들은 다중 비교의 문제를 고려

하지 않은 방법들이다. 그러나 다중 비교의 문제를 일부 보정하면서 전체 지역

과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지역을 더 많이 찾는 비모수적 방법이 제안되었다

(Bender et al. 2012).

이 방법은 Tukey’s modification of the Wilcoxon’s signed rank test (WSRT)라는 비모수적

방법을사용했다. 모든 개의두지역간발생률의차이(          )의 신

뢰구간을 이용하여 결합신뢰구간(joint confidence interval)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 와 전체 지역의 발생률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다음은 결합

신뢰구간을 이용한 검정방법의 6 단계이다.

1.        

2. 개의 95%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개의 하계와 상계(lower

and upper bound)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Hollander 1969). 이를

Walsh average( )라고 한다.


    


       ≦     

3. 각각의 M개에 대한 하계와 상계를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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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뢰구간의 하한: 
 

     

  신뢰구간의 상한: 
 

     

 

 
  







   








5. 결합신뢰구간: 
 

     

6. 지역 의 신뢰구간  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결합신뢰구간과 비

교하여 가 
보다 작은 경우 질병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작은 지역

으로, 
    

보다 큰 경우 발생률이 유의하게 큰 지역이라 할 수 있

다.

이 방법은 각각의 신뢰구간을 이용한 검정에서 유의한 결과를 가지는 경우

하나의 제약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유의하지 않은 지역을 더 많이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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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다중 비교의 문제를 보정한 지역 간 발생

률 비교 방법

이 장에서는 다중 비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보정하는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1종 오류의 보정을 위해 FWER을 보정하는 방법과

FDR을 보정하는 방법을 앞서 2장에서 소개한 기존 발생률 간의 차이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에 적용한다.

3.1 FWER (Family-wise error rate) 보정

다중 비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WER을 보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도 Bonferroni 방법은 Bonferroni 부등식에 기초한 방법으로 분석 전체의 유의수

준을 검정횟수로 나누어 이것을 1회의 검정에서의 유의수준으로 삼는 방법을

말한다. 즉 분석에 사용되는 비교횟수를 n이라고 하면, 1회 검정에서 사용하는

유의수준 는

 ,   비교횟수

이 되고 와 유의확률(p-value)를 비교하여 검정하는 방법이다. 가설의 비

교횟수만큼 유의수준을 기존 에서   으로 수정하면 제1종 오류를 보

정(correction)할 수 있다. 2.2.1에서 69개의 가설 검정에서 유의수준을 보정하

지 않으면 제1종 오류가   ≐ 이다. Bonferroni 방법으로 유의수준

을 보정한 경우, 제1종 오류는    ≐  정도로 보정이 가능하

다. 그러나 Bonferroni 방법은 다른 보정 방법들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인 방법

이다. 이 방법은 비교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각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유의수

준 이 작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검정력(power)이 떨어지게 된다는 단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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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실제로 두 지역 간 발생률의 차이가 있어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확률이 커지게 된다.

이 방법을 기존의 2.1.1-2.1.4에서 소개한 지역 간 발생율의 차이나 비의 신

뢰구간을 계산할 때 유의수준  →   로 대체하여 적용하면 제1종 오류

의 보정이 가능하다.

3.2 FDR (False Discovery Rate) 보정

FWER을 보정하는 방법과는 다른 측면에서 다중 비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 중 전체지역의 발생률과 차이가 있다고 검정한 가설 중

에서 잘못 판단하게 되는 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접근법을 FDR

(False discovery rate)이라 한다.

3.2.1 Benjamini-Hochberg 절차

FDR을 통제하는 방법 중 많은 분야에서 적용하는 방법으로 Benjamini-Hochberg

(BH) 절차가 있다(Benjamini et al. 1995). 이 방법은 각 감정으로부터의 유의확률을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번째로 작은 유의확률 보다 작은 유의확률을 가진 귀무

가설을 기각할 때, 분석 전체의 유의수준을 라고 하면



 
≦






≦ 

 ≦  ×



의 관계를 이용하여 유의확률이 큰 것으로부터 평가하여 최초의 부등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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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될 때, 이보다 작은 유의확률을 가지는 지역 과 전체 지역의 발생률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검정 방법들은 신뢰구간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신뢰구

간을 표준화하여 역산하면 각 방법의 유의확률을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다.

 

   








 













 







  











 




 


 ′




 


′
 ′






  




   


   ′ ′

  

′  or   
   ′


 ′

 

 ′ 

위의 역산하는 방법을 통해 얻은 유의확률을 이용하여 FDR을 보정하는 방

법을 적용하면 제1종 오류를 보정한 지역 간 발생률의 차이에 대한 검정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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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Benjamini-Hochberg-Yekutieli 절차

Benjamini-Hochberg 절차는 비교하고자 하는 개의 검정이 모두 독립적이

라는 가정이 만족하는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 지역 간 발생률

을 비교하는 검정의 경우 지역 의 발생률()와 전체 지역의 발생률()은 상

관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각 검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전체 발생률은

각 지역의 발생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 발생률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여러 개의 검정이 독립적이지 않고 의존적일 수 있다. 3.2.1에

소개된 BH 절차와의 차이점은 임의의 의존성(arbitrary dependence)을 설정하

기 위한 항의 여부이다.

