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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만성질환 중의 하나인 고지혈증 유병을 예측하는 분류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VM과 
meta-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성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알고리즘에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변수선
정 방법을 통해 유의한 변수만을 선정하여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이 결과 역시 각각 성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료패널 2012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변수 선정을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
용하였다. 먼저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둘째,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알고리즘
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변수를 선정하였다. 한편, 이렇게 선정된 변수를 기준
으로 SVM, meta-learning 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고지혈증 환자분류 예측모형을 비교하였고, TP rate, precision 
등을 사용하여 분류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분류한 결과 SVM의 정확도는 88.4%, 인공신경망의 정확도는 86.7%로 SVM의 
정확도가 좀 더 높았다. 둘째, stepwise를 통해 선정된 변수만을 투입하여 분류한 결과 전체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보다 각각 정확도가 약간 높았다. 셋째, 의사결정나무에 의해 선정된 변수 3개만을 투입하였을 때 인공신경망
의 정확도가 SVM보다 높았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 선정된 변수를 투입하여 분류한 결과 SVM은 88.5%, 인
공신경망은 87.9%의 분류 정확도를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meta-learning 알고리즘인 
스태킹(stacking)을 적용한 결과로서, SVM과 MLP의 예측결과를 메타 분류기인 SVM의 입력변수로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 고지혈증 분류 정확도가 meta-learning 알고리즘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SVM, meta-learning,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의료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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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구의 고령화, 의료기술의 발전, 기대여명의 

증가, 생활습관의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 유병률

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 및 사회의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다. OECD(2010) 보고에 따르면 만성

질환은 장애와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세계인구

의 약 60%가 만성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만성질환으로 인

한 국민의 건강 및 경제적인 부담 등 영향을 받

고 있다.
최근에는 만성질환의 증가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만성질환을 가진 복합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만성질환 

보유자 중 50대의 경우 평균 2개 이상, 60대는 

평균 3개, 70대 이상은 평균 3.5개의 복합만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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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

성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등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이기

도 하다. 심뇌혈관질환은 단일질환인 암을 제외

하고 사망원인 2, 3위를 차지하며, 특히 심장질

환은 10년 전인 2004년에 비하여 42.8% 증가하

였다. 따라서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

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분야는 자료는 많지만 정보가 부족한 분

야로,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미 암과 같이 질병을 진단하

는데 적용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단이 이루어지던 것이 데이터마이닝 기

법을 적용하여 예측력을 더 높일 수 있다. 또한 

질병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고위험

인자를 발견하여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분야의 정보가 갖는 부정확성, 개인

정보보호 등의 특징들로 인해 적용에 제한이 있

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임상에서의 의

사결정지원시스템을 도입 및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에서 수집된 

개인별 의료자료를 이용하여 만성질환 중의 하

나인 고지혈증 유병을 예측하는 분류모형을 개

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과가 좋은 SVM과 

meta-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성과를 비교

하였다. 또한 각 알고리즘에서 성과를 향상시키

기 위해 변수선정 방법을 통해 유의한 변수만을 

선정하여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이 결과 역시 각

각 성과를 비교하였다. 

2. 선행연구

질병예측을 위해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국외 연구를 고찰한 결과 크게 심혈관질환을 예

측하는 모델을 만든 연구와 질병예측 연구 결과

를 비교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심혈관질환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한 

연구들로 Palaniappan et al.(2008), Soni et 
al.(2011), Chen et al.(2011) 등이 있었다. 
Palaniappan et al.(2008)은 의사결정나무, 나이브

베이즈, 신경망을 이용하여 IHDPS(Intelligent 
Heart Disease Prediction System)의 표준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IHDPS는 데이터 이해, 전처리, 
모델링 등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CRISP-DM 방
법론을 사용하였다. 13개 변수를 투입하여 5가지

