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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odel for predicting the positivity
of hepatitis A antibody based on nationwide health information using a machine
learning technique.
Methods: We used a data set that included the records of 4,626 samples. the data
was randomly divided into a training set 80% (3,701) and validation set 20% (925).
Customized sequential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model was used to
predict the positivity of hepatitis A antibody. The loss and accuracy of this model was
calculated.
Results: This model has 12-input and 2-concatenate and 3-dense layers. The total
parameters of this model were 1,779. The accuracy quickly reached to over 85%
validation accuracy in 50 epochs. The train loss, train accuracy, validation loss and
validation accuracy of this model were 25.4%, 89.5%, 29.0%, and 87.2%, respectively.
Conclusion: The model derived from the sequential CNN model exhibited a high
level of accuracy. This model is a useful tool for predicting the positivity of hepatitis A
antibody.
Keywords: Hepatitis A virus, Antibodies, Machine learning, Algorithms

I. 서

론

판단되면 항체 검사 없이도 바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의 항체 검사 비용과 예방접종 비용

A형 간염은 예방접종으로 쉽게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

을 감안하였을 때, 항체가 16.7%–18.2% 이상 있을 것으로 예상

라에서 젊은 성인의 A형 간염의 항체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되는 경우 항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우월한 전략이다[1]. 따라서,

그런데, 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전에 항체 여부를 검사해

자신의 성별, 나이, 거주 지역 등의 특성에 따라 항체 여부를 추정

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항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할 수 있다면 이런 판단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검사를 먼저 시행해 보는 것이 추천되지만, 항체가 없을 것으로

기계학습(머신러닝, machine learning)은 심혈관계 질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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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이나 영상 판독 등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예측을 수행하는 데

받은 대상자 총 4,626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성별, 나이, 거주

이용되고 있다[2,3]. 그러나 아직까지 A형 간염의 항체 양성률을

지역, 직업, 키, 몸무게, 혈압 등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모든 변수

예측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 기법을

가 고려되었다. 데이터 전처리, 모델의 학습, 예측을 수행하였다.

이용한 A형 간염 항체 양성률 예측 모델을 만들고 성능을 확인하

분석 대상에 활용할 변수를 선정한 후 A형 간염 항체 여부를 종

는 것이다.

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변수의 결측값을 가지는 일부의 샘플은 제
거하였다. 총 14개의 변수를 기반으로 신경망 머신러닝과 기법을

II. 연구대상 및 방법

XGBoost (eXtreme gradient boosting machine, XGBoost
originates from research project at University of Wash-

201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A형 간염 항체 검사를 시행

civar01 InputLayer
input:

integer_lookup_7 IntegerLookup

output:

output:

input:

[(None, 1)]

(None, 1)

[(None, 1)]

(None,3 )

civar02 InputLayer

integer_lookup_8 IntegerLookup

input:

output:

output:

input:

[(None, 1)]

(None, 1)

[(None, 1)]

(None, 3)

civar03 InputLayer

integer_lookup_9 IntegerLookup

input:

ington, Seattle, WA, USA)를 사용해 예측 모델을 구축했다. 과

output:

output:

input:

[(None, 1)]

(None, 1)

concatenate_2

Concatenate

[(None, 1)]

(None, 17)

input:

output:

nuvar03 InputLayer

integer_lookup_8 Normalization

input:

output:

[(None, 1)]

(None, 1)
integer_lookup_9 Normalization

output:

dropout_2 Dropout
output:

input:

dense_5 Dense
input:

output:

(None, 26)

(None, 32)

(None, 32)

(None, 26)

(None, 32)

(None, 32)

(None, 1)

output:

input:

[(None, 1)]

(None, 1)

[(None, 1)]

(None, 1)

nuvar05 InputLayer

integer_lookup_10 Normalization

input:

output:

(None, 1)

nuvar04 InputLayer
input:

input:

(None, 3), (None, 3), (None,17), (None,1), (None,1), (None, 1)

output:

input:

[(None, 1)]

dense_4 Dense

output:

output:

input:

[(None, 1)]

(None, 1)

[(None, 1)]

(None, 1)

Fig. 1. Neural network model architecture for prediction of hepatitis A anti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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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el accuracy (A) and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UROC) (B) by train dataset and test dataset in epoch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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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leaf values of in the tree model in XGBoost (eXtreme gradient boost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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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의 과정을 모니터링 하였다. Train

2. XGBoost을 활용한 예측 모델의 결과

dataset과 validation dataset의 accuracy와 area under the

XGBoost란 트리 기반의 정규화 그래디언트 부스팅을 이용하는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UROC) 등의 방법

알고리즘이다. 머신러닝의 단일 의사 결정 트리보다 더 높은 정확

들을 이용하여 이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후향적 자

도를 가지지만 의사 결정 트리의 본질적인 해석 가능성을 희생한

료 연구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다는 단점을 지닌다. 특히, 수백 개 이상의 트리 경로를 따라가는

Review Board)로부터 심의면제 승인을 받았다(IRB No. E-2204-

것은 훨씬 복잡하고 해석하기 어렵다. Fig. 3은 이 연구의 의사 결

002-1310).