  ≦∙ 




임의의 의존성   
  







Benjamini-Hochberg-Yekutieli (BY) 절차를 위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Benjamini et al. 2001). 만일 개의 검정이 모두 독립인 경우,   이면

BH 방법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3.2.1의 방법과 마

찬가지로 각 방법에서 얻은 유의확률을 이용하여 제1종 오류를 보정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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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모의실험

제 4장에서는 지역 간 발생률의 차이에 대한 기존의 방법들의 제1종 오류의

크기와 다중 검정의 문제를 보정한 방법들을 적용한 결과에 대해 비교하였다.

위 5가지 방법들을 비교하기 위해 제1종 오류, 검정력, 민감도, 양성예측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방법의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기 위해 지역의 질병 발

생률의 크기를 달리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4.1 자료의 생성

본 논문에서는 모의실험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자료를 생성하였다.

2010년 서울·경기 69개의 시·군·구의 지역·연령별 인구 자료와 연령별 암 발생

률 자료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연령별 기대 질병의 발생건수( )를 계산하

여 발생률을 생성한다. 기대 질병의 발생건수에 대한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번째 지역에 있는 번째 연령그룹의 인구

  번째 지역, 번째 연령그룹의 암 발생률(10만 명당)

  지역·연령별 암 발생건수

기대 지역·연령별 발생건수( )

= 지역  , 연령그룹 의 인구() × 지역  , 연령그룹 의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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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연령 그룹의 인구의 표준화된 비율()은 서울·경기 모든 지역의 연령

별 인구수를 
  



  을 만족하도록 표준화하여 사용한다. 또한 각 지역·연

령별 질병의 발생건수()는  ∼  를 이용하여 자료를 생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연령별 발생률이 같다고 가정하고 1,000번의 모의실험

자료를 생성하였다.

4.2 모의실험 설계

본 연구의 모의실험에서는 생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 5 가지의 신뢰구간

을 이용한 방법들(2.1.1-2.1.4, 2.3)에 대하여 두 가지 보정 방법인 FWER 보정

하는 방법(3.1)과 FDR 보정하는 방법(3.2.1-3.2.2)을 적용하여 제1종 오류의 크

기를 비교하고, 상황별로 나누어 차이와 비를 이용하는 분석 방법들에 대해

비교·평가하였다.

먼저, 각 지역의 연령보정 발생률을 이라 할 때, 모든 지역의 발생률이 전

체 지역의 발생률()과 동일한 경우를 설정하여 제1종 오류 보정 전 방법과

보정 후 방법에 대한 제1종 오류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일부 지역의 발생률()이 다른 지역들보다 높은 두 가지 상황을

설정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   ∈ 

    ∉   ∈ 

이 때, 질병의 발생률이 높은 지역으로는 임의로 서울에 속한 한 지역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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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속한 한 지역을 설정하거나 서울의 인접한 5개의 지역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부 지역의 발생률()이 다른 지역들보다 높거나 낮은 상황

을 설정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   ∈ 

    ∉   ∈ 

    ∉   ∈ 

    ∉   ∈ 

이 때, 질병의 발생률이 높거나 낮은 지역으로는 임의로 서울에 속한 지역

들로 설정하였다.

모든 모의실험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검정하였다. 또한 각 방법들의 비교·

평가를 위해 검정력, 발생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난 지역의 수, 민감도,

양성예측도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 제1종 오류(Type Ⅰ error): 한 번의 모의실험에서 전체 지역 중 한 지역이

라도 전체 지역의 발생률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고 나타나는 경우 제1종 오

류의 발생으로 하였다. 1,000번 모의실험 중 몇 번의 모의실험에서 기각이 됐

는지 표현하였다.(Null model 하에서)

- 검정력(Power): 한 번의 모의실험에서 전체 지역 중 한 지역이라도 전체 지

역의 발생률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검정력이 있다고 하였다. 1,000번

모의실험 중 몇 번의 모의실험에서 기각이 됐는지 표현하였다.

-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한 번의 모의실험 중 검정 결과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난 지역의 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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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민감도(High Sensitivity, High Sen):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은지역의수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고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나타난지역의수

의 1,000번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양성예측도(High Positive predictive value, High PPV):

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나타난지역의수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고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나타난지역의수

의 1,000번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 발생률이 낮은 지역의 민감도(Low Sensitivity, Low Sen):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낮은지역의수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낮고검정결과발생률이낮게나타난지역의수

의 1,000번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 발생률이 낮은 지역의 양성예측도(Low Positive predictive value, Low PPV):

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나타난지역의수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고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나타난지역의수

의 1,000번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모의실험에서 사용한 모든 분석은 R 프로그램 3.4.1 버전을 사용하여 분석

하며 분석에 사용한 방법은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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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모의실험 결과

표 1은 기존 방법들의 다중 비교의 문제를 고려하기 전 결과와 세 가지 보

정 방법을 적용한 결과로 각 방법에 대해 제1종 오류의 크기를 나타낸 모의실

험 결과이다.

먼저,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방법들은 제1종 오류가 평균적으로

96%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모수적 방법으로 다중 비교의 문제를

고려한 방법으로 제시된 modifidied WRST 방법도 제1종 오류의 크기가 약

80%로 거의 보정하지 못했음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FWER

을 보정하는 방법인 Bonferroni correction의 경우 제1종 오류를 일정 수준 이

하로 보정하는 결과를 보인다. FDR을 보정하는 방법인 BH 절차와 BY 절차

에서도 제1종 오류의 크기가 일정수준 이하로 보정되고 특히 BY 절차에서는

매우 작은 값을 가진다. 보정 방법들 간의 제1종 오류의 크기를 작은 순서대

로 나열하면 BY 절차, Bonferroni correction, BH 절차의 순서이고 보정하지

않는 결과와 매우 크게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은 각각의 높은 발생률을 가지는 두 지역이 전체 지역 발생률 대비

1.2배(   ) 혹은 1.5배(   )로 설정하여 모의실험을 한 결과이다.

