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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I 분석도구로서 인공신경망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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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

bjectives：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1) conduct a discrimination analysis of schizophrenia and bipolar

affective disorder using MMPI profile through artificial neural network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2) to make a comparison betwee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two methods, and 3) to demonstrate the usefulness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analysis of psychiatric data.
Procedure：The MMPI profiles for 181 schizophrenia and bipolar affective disorder patients were selected.
Of these profiles, 50 were randomly placed in the learning group and the remaining 131 were placed in the
validation group.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was trained using the profiles of the learning group and the 131
profiles of the validation group were analyzed.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then conducted in a similar
manner. The results of the two analyses were compared and contrasted using sensitivity, specificity, ROC
curves, and kappa index.
Results：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analysis both exhibited satisfactory discriminating ability at Kappa index of greater than 0.4. The comparison of the two methods revealed artificial
neural network analysis is superior to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its discriminating capacity, displaying higher values of Kappa index, specificity, and AUC(Area Under the Curve) of ROC curve than those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onclusion：Artificial neural network analysis is a new tool whose frequency of use has been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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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ts superiority in nonlinear applications. However, it does possess insufficiencies such as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Nevertheless, when used in
conjunction with other analysis tools which supplement it, such as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t may
serve as a powerful tool for psychiatric data analysis.
KEY WORDS：Neural network·Logistic regression·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7-9)

사고 척도들을 분석하기도 하고,

서

론

심지어는 sertraline

등의 정신과 약물치료 효과 분석 또는 치료 방법을 제안
10-12)

하는데 인공신경망 분석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인공신경망 분석(artificial neural network analysis)

그 밖에도 중요한 정신과 자료 중 하나인 영상자료 분

은 신경계를 모방한 전산화된 분석 도구로 비교적 최근

석에 응용되어 정신분열병 환자의 미상핵(caudate) 크

에 소개되고 점점 이용이 늘어나면서 의학자료 분석에

기를 측정하는데 이용 하는 등의 인공신경망 분석을

1)2)

서도 유용한 분석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13)

이용한 논문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인공신경망은 생물의 신경계를 모방함으로써 얻게 된

중에는 인공신경망의 분석 결과를 기존의 로지스틱 회

인간의 뇌와 유사한 문제해결방식을 보이는데, 이 때문

귀분석 및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등의 통계

에 복잡한 비선형적(nonlinear) 관계를 병렬적(parallel)

방법과 비교하기도 하였는데 대체로 다수에서 기존의 회

으로 분석하고 처리할 뿐 아니라 학습(learning)이 가

귀분석과 같은 통계방법보다 예측능력과 판별능력에서

능하고 일반화(generalization)능력이 뛰어나며 더불어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오류나 잡음(noise)에 강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

3)6)7)

인공신

경망 분석은 일반적으로 과정이 복잡하고 해석이 어렵

위와 같은 특징은 방대하면서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

고 상관관계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지는 의학자료의 분석에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 의학연

분석을 해내는 경우가 많아 특히 정신과 진단이나 임상

구에서는 이를 이용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Dreiseitl

심리학적 검사의 해석처럼 오랜 시간 수련과 경험이 필

1)

과 Ohno-Machado 는 2002년 Medline index 검색

요한 어려운 문제의 해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조사한 28,500건의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

으로 여겨진다.

gression) 이용 논문 중 약 1/3에 해당하는 8,500건이
인공신경망 분석을 이용한 논문이었다고 하였다.

14)

임상심리학적 검사 중 대표적 검사인 다면적 인성검사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

정신과 영역에서 역시 인공신경망 분석이 이용된 연

tory)는 오랜 기간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정신과 질환의

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 국내의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진단에 유용함이 알려져 있으며, 특히 정신분열병과 성

실정이고, 외국의 경우를 보면 1990년도 후반부터 정신

격장애 문제를 선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반복된

과적 진단 및 치료, 증상분석 및 영상자료 처리 등 다양

연구 결과로 이미 알려져 있다.