의 목표를 평가하였다.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을 

것 같은 사람을 예측한 결과 나이브 베이즈가 

95.1%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고, 의사결정나

무(94.93%), 신경망(93.54%)가 각각 뒤를 이었다. 
심장질환을 예측하는데 주요한 변수를 찾는데는 

의사결정나무보다 나이브 베이즈가 더 나은 결

과를 보였다. Soni et al.(2011)은 심혈관질환 예

측을 위해 나이브 베이즈, 인공신경망, 의사결정

나무 등 서로 다른 지도학습 데이터 마이닝 기법

을 이용한 연구들을 비교하였다. 세 가지 방법 

모두를 이용한 IHDPS에서 나이브 베이즈, 의사

결정나무, 인공신경망의 정확도는 각각 86.53%, 
89%, 85.53%였다.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 위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정확도는 각각 96.5%, 99.2%, 88.3%
로 향상되었다. Chen et al.(2011)은 심장질환을 

예측하기 위하여 13개 변수를 투입하고 신경망

을 이용하여 HDPS(Heart Disease Prediction 
System)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분류 정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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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전후,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85%, 70% 전
후로 나왔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질병예측을 한 연구들을 비교한 연구들로 Sudha 
et al.(2012), Chirta & Seenivasagam(2013) 등이 

있었다. Sudha et al.(2012)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

환인 심혈관 질환, 폐암, 뇌졸중, 결핵, 당뇨병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선행연구

에서 질병을 예측하기 위해 의사결정 모델, 베이

지안 분류기, 신경망, 유전자 알고리즘, Adaptive 
Neuro fuzzy interference system, Multivariate 
adaptive regression spline등의 기법을 이용하였

다. 의료분야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암 유전자를 찾기 

위해 유전자 알고리즘 이용, 간암 진단을 위해 

CART와 CBR을 이용, 뇌혈관 질환 예측을 위해 

의사결정나무, 베이지안, 신경망 이용, 뇌졸중 원

인 파악을 위한 인공신경망 이용, 고혈압 혹은 

고지혈증을 환자를 대상으로 복합질환예측을 위

해 MARS(Multivariate Adaptive Regression 
Splines) 사용한 연구 등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의료분야에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수준을 확인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Chirta & Seenivasagam(2013)은 데이터마

이닝 기법과 하이브리드 지능 기법을 이용하여 

심장질환 예측한 연구를 정리하였다. 
이 외에도 데이터 마이닝의 여러 기법들을 결

합하여 모델을 제안한 연구들도 있었다. Dogan 
et al.(2008)은 고지혈증 진단에 도움을 주는 의

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고지혈증을 

판단하는 기준인 총콜레스테롤, LDL, 트리글리

세이드, HDL, VLDL 등의 지표를 사용하였고 신

뢰도와 지지도로 결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오

분류된 데이터가 없어 매우 높은 신뢰성을 보여

주었다. Jabbar et al.(2012)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

을 이용하여 Andhra Pradesh의 심장병 예측을 위

한 연관성 분류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관

성 분류기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규칙 생

성시 유용한 변수를 투입하였고, Z 통계량으로 

가설을 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변수의 지니

계수를 찾고, Z 통계량으로 규칙의 적합도를 평

가하고, 규칙을 생성하였다. 판단노드에서 

crossover를 수행한 후, 판단 노드의 값을 

mutation하여 generation을 생성하고, 생성된 규

칙을 기반으로 분류기를 만들고 예측하여 정확

도를 평가하였다. SGI의 데이터 셋 6개, UCI의 

데이터셋 2개 총 8개를 기준으로 제안된 방법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10 fold-cross validation을 

수행하였고, 의료 데이터셋을 이용한 분류기 정

확도는 c4.5, 나이브 베이즈, GNP, 신경망과 비

교하여 제안한 방법의 평균정확도가 더 높았고, 
비의료데이터셋의 정확도는 c4.5, 나이브 베이즈

와 비슷하거나 높았다. Chitra & Seenivasagam 
(2013)은 심장마비 위험인자를 예측하고자 

CNN(Cascaded Neural Network) 방법을 제안하였

고 그 성과를 SVM과 비교하였다. 연령, 성별, 흉
통 등을 포함한 13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분류한 

결과 CNN의 정확도는 training data, testing data 
각각 78.55%, 85%로 SVM의 정확도 75%, 82%
보다 각각 높았다. 정확도 이외 민감도와 특이도