각 방법마다 검정력, 발생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난 지역의 수, 민감도,

양성예측도를 비교하였다.

보정하기 전의 결과를 보면 실제로 유의한 지역은 발생률이 높은 2개의 지

역이지만 비를 이용한 검정(2.1.2) 결과 평균적으로 2.93개의 유의한 지역이 발

생률이 전체 지역의 발생률보다 높고, 2.54개의 낮은 발생률을 가지는 지역이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다른 방법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유의한 지역에 비해

평균 0.9개 이상의 지역의 발생률이 전체 지역의 발생률에 비해 높다는 결과

를 보였다. 비모수적 방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발생률이 높거나 낮다고 찾

아낸 지역의 수가 작지만, 비슷한 민감도와 양성예측도의 값을 가진다. 반면

보정을 한 방법들 중 비를 이용한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한 지역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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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BH, BY, Bonferroni 순서로 각각 1.59, 1.39, 1.48개의 지역의 발생률이

높은 지역으로 찾아냈고 발생률이 낮은 지역이라고 찾은 지역의 수는 0에 가

까운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발생률 간의 비교를 하는 방법에 상관없이

민감도는 FDR을 보정하는 방법 중 BY 절차가 가장 크고, 양성 예측도의 경

우에는 BY 방법이 가장 큰 값을 가진다. 또한 보정 방법에 상관없이 F 분포

를 이용하여 신뢰구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일관성 있게 가장 높은 민감도와 1

에 가까운 양성예측도를 보였다. 발생률을 1.5배로 설정한 경우에는 모든 방법

에서 검정력의 값이 1로 동일하고 1.2배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을 표 3

을 통해 확인하였다.

표 4-5는 각각의 높은 발생률을 가지는 두 지역이 전체 지역 발생률 대비

1.2배(   ) 혹은 1.5배(   )로 설정하여 모의실험을 한 결과이다.

각 방법마다 검정력, 발생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난 지역의 수, 민감도,

양성예측도를 비교하였다.

보정하기 전의 결과를 보면 실제로 다섯 지역의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지만

평균적으로 다섯 개 이상의 지역의 발생률이 높은 지역 그 외 세 개 이상의

지역의 발생률이 낮은 지역으로 찾아냈다. 제1종 오류 보정 후에는 모든 방법

에서 민감도가 낮아지지만 양성예측도는 거의 1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

표 6-9는 각각의 높은 발생률을 가지는 세 지역이 전체 지역 발생률 대비

1.2배(   ) 혹은 1.5배(   )로 설정하고 낮은 발생률을 가지는 두

지역이 전체 발생률 대비 0.7배(   ) 혹은 0.8배(   )로 설정하여

모의실험을 한 결과이다. 각 방법마다 검정력, 발생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난 지역의 수, 민감도, 양성예측도를 비교하였다.

제1종 오류 보정 후의 결과를 보면 민감도와 양성예측도는 설정한 발생률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정하기 전의 결과에 비해 민감도는 낮아지고 양성예

측도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발생률을 비교하는 방법들 중 F

분포를 가정한 방법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 일관성 있게 높은 민감도와 1에 가

까운 양성 예측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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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000번의 모의실험을 통해 얻은 각 방법의 제1종 오류의 크기 비교

No correction FDR(BH) FDR(BY) Bonferroni

Methods Type Ⅰ error Type Ⅰ error Type Ⅰ error Type Ⅰ error

Ratio 0.971 0.062 0.016 0.059

Ratio (  ) 0.964 0.050 0.013 0.046

Ratio ( dist.) 0.959 0.039 0.005 0.038

Ratio (with  ) 0.968 0.055 0.014 0.053

Difference 0.971 0.062 0.015 0.059

Non-para 0.799

*Non-para: 비모수적 방법으로 한 지역과 전체 지역의 발생률의 차이를 검정할 때, 결합신뢰구간을 이용하여 제1종 오류의 보정된 결과를 얻도록 제안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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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000번의 모의실험을 통한 각 방법의 검정결과 비교(발생률이 높은 지역 2곳,    )

No correction FDR(BH) FDR(BY) Bonferroni

Power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Sen PPV Power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Sen PPV Power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Sen PPV Power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Sen PPV

Ratio 1
5.46

(2.93, 2.54)
0.97 0.73 0.984

1.76

(1.59, 0.17)
0.77 0.99 0.937

1.44

(1.39, 0.05)
0.65 1 0.982

1.56

(1.48, 0.08)
0.72 1

Ratio (  ) 1
5.22

(2.85, 2.37)
0.96 0.74 0.978

1.72

(1.57, 0.15)
0.76 1 0.926

1.42

(1.38, 0.04)
0.64 1 0.976

1.54

(1.47, 0.07)
0.71 1

Ratio ( dist.) 1
5.11

(3.05, 2.06)
0.97 0.70 0.989

1.75

(1.67, 0.09)
0.81 0.99 0.952

1.49

(1.47, 0.02)
0.70 0.99 0.989

1.59

(1.55, 0.04)
0.76 1

Ratio (with  ) 1
5.33

(2.88, 2.44)
0.97 0.74 0.981

1.74

(1.59, 0.15)
0.77 0.99 0.931

1.43

(1.39, 0.04)
0.65 0.99 0.979

1.55

(1.48, 0.08)
0.72 1

Difference 1
5.46

(2.93, 2.54)
0.97 0.73 0.984

1.76

(1.59, 0.16)
0.77 0.99 0.937

1.44

(1.39, 0.05)
0.65 1 0.982

1.56

(1.48, 0.08)
0.72 1

Non-para 1
3.36

(2.44, 0.92)
0.96 0.84

*# of detected districts(high, low):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난 지역의 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Sen(sensitivity):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은지역의수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고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나타난지역의수