한 영역에 인공신경망 분석을 이용하고 있다. CIDI(Com-

정신분열병 환자의 증상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BPRS

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와 같은 구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와 PANSS(Positive

조화된 면담 혹은 Eye-tracking performance의 결과

And Negative Symptom Scale)는 MMPI의 척도들과

를 분석하여 정신분열병 진단에의 유용성을 평가해 보

연관성을 보이는데 특히 임상척도 중 2번 Depression

기도 하고, 신경심리학적 검사를 분석하여 소아 뇌기능

척도, 4번 Psychopathic Deviate 척도, 7번 Psychas-

장애를 조기 진단하는데 이용을 해보는 등의 임상적으로

thenia척도와 같이 우울경향, 성격장애 및 긴장과 불안

진단이 어려운 경우 도움이 되는 분석으로 인공신경망을

을 나타내는 척도들이 BPRS의 여러 항목과 연관성을

3-5)

이용한 연구

를 비롯하여 알쯔하이머형 치매를 sta6)

ging하고 유형을 구분하거나 환청, 우울증상 및 자살

15)

16)17)

보이며,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망상과 관련된 항목은 6번 Paranoia 척도

와 사고장애 항목은 F(Infrequency)척도 및 9번 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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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pomania척도와의 상관성 을 보이는 등 MMPI 프로파

Table 1. Demographic data

일이 정신분열병 증상에 상당 부분 관련되며, 정신분열

Diagnosis

병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하
였다. 그래서 경계성 인격장애와 우울증 및 정신분열병
19)

환자를 MMPI결과로 구분 하거나 정신분열병의 발병을

66

36

102(56.4)

47

32

079(43.6)

Total(%)

다. 하지만 MMPI 검사 단독으로는 제약 및 예외가 많

Age(years)

고 MMPI 검사결과가 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상인지

IQ(KWIS)

22)

임상적인 이용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저자들은 위와 같은 MMPI 검사의 특성상 인공신경망
분석과 같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프로파일 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국내 여러 정
신과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MMPI 검사를
이용한 정신분열병과 양극성장애의 판별능력을 인공신경
망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 기존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과 같은 통계분석과의 차이점 및 장단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정신과 자료분석에 있어서 인공신경망 분
석의 유용성을 평가해보고 추후 다른 인공신경망 분석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방

Total (%)

Female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된

아니면 병전 성격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단점 도 있어

Bipolar
disorder

Male

20)21)

예측하는 등에 이용

Schizophrenia

113(62.4)

68(37.6)

181(100)

Mean±SD

Mean±SD

Mean±SD

32.67±08.89 31.71±08.73 32.31±08.82

89.11±11.0 90.42±11.4 89.61±11.1
KWIS：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많았으며 총 113명 정신분열병 중 남자는 66명, 여자
는 47명이었으며, 68명의 양극성장애 중 남자는 36명,
여자는 32명이었다. 정신분열병과 양극성장애 양 군간
나이와 지능지수(IQ)는 정신분열병이 나이가 조금 많고
양극성장애 환자의 지능지수가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표 1).
MMPI 프로파일 자료는 무응답척도를 제외한 타당성
척도인 L척도, F 척도, K 척도 3가지와 임상척도인 Hs
척도, D 척도, Hy 척도, Pd척도, Mf척도, Pa척도, Pt척도,
Sc척도, Ma척도, Si척도의 10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두 가지를 합한 총 13개의 척도가 분석에 사용되
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법

이와 같이 얻어진 MMPI 프로파일 중에서 정신분열병

국립공주병원에서 1998년도 7월부터 2003년 10월까
지 실시한 1512건의 다면적 인성검사(MMPI)를 대상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 이용된 MMPI는 표준화된 한
국판 550문항 자기보고식 검사였다. 검사 당시 진단이
정신분열병, 양극성장애인 자료만을 골라내어 의무기록
으로 DSM-IV-TR의 정신분열병, 양극성장애 진단기
준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연구에 포함시켰고, 진단기준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모두 제외하였다. 또한

25명, 양극성장애 25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50명으로 이
루어진 학습군(learning group)을 구성하였으며, 나머지
131명의 프로파일은 검증군(validation group)으로 진
단의 정확도를 알아보고 판별력을 검증하는데 이용하기로
하였다. 위의 자료를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 인공신경
망 학습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 Dreiseitl과 Ohno1)

Machado 에 의해 제안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인공
신경망 분석 방법을 따랐다.

위의 자료 중 IQ 70이하의 정신지체의 경우와 무응답

1. 로지스틱 회귀분석

척도의 점수가 높은 경우는 MMPI 결과에 영향을 주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방법은 1991년도 Moldin등 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양극성장애는

의해 실시된 정신분열병 환자와 양극성장애 환자의 MM-

MMPI검사 당시 우울증 삽화 또는 조증 삽화의 경우가

PI 프로파일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구를 토대로 하였다.

23)

혼합되어 있었으나 두 삽화 모두 양극성장애를 정신분

저자들은 SPSS 11.0 PC-version를 이용하였고 학

열병과 구별하는 중요증상이라 판단되어 구분을 짓거나

습군과 검증군으로 나눠진 131명의 자료는 MMPI 프로

배제하지는 않았다.