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특이도는 CNN(0.87)이 

SVM(0.775)보다 높은 반면 민감도는 CNN(0.83)
이 SVM(0.855)보다 낮았다. 또한 ROC 곡선을 

비교한 결과 CNN이 SVM보다 더 높은 예측력을 

보여주어 결과적으로 CNN이 심장질환 예측에 

더 강한 도구라고 제안하였다. Huang et al.(2007)
은 데이터 마이닝과 사례기반추론(Case-based 
Reasoning)을 결합한 CDPD(Chronic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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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nosis and Diagnosis) 모델을 제안하였고, 이 

모델은 지식생성단계, 지식해석단계 이렇게 크

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생성단계에서

는 의사결정나무와 case association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데이터 사이의 관계와 패턴을 찾기 위

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였다. 지식해석단계는 

새로운 사례가 들어오면 검색, 재사용, 교정, 저
장 등의 과정을 거친다. CDPD 모델의 추론 정확

도, 일관성 등을 평가한 결과 retrieval 정확도는 

0.924로 높은 유사성을 보였고 일관성은 100%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CDPD는 만성

질환 진단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가진다. 
한편, 국내 의료분야에서 데이터마이닝을 활

용한 질병 예측모형은 주로 고혈압과 당뇨병에 

국한되어 있었다. 김한결 외(2016)는 의사결정나

무, 로지스틱 회귀분석,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요인을 사회경제

적 요인과 건강행위요인으로 선별하고 이를 토

대로 대사증후군 유병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속성선택의 순위 결과를 기반으로 

분류기법을 적용한 결과, 의사결정나무 알고리

즘이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인공신경망 알고리

즘 보다는 예측정확도가 더 높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

국문헌의 경우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측하는 경우 심혈관질환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국내 연구는 외국에 

비하여 많지 않았지만 고혈압과 당뇨병을 중심

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고혈압과 당뇨병뿐 

아니라 만성질환 중 고지혈증 역시 중요성이 높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지혈증을 분석대상 

질환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미 예측력이 우수

하다고 알려진 SVM과 메타러닝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고지혈증 유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고지혈증 유병여부를 예측

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절차는 다

음의 <Figure 1>과 같다. 한국의료패널 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 1,088명, 
정상인 1,088명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데이터는 

결측값 및 이상치를 제외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

쳤다. 그리고 변수선정을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은 독

립변수가 여러 개 일 때 종속변수를 가장 잘 설

명해주는 변수를 순서대로 찾는 방법이며 SAS 
9.3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둘째,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은 분류를 위해서도 사용되지만 

변수 선택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유

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변수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수를 기준으로 SVM, meta-learning 알
고리즘 등을 이용한 고지혈증 환자 분류모형을 

서로 비교하였고, 성과분류표와 ROC 지표 등을 

사용하여 분류 예측성과를 비교하였다.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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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VM 분류기법

SVM은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중 하나

로 분류(classification)와 회귀(regression) 모두 연

속형·범주형 변수 모두 다 다룰 수 있다. SVM은 

두 그룹을 가능한 한 멀리 분류할 수 있는 점을 

최대한 멀리 분류하는 최적의 초평면

(hyperplane)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법이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먼저 선형 

SVM은 선형 decision boundary를 사용하여 측정

점(data point)을 분리하고, 비선형 SVM은 비선

형 decision boundary를 사용하여 측정점을 분리

한다. 이 비선형 SVM은 커널함수를 이용하여 비

선형공간에서 선형분리를 할 수 있다. 커널함수

로는 polynomial과 가우시안함수 형태의 radial 
basis function(RBF)등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각 커널함수마다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결정하

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3.2 Meta-Learning 알고리즘

Meta-learning 이라는 용어는 Jojn Biggs(1985)
가 ‘자신의 학습을 인지하고 조정하는 상태

(being aware of and taking control of one’s own 
learning)’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유사한 

개념으로 metacognition, self-regulation 등이 있

다. 데이터마이닝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들

은 각기 많은 장점을 갖지만 여러 분류기를 결합

한 분류기가 더 정확하고 더 높은 성과를 가질 

수 있다. 메타러닝의 알고리즘은 훈련데이터로

부터 여러 훈련 집합들을 추출하여 각 집합으로

부터 모델을 학습하고 그 결과를 조합한 뒤 학습

된 모델들의 앙상블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 기법

은 기업 부도, 신용등급 예측 등에도 활용된다

(Shin & Hong, 2011; Kim, 2012; Min, 2014).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배깅(Bagging)과 부스팅