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PPV(positive predictive value):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나타난지역의수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고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나타난지역의수

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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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000번의 모의실험을 통한 각 방법의 검정결과 비교(발생률이 높은 지역 2곳,    )

No correction FDR(BH) FDR(BY) Bonferroni

Power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Sen PPV Power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Sen PPV Power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Sen PPV Power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Sen PPV

Ratio 1
6.50

(2.62, 3.88)
1 0.82 1

2.37

(2.01, 0.36)
1 1 1

2.09

(2.00, 0.09)
1 1 1

2.14

(2.00, 0.13)
1 1

Ratio (  ) 1
6.26

(2.58, 3.68)
1 0.83 1

2.33

(2.01, 0.32)
1 1 1

2.08

(2.00, 0.08)
1 1 1

2.12

(2.00, 0.12)
1 1

Ratio ( dist.) 1
5.99

(2.69, 3.30)
1 0.80 1

2.25

(2.02, 0.23)
1 0.99 1

2.06

(2.00, 0.05)
1 0.99 1

2.07

(2.00, 0.07)
1 1

Ratio (with  ) 1
6.36

(2.61, 3.76)
1 0.82 1

2.34

(2.01, 0.33)
1 1 1

2.09

(2.00, 0.09)
1 1 1

2.13

(2.00, 0.13)
1 1

Difference 1
6.50

(2.62, 3.88)
1 0.87 1

2.37

(2.01, 0.36)
1 1 1

2.09

(2.00, 0.09)
1 1 1

2.14

(2.00, 0.13)
1 1

Non-para 1
3.47

(2.43, 1.04)
1 1

*# of detected districts(high, low):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난 지역의 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Sen(sensitivity):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은지역의수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고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나타난지역의수

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PPV(positive predictive value):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나타난지역의수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고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나타난지역의수

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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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000번의 모의실험을 통한 각 방법의 검정결과 비교(발생률이 높은 지역 5곳,    )

No correction FDR(BH) FDR(BY) Bonferroni

Power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Sen PPV Power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Sen PPV Power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Sen PPV Power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Sen PPV

Ratio 1
8.84

(5.25, 3.60)
0.93 0.90 0.999

4.25

(3.82, 0.42)
0.76 1 0.998

3.23

(3.12, 0.11)
0.62 1 0.999

3.35

(3.22, 0.12)
0.64 1

Ratio (  ) 1
8.63

(5.50, 3.43)
0.93 0.91 0.999

4.16

(3.78, 0.38)
0.75 1 0.998

3.14

(3.05, 0.10)
0.61 1 0.999

3.28

(3.17, 0.11)
0.63 1

Ratio ( dist.) 1
8.41

(5.36, 3.05)
0.94 0.89 1

4.30

(4.01, 0.29)
0.80 0.99 0.999

3.40

(3.34, 0.06)
0.67 0.99 1

3.49

(3.42, 0.06)
0.69 1

Ratio (with  ) 1
8.73

(5.23, 3.50)
0.93 0.90 0.999

4.20

(3.80, 0.40)
0.76 1 0.998

3.19

(3.09, 0.10)
0.62 1 0.999

3.32

(3.21, 0.12)
0.64 1

Difference 1
8.84

(5.25, 3.60)
0.93 0.90 0.999

4.25

(3.82, 0.42)
0.76 1 0.998

3.23

(3.11, 0.11)
0.62 1 0.999

3.35

(3.22, 0.12)
0.64 1

Non-para 1
6.05

(4.96, 1.09)
0.92 0.94

*# of detected districts(high, low):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난 지역의 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Sen(sensitivity):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은지역의수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고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나타난지역의수

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PPV(positive predictive value):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나타난지역의수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고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나타난지역의수

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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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000번의 모의실험을 통한 각 방법의 검정결과 비교(발생률이 높은 지역 5곳,    )

No correction FDR(BH) FDR(BY) Bonferroni

Power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Sen PPV Power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Sen PPV Power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Sen PPV Power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Sen PPV