정 나무 모식도이다. AutoML (XGBoost) 기능으로 학습한 이번

III. 결

모델은 A형 간염 항체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예측하는 성능을 보

과

였다. 이 모델은 AUROC 0.950 및 정확도 0.979인 예측 모델이
었다(Fig. 4). 이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혼돈 행렬 지표를
사용하였다(Fig. 5). 머신러닝을 통한 분류 모델의 성능은 일반적

1.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인공신경망이란 인간의 뉴런 구조를 본떠 만든 기계학습 모델이

으로 실제값과 예측값이 일치하는지를 정확도(accuracy), 정밀

다. 이 연구에서는 다층의 퍼셉트론(perceptron)을 이용해 딥러

도(precision), 재현도(recall), F1 score 등으로 표현한다. 그러

닝(deep learning)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Fig. 1). 퍼셉트론

나 임상의사들에게는 민감도나 특이도가 더 익숙할 것이다. 재현

이란 뉴런의 수학적 모델을 말한다. 그리고 머신러닝의 총 매개변

도는 민감도와 같다. 앙상블 모형에서 변수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수(parameter)는 1,779개였다. 입력 변수의 형태를 식별하여 분

특성의 중요도를 점수로 나타내어 예측력이 가장 높았던 변수를

류하고, 필요시 정규화하도록 설계하였다. 모델은 0.001의 학습

나열할 수 있다. 이 모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연령이었다(Fig.

률을 가진 adam optimizer를 사용하였고, 손실 함수는 binary

6).

cross-entropy를 이용하였다. 이 신경망에 50번의 반복학습(epoch)을 시행하였다. 모델의 학습은 데이터의 80%, 검증은 데이터
의 20%로 사용하였다(Fig. 2). 이 모델의 최종 정확도는 89.7%,

IV. 고

찰

AUROC는 95.6%였다. 이 신경망으로 학습 시작 10회 이내에 최

이번 연구에서 신경망 머신러닝, XGBoost을 통한 A형 간염 항

적의 결과가 도출되고, 이후 과적합(overfitting)하는 것으로 나타

체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성능 평가에서도 정확

났다.

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예측을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
고, 기계 학습의 모델과 과정을 목표에 맞게 설계하는지가 중요한
였고, 특히 오랜 임상경험을 가진 의료인의 지도학습을 실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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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이 예측 모형의 결과값을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추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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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선된 모델을 통해 A형 간염의 항체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예
측하게 된다면, 각 개인에게 가장 비용-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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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utoML (XGBoost: eXtreme gradient boosting ma-

chine) model variable importance. Feature importance
was calculated for all the input features for a given model.
A higher score means that the specific feature will have
a larger effect on the model that is being used to predict
a certain variable. The highest important feature in this
model was age (years).
이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한다.
몇 가지 유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동맥 판막의 칼슘에 대한 컴
퓨터 단층촬영의 특성들(features)을 이용하여 심각한 대동맥 협
착증을 예측하는 모델이 개발되었다. 이 연구는 다음의 3가지 기
계학습 기법(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random forests, and eXtreme Gradient Boosting [XGBoost])을 사용하였다.[4]
전립선암을 예측하는 모델을 기계학습의 7가지의 알고리즘
을 비교 분석하였다(일반화 선형 모델,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
eXtreme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XGBoost], 분산 랜덤 포레스
트/극도 랜덤 포레스트, 다층 인공 심층 신경망, 나이브 베이즈 분
류기 및 자동 ML 앙상블 기능). 그 중 연구자에 의해 튜닝된 XGBoost 모델이 최고의 메트릭(AUROC, 0.830)에 도달했다[5].
최근에는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예측 모델이 기계학습을 통
해 개발되었다. XGBoost 모델의 총 37개 변수를 활용한 모델의
AUROC가 0.965였는데, 17개의 변수만을 활용한 최적화 모델의
AUROC는 0.963이었다. 이 모델의 최적의 분류 임계값을 사용하
면 가상의 환자 유입 시나리오에서 환자의 사망률을 최대 18.1%
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6].

V. 결

론

이처럼 기계학습은 의학적 예측 분야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고
있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의 머신러닝 기법을 통
해 특정 병원이 아닌, 여러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고
성능의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신뢰성 검증을 위

20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모델은 과거의 조사 자료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서 작동하려면, 자연 감염에 의한 면역 획

15

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비용 효과성이 입증되면 이 모델의 가치를 확
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항공 신체검사 결과를 머신 러닝을 통해 학
습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이나 인지 기능 장애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건강 증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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