파일 13개의 척도 값(T-score)과 진단정보로 구성되어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181명의 MMPI 프로파

있고, 다른 전처리 혹은 환산 없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일을 얻었다. 정신분열병과 양극성장애는 각각 113명,

진단정보 값은 정신분열병인 경우 1로, 양극성장애인 경

68명으로 양극성장애에 비하여 정신분열병의 경우가 더

우 0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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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군 처리는 50개의 학습군 각각의 척도 값을 독립

공신경망의 자세한 설정값(parameter)은 표 2와 같다.

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진단정보 값을 종속변수

인공신경망 분석과정은 먼저 13개의 T척도를 전처리

(dependent variable)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하고

(preprocessing)하여 -1에서 1사이의 수로 만들고, 전

Beta값과 Intercept를 구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얻어진

처리된 자료 중 학습군으로 학습을 시킨 후 학습된 인

Beta 값과 Intercept로 구한 방정식에 검증군의 13개

공신경망에 검증군을 대입하여 결과를 얻어내는 순서로

척도 값을 대입하여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다.

진행되었다.

학습군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역방향 조건부(back-

MMPI 타당성척도와 임상척도가 50점을 기준으로 30~

ward conditional)의 방법으로 중요하지 않은 변수를 제

70점 사이에 대부분 분포하므로 50점을 0으로 하여 대부

거해가면서 분석하는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방법

분의 값이 -1과 +1사이에 분포하는 값이 되도록 하였다.

으로 불필요한 변수를 줄이는 것이 분석의 정확도를 높

50개의 학습군 자료 진단정보 값은 0(양극성장애)과

1)

1(정신분열병)의 값을 갖는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인공신

이는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검증군 131명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값은 0에서

경망은 기본적으로 양극성 뉴런을 모델화한 것으로 전달

1사이의 확률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0.5를 절단점(cut-

함수(transfer function)가 시그모이드(sigmoid)함수로

off)으로 하여 0.5 초과는 정신분열병으로, 0.5 미만은

되어있어 양극성 정보처리에 적합하므로 진단정보의 값

양극성장애로 판별한 것으로 여겨 0.5 초과는 1로, 0.5

을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

미만은 0으로 변환한 결과값을 구할 수 있었다.

때문에 진단정보 값을 -1(양극성장애)과 1(정신분열병)
로 변환한 목표 값(target data)이 인공신경망 학습에 사

2. 인공신경망 분석
저자들은 인공신경망 분석을 위하여 Mathworks 사의
matlab 6.5판을 사용하였다. MMPI 프로파일 분석을 위
해서 은닉층 (hidden layer)의 수가 1개인 3층의 역전
파 인공신경망(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을 이
용하였다. MMPI 프로파일 13개 척도값의 입력을 위해
입력층 (input layer)의 노드(node) 수는 13개로 정하
였고 결과값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같은 1개의 값이 출
력되어야 하므로 출력층(output layer)은 1개로 구성되
었다. 은닉층(hidden layer)의 노드 수는 경험적으로 결
1)

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노드 수를 3개

가진 인공신경망부터 7개를 가진 것까지 총 5종류의 인
공신경망을 사용하여 MMPI자료를 미리 분석해 보고 결
과가 가장 좋은 인공신경망 은닉층 노드 수를 MMPI 프
로파일 분석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인공신경망은 학습군의 특징에 너무 수렴되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고 판별능력이 떨어지는 과대적합(over1)

fitting)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저자

들은 과대적합을 피하기 위하여 결과가 유사할 경우 은

용되었다.
학습된 정도는 학습 횟수(epochs)보다는 표준오차평
균(MSE：mean of squared error)이 정확할 것으로 판
단되어 표준오차평균값(MSE)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조기중단(early stopping) 시점을 판단하고 인공신경망
이 오류 없이 일반화가 되는지 알아보는데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해 주었다. 은닉층의 노드 수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은닉층이 3개, 4개, 5개, 6개, 7개가 존재하
는 총 5개의 인공신경망을 설계하여 학습과 검증이 실시
되었으며 5회씩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은닉층 노드 수가
5개인 경우 결과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은닉
층의 노드 수는 5개로 결정하였다(그림 1). 인공신경망
이 새로 초기화되면 각각 시냅스 연결의 가중치(weight)
역시 초기화가 되는데 이때 무작위적으로 -1에서 1사
Table 2. Parameters of artificial neural network(three
layer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
Input layer node

13

Hidden layer node

5

Output layer node

1

닉층 수가 적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하고 학습과정에서 조

Learning algorithm

Scaled conjugate gradients

기중단(early stopping)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학습 알

Learning rate

0.02

고리즘(Learning algorithm)은 비교적 성능이 뛰어난

Transfer function

Tangent sigmoid

Scaled conjugated gradient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는데

Training method

Batch training

Performance function

MSE(mean of squared errors)

1)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를 출력해냈다. 분석에 이용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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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utput layer

Table 3. Discriminating abilitie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s(ANN)
analysis

Schizophrenia

-0

Bipolar disorder

-1

Sensitivity Specificity ROC-AUC Kappa

Hidden layer

Input layer

K

F

L

Hs

D

Mf
Hy Pd

Pa

Pt

Sc

Ma Si

Fig. 1. Illustrated artificial neural network(MMPI discriminator).