(Boosting) 알고리즘이 있다. 배깅(Bagging)은 부

트스트랩(bootstrap)과 결합(aggregating)을 합친 

말로 분산을 줄여주는 분류기로서, 분류와 회귀 

모두 가능하다. 회귀인 경우에는 확률 추정치를 

평균화함으로써 만들고, 분류인 경우에는 투표

를 통해 결정된다. 부스팅(Boosting) 알고리즘은 

매 반복 학습마다 잘못 분류된 관측치의 가중치

는 더 부여하고 맞게 분류된 관측치의 가중치는 

줄여 예측모형을 만든다. 또한 예측 오차도 감소

하여 부스팅 알고리즘이 일반적으로 배깅의 예

측력보다 더 뛰어나다.

4. 연구결과

4.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

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한국의료패널자료

를 활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의료비 지출수

준,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2008년 이후 매년 조사를 수행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한국의료패널

에서 가구원 기준으로 입원, 외래, 응급 이용 및 

만성질환 자료 중 고지혈증이 있는 대상자 1,088
명과 질환이 전혀 없는 사람을 무작위 할당방법

으로 1,088명을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총 2,176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총 17개로, 첫
째,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성별, 연령, 결
혼상태, 교육수준, 장애유무, 경제활동 유무, 의
료보장형태, 직종, 유형, 소득 5분위를 포함하였

다. 둘째, 건강행태를 반영한 흡연유무, 흡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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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Hyperlipidemia
(=No)
N(%)

Hyperlipidemia
(=Yes)
N(%)

χ2

Total 1,088 1,088

①Gender male
female

723(66.5)
365(33.5)

689(63.3)
399(36.7) 193.2***

②Age

10~29
30~39
40~49
50~59
60~69
≥ 70

-
86(7.8)

561(51.0)
234(21.3)
135(12.3)
83(7.6)

-
-

117(10.7)
440(40.0)
385(35.0)
154(14.3)

582.7***

③Marital 
status

Married
Not married

Separated/Divorced

471(43.3)
563(51.8)
54(5.0)

823(75.6)
16(1.5)

249(22.9)
738.0***

④Educational 
level

Completed middle 
school

Completed high 
school

≥Completed 
college

76(7.0)
533(49.0)
479(44.0)

637(58.6)
307(28.2)
144(13.2)

682.3***

⑤Disability Yes
No

1,067(98.0)
21(1.9)

953(87.6)
135(12.4) 89.7***

⑥Economic 
activity

Yes
No

324(29.8)
764(70.2)

591(54.3)
497(45.7) 134.4***

<Table 1> Definition of variable

Variable
Hyperlipidemia
(=No)
N(%)

Hyperlipidemia
(=Yes)
N(%)

χ2

⑦Health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Aid

1,075(98.8)
13(1.2)

1,004(92.3)
84(7.7) 54.4***

⑧Employme
nt type

Salary
Employer & 

self-employment
Unpaid family 
employment
Unemployed

595(54.7)
152(14.0)
17(1.6)

324(30.0)

259(23.8)
184(16.9)
54(5.0)

591(54.3)

232.4***

⑨Job type
Non-physical job

Physical job
Unemployed

279(25.6)
485(44.6)
324(29.8)

88(8.1)
409(37.6)
591(54.2)

183.8***

⑩Smoking Yes
No

649(59.7)
439(40.4)

935(86.9)
153(14.1) 189.8***

⑪Alcohol 
drinking

Yes
No

217(19.9)
871(80.1)

478(43.9)
610(56.1) 144.0***

⑫whether 
physical 
activity

Yes
No

754(69.3)
334(30.7)

901(82.8)
187(17.2) 54.5***

⑬Physical 
activity

No
≤ 30 min
30~60 min
≥ 60 min

754(69.3)
108(9.9)
95(8.7)

131(12.0)

901(82.8)
45(4.1)
45(4.1)
97(8.90

61.9***

⑭BMI

≤18.5
18.5~22.9
23~24.9
25~29.9
≥ 30

69(6.3)
564(51.8)
210(19.3)
220(20.2)
25(2.3)

19(1.7)
368(33.8)
317(29.1)
341(31.3)
43(3.9)

122.1***

⑮Income 
level

1st Quintiles
2nd Quintiles
3rd Quintiles
4th Quintiles
5th Quintiles

59(5.4)
188(17.3)
286(26.3)
302(27.8)
253(23.2)

254(23.3)
237(21.8)
224(20.6)
174(16.0)
199(18.3)

175.5***

간, 음주여부, 음주량, 운동유무, 운동량 등을 포

함하였다.