Ratio 1
14.15

(5.18, 8.96)
1 0.97 1

7.18

(5.01, 2.17)
1 1 1

5.65

(5.00, 0.65)
1 1 1

5.53

(5.00, 0.53)
1 1

Ratio (  ) 1
13.75

(5.17, 8.57)
1 0.97 1

6.97

(5.01, 1.96)
1 1 1

5.57

(5.00, 0.57)
1 1 1

5.46

(5.00, 0.46)
1 1

Ratio ( dist.) 1
13.03

(5.19, 7.84)
1 0.97 1

6.51

(5.01, 1.49)
1 1 1

5.40

(5.00, 0.40)
1 1 1

5.33

(5.00, 0.53)
1 1

Ratio (with  ) 1
13.94

(5.18, 8.76)
1 0.97 1

7.07

(5.01, 2.06)
1 1 1

5.61

(5.00, 0.61)
1 1 1

5.48

(5.00, 0.49)
1 1

Difference 1
14.14

(5.18, 8.96)
1 0.97 1

7.18

(5.01, 2.17)
1 1 1

5.65

(5.00, 0.65)
1 1 1

5.53

(5.00, 0.53)
1 1

Non-para 1
6.53

(5.00, 1.37)
1 0.97

*# of detected districts(high, low):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난 지역의 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Sen(sensitivity):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은지역의수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고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나타난지역의수

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PPV(positive predictive value):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나타난지역의수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고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나타난지역의수

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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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000번의 모의실험을 통한 각 방법의 검정결과 비교(발생률이 높은 지역 3곳, 낮은 지역 2곳,     ,    )

No correction FDR(BH) FDR(BY) Bonferroni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High

Sen

High

PPV

Low

Sen

Low

PPV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High

Sen

High

PPV

Low

Sen

Low

PPV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High

Sen

High

PPV

Low

Sen

Low

PPV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High

Sen

High

PPV

Low

Sen

Low

PPV

Ratio
7.96

(4.71, 3.26)
0.94 0.64 1 0.68

4.50

(2.36, 2.13)
0.74 0.96 1 0.96

3.76

(1.73, 2.03)
0.57 1 1 0.99

3.80

(1.77, 2.03)
0.59 0.99 1 0.99

Ratio (  )
7.75

(4.56, 3.19)
0.94 0.66 1 0.69

4.43

(2.31, 2.12)
0.73 0.96 1 0.96

3.70

(1.67, 2.02)
0.55 1 1 0.99

3.76

(1.73, 2.02)
0.57 0.99 1 0.99

Ratio ( dist.)
7.90

(4.91, 3.00)
0.94 0.62 1 0.73

4.62

(2.54, 2.08)
0.78 0.94 1 0.97

3.98

(1.97, 2.01)
0.65 0.94 1 0.97

4.01

(1.99, 2.02)
0.66 0.99 1 1

Ratio (with  )
7.86

(4.63, 3.23)
0.94 0.65 1 0.69

4.47

(2.35, 2.13)
0.74 0.96 1 0.96

3.72

(1.70, 2.02)
0.56 0.96 1 0.96

3.78

(1.76, 2.03)
0.58 0.99 1 0.99

Difference
7.96

(4.71, 3.26)
0.94 0.64 1 0.68

4.50

(2.36, 2.13)
0.74 0.96 1 0.96

3.76

(1.73, 2.03)
0.57 1 1 0.99

3.80

(1.77, 2.03)
0.59 0.99 1 0.99

Non-para
6.13

(3.45, 2.68)
0.93 0.84 1 0.81

*# of detected districts(high, low):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난 지역의 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Sen(sensitivity):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은 낮은 지역의수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고 낮고 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 낮게 나타난지역의수

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PPV(positive predictive value):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 낮게 나타난지역의수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고 낮고 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 낮게 나타난지역의수

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Power: 각 방법에 따라 power가 1인 경우는 결과표에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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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1,000번의 모의실험을 통한 각 방법의 검정결과 비교(발생률이 높은 지역 3곳, 낮은 지역 2곳,     ,    )

No correction FDR(BH) FDR(BY) Bonferroni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High

Sen

High

PPV

Low

Sen

Low

PPV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High

Sen

High

PPV

Low

Sen

Low

PPV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High

Sen

High

PPV

Low

Sen

Low

PPV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High

Sen

High

PPV

Low

Sen

Low

PPV

Ratio
8.29

(4.22, 4.08)
1 0.75 1 0.55

5.36

(3.09, 2.28)
1 0.98 1 0.92

5.08

(3.01, 2.07)
1 1 1 0.98

5.06

(3.01, 2.06)
1 1 1 0.98

Ratio (  )
8.08

(4.12, 3.96)
1 0.77 1 0.57

5.33

(3.08, 2.25)
1 0.98 1 0.92

5.07

(3.01, 2.06)
1 1 1 0.98

5.05

(3.00, 2.05)
1 1 1 0.98

Ratio ( dist.)
8.02

(4.32, 3.70)
1 0.74 1 0.60

5.29

(3.12, 2.16)
1 0.97 1 0.95

5.06

(3.02, 2.03)
1 0.97 1 0.95

5.04

(3.02, 2.03)
1 1 1 0.99

Ratio (with  )
8.17

(4.16, 4.02)
1 0.76 1 0.56

5.35

(3.09, 2.26)
1 0.98 1 0.92

5.07

(3.01, 2.06)
1 0.98 1 0.92

5.06

(3.00, 2.03)
1 1 1 0.98

Difference
8.29

(4.22, 4.07)
1 0.75 1 0.55

5.36

(3.09, 2.28)
1 0.98 1 0.92

5.08

(3.01, 2.07)
1 1 1 0.98

5.06

(3.01, 2.06)
1 1 1 0.98

Non-para
6.39

(3.57, 2.82)
1 0.87 1 0.77

*# of detected districts(high, low):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난 지역의 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Sen(sensitivity):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은 낮은 지역의수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고 낮고 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 낮게 나타난지역의수

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PPV(positive predictive value):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 낮게 나타난지역의수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고 낮고 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 낮게 나타난지역의수