65

Logistic
Reg.

0.807

0.698

0.752

0.493

ANN-10

0.898

0.744

0.821

0.650

ANN-20

0.807

0.744

0.776

0.532

ANN-30

0.773

0.814

0.793

0.548

ANN-40

0.841

0.744

0.793

0.575

ANN-50

0.830

0.767

0.798

0.580

ANN-60

0.841

0.721

0.781

0.555

ANN-70

0.761

0.814

0.776

0.534

ANN-80

0.807

0.767

0.787

0.551

ANN-90

0.795

0.791

0.793

0.556

ANN-10

0.830

0.744

0.787

0.560

ANN-mean

0.818

0.765

0.792

0.564

ROC-AUC：receiver operation curve-area under the
curve

Schizophrenia
Bipolar disorder

3.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인공신경망 분석결과의 비교

60

T Score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얻어진 결과와 인공신경망 분
55

석으로 얻어진 결과를 실제 진단과 비교하여 올바르게
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해낸 정도를 민감도(sensitivity)와

50

신뢰도(specificity)로 측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Kappa
45
40

일치도 값과 ROC curve를 통해 얻은 AUC(Area under
the curve) 값을 같이 비교하여 판별능력을 평가하고자
L

F

K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1)

하였다.

Scales

결

Fig. 2. Differences of MMPI profile between bipolar
affective disorder and Schizophrenia(mean Tscore).

과

연구에 참여된 181명의 정신분열병, 양극성장애 환자
이의 숫자가 가중치로 할당되기 때문에 매번 학습 시마

의 MMPI 13개 척도의 T-점수 평균비교는 그림 2와

다 인공신경망은 서로 약간씩 다른 모습들을 보인다. 이

같다. 13개 척도 평균 비교에서 정신분열병은 신뢰성 척

러한 점 때문에 저자들은 10회에 걸쳐 초기화-학습-검

도가 양극성장애보다 높고 임상척도 6번 Paranoia 척

증을 반복해 보기로 하였다. 인공신경망은 성공적으로 학

도와 8번 Schizophrenia의 척도가 높은 값을 보여 편

습되어 검증군의 분석결과가 목표 값의 범위인 -1에서

집형 정신분열병에서 많이 관찰되는 6-8/8-6 상승척

1사이의 숫자로 출력되었다. 결과값 중 -1은 양극성장

도쌍을 나타냈다. 반면 양극성장애 환자의 경우는 2번

애의 목표값이며 1은 정신분열병의 목표값으로 로지스틱

Depression 척도가 낮고 9번 Hypomania 척도 값이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절단점(cut off)을 0으로 하여

높은 모습을 보여 병적인 기분불안정 상태를 짐작할 수

0 초과의 양수로 표현된 경우 정신분열병으로, 0 미만의

있었다.

음수로 표현된 경우 양극성장애로 판단한 것으로 하였다.

인공신경망 분석과정 중 10회에 걸쳐 시행된 학습과

이를 정신분열병은 1로 양극성장애는 0으로 변환하여 결

정에서 많은 학습 횟수(epochs) 없이 평균 50회 미만의

과를 비교하였다.

학습 횟수로도 표준오차평균(MSE) 값이 원하는 목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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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에 쉽게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 학습이 큰 무리없

으로 예상된다.
MMPI 프로파일은 분석에 있어 해석이 어렵고 많은 임

이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와 10회에 걸쳐 실시한 인

상경험을 요하는 과정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MMPI 자

공신경망 분석 결과 및 평균값은 표 3과 같다. 인공신경

료의 분석에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망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Kappa 일치도는 0.4

보다 다소 변별력이 우수한 판별분석을 해낼 수 있었는

이상의 높은 값을 보여 두 분석법 모두 정신분열병과 양

데,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극성장애를 판별해내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 취약한 비선형적 분석능력이 MMPI 결과 분석에 유

인공신경망의 10회 평균값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용하다는 의미이며 다시 이야기하면 MMPI 결과들 사

비교해 보면 민감도(sensitivity), 특이도(specificity),

이에 비선형적인 관계의 존재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말

Kappa일치도 및 AUC값 모두 인공신경망 분석이 로지

이 될 것이다.

스틱 회귀분석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민감도를

이러한 인공신경망 분석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비

제외한 특이도, Kappa일치도, AUC값은 인공신경망 10

하여 판별력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지만 여러 단점도 가

회 분석 모두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보다 우수한

지고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

것을 볼 수 있었다(표 3).

속변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 즉,
변수들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에 대한 정보를 주지만, 인

고

찰

공신경망 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와 같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

인공신경망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다양한 의학
적 자료를 분석하는데 적합하고 뛰어난 분석법으로 여
1)

겨지며 최근 이용이 늘고 있다.

다. 또한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하여는 인공신경망을 최
적화하고 과대적합(overfitting)이나 과소적합(underfi-

그 중 인공신경망 분

tting)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하

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고 수 회 혹은 수십 회에 걸쳐 학습시킨 결과 중 좋은

서도 기본적으로는 비선형적(nonlinear) 분석이며 비모

결과를 보이는 인공신경망을 골라내는 등의 수고를 해

수적(nonparametric) 성향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야한다는 점들이 단점이 될 수 있겠다.

1)2)

인공신경망 분석의 이러한 차이점을 학

여러 단점들 중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을 알

자에 따라 비선형적 회귀분석(nonlinear statistical reg-

수 없다는 점은 의학적 자료를 분석하는 데 인공신경망

ression)이라 하여 회귀분석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고

24)25)

분석의 큰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분석의 정확성 보다

비선형성(nonlinearity)을 강조하여 회귀분석을 능가하는

는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연구에는 인공신경

할 수 있다.

26)

새로운 도구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

망 분석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27)

하여 인공신경망적 접근이 기존 회귀분석을 능가한다는

Wong 등 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인공신경망 분석

것은 알려져 있으며 그 유용성은 예측력 혹은 판별력이

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될 때 그 뛰어난 능력이 드러

2)

필요한 상황에서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료의

난다고 말한다. 저자들이 본 연구를 통해 공감을 할 수

비선형성이 클수록 기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같은 기

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 연구에서 판별능력 비교를

존의 분석법에 비해 더욱 우수해서, 전통적인 회귀분석

많이 이야기 하지만 두 분석법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

으로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공신경망 분석은 높은

신한다기 보다는 각각의 역할을 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

2)

완할 때 좀 더 나은 결과와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일

정확성을 보인다고 한다.

비선형적인 경향이 강한 의학자료의 특성 때문에 인공

것이다.

신경망 분석이 의학자료 분석에 미치게 될 영향은 크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인공신경망을 임상에 바로 이용하

고 생각된다. 정신과 연구에서 다뤄지는 자료 역시 비선

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 많다. 한 정신과 병원에 입

형적인 분석을 요하는 복잡한 자료들이 많고 점점 더 늘

원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점 때문에 지역적 특성 및 환

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는 더욱 인공신경망 분

자군의 특성이 대한민국 전체의 정신분열병 및 양극성

석과 같은 새롭고 뛰어난 분석방법들이 필요하게 될 것

장애 환자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만성적인 정신장애

- 170 -

를 가진 환자가 다수 포함된 집단의 양극성장애 환자와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MMPI 결과이기 때문에

10. Franchini L, Spagnolo C, Rossini D, Smeraldi E, Bellodi L, Politi E. A neural network approach to the out-

come definition on first treatment with sertraline in a
psychiatric population. Artifical Intelligence in Medicine
2001;23:239-248.

정신과적 진단 혹은 선별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 및 예측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1. Ilan Modai, Asher Israel, Shalom Mendel, Evor L.
Hines, Ronit Weizman. Neural network based on adap-

tive resonance theory as compared to experts in suggesting treatment for schizophrenia and unipolar depressed
in-patients. Journal of Medical Systems 1996;20:403-412.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하여 인공신경망 분석이 실제
정신과 데이터 분석의 이용이 가능하며 결과가 기존 통
계방법에 비하여 우수함을 알 수 있었고 인공신경망 분
석의 제한점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분석이 어려운 여러

12. Ernestina Politi, Carlo Balduzzi, Riccardo Bussi, Laura Bellodi. Artificial neural networks: a study in clinical

psychopharmacology. Psychiatry Research 1999;87:203215.

정신과 자료들에 있어서의 적용가능성 및 장점들을 추
후 연구를 통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심 단어：인공신경망·로지스틱 회귀분석·다면적 인
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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