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Power: 각 방법에 따라 power가 1인 경우는 결과표에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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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000번의 모의실험을 통한 각 방법의 검정결과 비교(발생률이 높은 지역 3곳, 낮은 지역 2곳,     ,    )

No correction FDR(BH) FDR(BY) Bonferroni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High

Sen

High

PPV

Low

Sen

Low

PPV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High

Sen

High

PPV

Low

Sen

Low

PPV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High

Sen

High

PPV

Low

Sen

Low

PPV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High

Sen

High

PPV

Low

Sen

Low

PPV

Ratio
7.91

(4.33, 3.58)
0.93 0.69 1 0.62

4.41

(2.26, 2.15)
0.72 0.97 1 0.95

3.66

(1.64, 2.02)
0.54 1 0.99 0.99

3.70

(1.68, 1.56)
0.56 1 0.99 0.99

Ratio (  )
7.70

(4.22, 3.48)
0.93 0.70 1 0.64

4.36

(2.22, 2.14)
0.71 0.97 1 0.95

3.60

(1.59, 2.01)
0.53 1 0.99 0.99

3.65

(1.64, 2.02)
0.54 1 0.99 0.99

Ratio ( dist.)
7.74

(4.51, 3.24)
0.94 0.67 1 0.69

4.52

(2.43, 2.09)
0.76 0.96 1 0.97

4.52

(2.43, 2.09)
0.76 0.96 1 0.97

3.90

(1.91, 2.00)
0.63 0.99 0.99 1

Ratio (with  )
7.81

(4.29, 3.52)
0.93 0.69 1 0.63

4.38

(2.23, 2.15)
0.71 0.97 1 0.95

4.38

(2.23, 2.15)
0.71 0.97 1 0.95

3.68

(1.66, 2.02)
0.55 1 0.99 0.99

Difference
7.91

(4.33, 3.58)
0.93 0.69 1 0.62

4.41

(2.26, 2.15)
0.72 0.97 1 0.95

3.66

(1.64, 2.02)
0.54 1 0.99 0.99

3.70

(1.68, 2.02)
0.56 1 0.99 0.99

Non-para
6.11

(3.39, 2.71)
0.93 0.85 1 0.80

*# of detected districts(high, low):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난 지역의 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Sen(sensitivity):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은 낮은 지역의수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고 낮고 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 낮게 나타난지역의수

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PPV(positive predictive value):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 낮게 나타난지역의수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고 낮고 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 낮게 나타난지역의수

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Power: 각 방법에 따라 power가 1인 경우는 결과표에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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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1,000번의 모의실험을 통한 각 방법의 검정결과 비교(발생률이 높은 지역 3곳, 낮은 지역 2곳,     ,    )

No correction FDR(BH) FDR(BY) Bonferroni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High

Sen

High

PPV

Low

Sen

Low

PPV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High

Sen

High

PPV

Low

Sen

Low

PPV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High

Sen

High

PPV

Low

Sen

Low

PPV

# of detected

districts

(high, low)

High

Sen

High

PPV

Low

Sen

Low

PPV

Ratio
8.49

(3.94, 4.55)
1 0.80 1 0.49

5.42

(3.07, 2.35)
1 0.98 1 0.90

5.09

(3.01, 2.08)
1 1 1 0.97

5.07

(3.00, 2.07)
1 1 1 0.98

Ratio (  )
8.26

(3.87, 4.39)
1 0.81 1 0.51

5.37

(3.05, 2.31)
1 0.99 1 0.90

5.08

(3.01, 2.07)
1 1 1 0.97

5.06

(3.00, 2.06)
1 1 1 0.98

Ratio ( dist.)
8.15

(4.06, 4.08)
1 0.78 1 0.55

5.32

(3.10, 2.22)
1 0.98 1 0.93

5.05

(3.01, 2.04)
1 0.98 0.99 0.93

5.04

(3.01, 2.03)
1 1 0.99 0.99

Ratio (with  )
8.38

(3.91, 4.47)
1 0.81 1 0.50

5.39

(3.06, 2.33)
1 0.99 1 0.90

5.08

(3.01, 2.08)
1 0.99 1 0.90

5.07

(3.00, 2.07)
1 1 1 0.98

Difference
8.49

(3.94, 4.55)
1 0.80 1 0.49

5.42

(3.07, 2.35)
1 0.98 1 0.90

5.09

(3.01, 2.08)
1 1 1 0.97

5.07

(3.00, 2.07)
1 1 1 0.98

Non-para
6.39,

(3.53, 2.86)
1 0.88 1 0.76

*# of detected districts(high, low):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난 지역의 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Sen(sensitivity):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은 낮은 지역의수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고 낮고 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 낮게 나타난지역의수

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PPV(positive predictive value):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 낮게 나타난지역의수
실제발생률이전체지역의발생률보다높고 낮고 검정결과발생률이높게 낮게 나타난지역의수

의 1,000번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균

*Power: 각 방법에 따라 power가 1인 경우는 결과표에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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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실제 자료 분석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지역·연령별 암 발생 자료를 사용하여 앞서

소개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방법들 중 F 분

포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지도로 제시하였다.

5.1 자료 설명

통계청에서 제시한 2009-2013년 여성의 지역·연령별 암 발생자료로 우리나

라 248개의 시·군·구 자료 중 서울·경기 69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전의 자

료와의 차이점은 암 발생자료의 연령 집단의 수가 18개가 아닌 9개로 요약되

어있다. 분석에 사용한 암종은 네 가지로 유방암, 대장암, 위암, 갑상선암이다.

인구 집단의 자료는 2010년 서울·경기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유의수준 0.05하

에서 검정하였다.

5.2 분석 결과

실제 자료에서 보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정한 결과에 비해 평균 1.5배의

지역이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라고 찾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유방

암의 경우,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9개 지역의 발생률이 전체

지역의 발생률보다 유의하게 크게 나타나지만, Bonferroni 보정을 한 경우 평

균 3개 정도의 지역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4장의 모의실험 결과를 바탕

으로 높은 민감도와 양성예측도를 보이는 F 분포를 이용한 검정결과를 살펴

보면 Bonferroni 보정의 경우 4개의 높은 발생률을 가지는 지역과 4개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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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률을 가지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표 10, 그림 1 참조).

여성 대장암 발생자료의 경우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6개의 지역의 발생률

이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 제1종 오류를 보정한 모든 방법에서 유의미하게 발

생률 간의 차이를 보이는 지역은 단 한 지역도 없었다(표 11, 그림 2 참조).

여성 위암 발생 자료의 경우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6개의 지역의 발생률이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 Bonferroni 보정을 한 경우 다른 방법들은 1개의 높은

발생률을 가지는 지역을 찾았지만, F 분포를 이용한 방법에서만 2개의 지역이

전체 발생률에 비해 높은 지역이라고 찾아냈다(표 12, 그림 3 참조).

마지막으로 여성 갑상선 암 발생자료의 경우 보정 전후의 결과에 상당히 많

은 지역들의 발생률이 전체 지역의 발생률에 비해 유의미하게 크거나 작은 결

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F 분포를 이용한 분석방

법의 검정결과를 보면 높은 발생률을 가지는 지역의 수가 21개에서 Bonferroni

보정을 하면 14개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3, 그림 4 참조).

추가적으로 각각의 암 발생 자료에서 유의하게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지역

들에 대해서 높은 지역과 전체 지역의 연령보정 암 발생률 비를 확인한 결과

발생률의 비의 값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 1.2배 정도의 크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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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여성 유방암 사망률 자료를 이용한 각 방법의 결과 비교

No correction FDR(BH) FDR(BY) Bonferroni

Non High Low Non High Low Non High Low Non High Low

Ratio 44 9 16 51 8 10 58 4 7 61 3 5

Ratio(  ) 44 9 16 52 8 9 58 4 7 61 3 5

Ratio( dist.) 46 9 14 52 8 9 60 4 5 61 4 4

Ratio(with  ) 44 9 16 52 8 9 58 4 7 61 3 5

Difference 44 9 16 51 8 10 58 4 7 61 3 5

Non-para 52 7 10

*Non: 검정 결과 발생률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지역의 수

*High: 검정 결과 발생률이 유의하게 큰 지역의 수

*Low: 검정 결과 발생률이 유의하게 작은 지역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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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여성 대장암 사망률 자료를 이용한 각 방법의 결과 비교

No correction FDR(BH) FDR(BY) Bonferroni

Non High Low Non High Low Non High Low Non High Low

Ratio 60 6 3 69 0 0 69 0 0 69 0 0

Ratio(  ) 60 6 3 69 0 0 69 0 0 69 0 0

Ratio( dist.) 60 6 3 69 0 0 69 0 0 69 0 0

Ratio(with  ) 60 6 3 69 0 0 69 0 0 69 0 0

Difference 60 6 3 69 0 0 69 0 0 69 0 0

Non-para 67 1 1

*Non: 검정 결과 발생률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지역의 수

*High: 검정 결과 발생률이 유의하게 큰 지역의 수

*Low: 검정 결과 발생률이 유의하게 작은 지역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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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여성 위암 사망률 자료를 이용한 각 방법의 결과 비교

No correction FDR(BH) FDR(BY) Bonferroni

Non High Low Non High Low Non High Low Non High Low

Ratio 54 6 9 66 2 1 68 1 0 68 1 0

Ratio(  ) 54 6 9 66 2 1 68 1 0 68 1 0

Ratio( dist.) 58 6 5 66 2 1 68 1 0 67 2 0

Ratio(with  ) 54 6 9 66 2 1 68 1 0 68 1 0

Difference 54 6 9 66 2 1 68 1 0 68 1 0

Non-para 65 3 1

*Non: 검정 결과 발생률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지역의 수

*High: 검정 결과 발생률이 유의하게 큰 지역의 수

*Low: 검정 결과 발생률이 유의하게 작은 지역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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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여성 갑상선암 사망률 자료를 이용한 각 방법의 결과 비교

No correction FDR(BH) FDR(BY) Bonferroni

Non High Low Non High Low Non High Low Non High Low

Ratio 25 20 24 27 20 22 31 18 20 37 14 18

Ratio(  ) 25 20 24 27 20 22 31 18 20 38 14 17

Ratio( dist.) 25 21 23 27 20 22 32 18 19 38 14 17

Ratio(with  ) 25 20 24 27 20 22 31 18 20 38 14 17

Difference 25 20 24 27 20 22 31 18 20 37 14 18

Non-para 36 18 15

*Non: 검정 결과 발생률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지역의 수

*High: 검정 결과 발생률이 유의하게 큰 지역의 수

*Low: 검정 결과 발생률이 유의하게 작은 지역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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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distribution을 이용한 여성 유방암 발생률 자료

No correcction Benjamini-Hochberg Benjamini-Hochberg-Yekutieli Bonferroni

그림 1. 여성 유방암 발생 자료 중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역을 표시한 그림

F distribution을 이용한 여성 대장암 발생률 자료

No correcction Benjamini-Hochberg Benjamini-Hochberg-Yekutieli Bonferroni

그림 2. 여성 대장암 발생 자료 중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역을 표시한 그림



- 38 -

F distribution을 이용한 여성 위암 발생률 자료

No correcction Benjamini-Hochberg Benjamini-Hochberg-Yekutieli Bonferroni

그림 3. 여성 위암 발생 자료 중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역을 표시한 그림

F distribution을 이용한 여성 갑상선암 발생률 자료

No correcction Benjamini-Hochberg Benjamini-Hochberg-Yekutieli Bonferroni

그림 4. 여성 갑상선암 발생 자료 중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역을 표시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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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및 고찰

본 논문은 각 지역의 발생률과 전체 지역의 발생률을 비교할 때 발생하는

다중 비교의 문제를 되짚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종 오류의 보정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과 기존 방법들 중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

한 비교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존에 제안된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 지역에 대한 결과를 동시에

얻는 검정하는 경우이므로 다중비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보정을

하지 않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경우, 모의실험의 결과와 같이 실제로 유의하게

발생률이 크거나 유의하게 작은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발생률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4장의 첫 번째 모의실험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중 비교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제1종 오류가 매우

크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4장의 모의실험에서 제1종 오류를 보정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보정한 경우 제1종 오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보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FWER을 보정하는 방법 중 Bonferroni 보정방법은 이론적으로

제1종 오류가 0.05보다 작아야 하지만 0.05보다는 약간 큰 결과를 얻었다. 이 부

분에 대한 문제가 자료생성 과정에서의 문제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지역

의 발생률과 전체 지역의 발생률의 비를 이용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았다. 각각

의 히스토그램을 살펴본 결과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가 아니라 정규분포

에 매우 근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모의실험의 결과는 어떤 지역의 발생률을 크게 설정하는

지에 따라 추정되는 제1종 오류의 크기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모의실험

에서 모든 지역의 발생률이 같다는 가정 하에 계산하지만, 실제 자료를 생성하

는 과정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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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지역의 상관성에 대해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거나 임의의 의존성을

가정하여 제1종 오류를 계산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자료의 상

관 정도를 계산하여 자료의 형태에 따라 더 적절한 방법으로 제1종 오류를 보정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체 지역의 발생률 대비 1.2배 정도의 발생률을 가진 지역의 경우 다중 비

교의 문제를 보정하여도 해당 지역에 대해 잘 찾는 것을 모의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여성의 암 발생자료를 분석한 경우 실제 자료상에서도 전

체 지역의 발생률 대비 지역의 발생률이 큰 지역이 가지는 두 발생률의 비를

살펴본 결과 약 1.2배 정도의 값을 보였다.

또한 기존에 두 발생률 간의 차이나 비를 이용한 방법들 중 다중 비교의 문

제를 보정한 후 여러 방법들 중 어떤 방법이 더 잘 찾아내는지에 대해서 확인

하였다. 기존의 다른 방법들 중 F 분포를 이용하여 신뢰구간을 구하는 방법

(2.1.3)이 모의실험에서 설정한 여러 상황에서 일관성 있게 높은 민감도와 1에

가까운 양성예측도를 보였다. 그러므로 실제자료 분석 시 기존의 방법들 중

발생률 간의 비를 F 분포를 이용하여 신뢰구간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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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essment of comparison methods for rates between

geographic units

Hong, Jong Soo

Dept. of Biostatistics and Comput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t is important to find specific areas with a higher incidence rate than

the entire incidence rate, using data on age-adjusted disease incidence rate

in geographical disease surveillance. There are methods to use confidence

intervals, assuming the distribution of the ratio and or difference in the

rate of occurrence from the whole region as a way to find areas with

different age-standardized rates. The above methods are those that did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orrection of type I error when comparing

different regions simultaneously. Meanwhile, in an attempt to correct type I

error, a non-parametric method using the joint confidence interval was

proposed.

Methods using confidence interval increase type I error by increasing the

number of comparisons when comparing rates at the same time across

regions.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the results of applying the method

of correction type I error with the results of no correction, and asse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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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using the difference or ratio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The methods Bonferroni correction method correcting the family-wise error rate

(FWER), the Benjamini-Hochberg procedure and Benjamini-Hochberg-Yekutieli

procedure correcting the false discovery rate (FDR) are applied to the methods

using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or ratio. When the incidence rates for

all districts of Seoul and Kyung-gi are set equal to check type I errors, and

when the incidence rates for some regions are simulated by larger or smaller

than the total area for comparison between method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type I errors appear very large when

the incidence rate is the same in all regions and type I errors are not

corrected. On the other hand, when three methods were used to correct

type I errors, the results were that the type I errors were corrected below

a certain level. Contrary to one's expectation, non-parametric methods have

had few corrections for type I errors. In most cases, the method assuming

an F distribution was also slightly more rigorous but consistently higher

sensitivity than the other methods, with a probability of being close to one.

Therefore, when the incidence rate of disease is simultaneously compared

between regions,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 type I error and it appears

appropriate to apply the method assuming the F distribution.

Key words : geographical disease surveillance, multiple comparison,

age-standardized 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