4.2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명목변수에 대해서는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였고, 연속변수는 t검정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명목변

수는 총 15개로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가 종속

변수인 고지혈증 유병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연속변수는 총 2개로서, 흡연기간만 10% 유
의수준에서 고지혈증 유병과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 음주기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 p < 0.001

Variable

Hyperlipidemia

(=No)

N(%)

Hyperlipidemia

(=Yes)

N(%)

t

Total 1,088 1,088

⑯Length of 
smoking month 2.1 ± 3.2 2.6 ± 3.6 1.2*

⑰Alcohol 
consumption glass 3.4 ± 1.2 3.0 ± 1.4 1.3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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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변수선정

고지혈증 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 중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순서대로 찾고자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투입된 변수는 모두 17개이며(표 4 
참조) 이들중 범주형 변수(length of smoking 제
외)는 더미변수로 표현되는데, 이 더미변수는 참

조그룹(reference group) 기준으로 그 이외의 범

주를 각각 별개의 변수로 가정되며, 이 변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분석결과는 <Table 2>
와 같으며 유의수준 0.1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수

준과 흡연기간 등을 제외한 6개(연령, BMI, 교육

수준, 결혼유무, 흡연여부, 성별)의 변수가 선정

되었다(Table 3, 4 참조).

step Variable
Score

Chi-Square
Pr>Chi sq

1 Age 300.2 <.0001

2 BMI 26.4 <.0001

3 educational level 22.5 <.0001

4 marital status 24.1 <.0001

5 Smoking 17.0 <.0001

6 Gender 5.0 0.0254

<Table 2> Result of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4.4 의사결정트리 c4.5를 이용한 변수선정

한편, 본 연구는 변수선정을 위해 의사결정나

무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범주형 변수는 더미변

수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는 <Figure 2>와 같으며, 여기서 유의

하게 나온 변수는 연령은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흡연여부는 비흡

연자 혹은 흡연자,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대학 

졸업 이하, 대학원 이상의 각 더미변수가 포함

되었다. 

<Figure 2> Result of c4.5

4.5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변수선정

본 연구는 변수선정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인 유

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는데 population의 크

기는 10개로 하고, generation의 수는 최대 20개
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crossover rate는 0.5에서 

0.6까지, mutation rate는 0.07로 정하였다.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분류기법은 SVM과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였다. SVM으로 찾은 결과, 입력변수는 연

령, 결혼유무, 교육수준, 경제활동유무, 흡연기

간, 신체활동 유무 등 6개, 인공신경망의 경우에

는 연령, 결혼유무, 교육수준 등 총 3개였다

(Table 3, 4 참조).

Attribute

filtering

method

Total Number of

Attributes

Number of Reduced

attributes

Stepwise 17 6(2,16,4,3,10,1)

Decision tree 17 3(2,10,4)

Genetic 
Algorithms 17 6(2,3,4,6,16,13)

<Table 3> Number of original and reduced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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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tepwise
Decision

tree

Genetic Algorithm

SVM ANN

Gender o

Age o o o o

Marital status o o o

Educational 
level o o o o

Disability

Economic 
activity

o

Health 
Insurance

Employment 
type

Job type

Smoking o o

Length of 
smoking o

Alcohol 
drinking

Alcohol 
consumption

Whether 
physical activity

Physical 
activity o

BMI1) o

Income level

<Table 4> Results of selected attributes

주: 1) BMI: body mass index, 신체질량지수

4.6 SVM과 meta-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지혈증 환자 분류모형

변수선정 방법을 통해 선정한 변수를 SVM과 

meta-learning 알고리즘에 각각 투입하여 분석하

였고, 모든 분석시 10 folds cross-validation으로 

하였다. 
SVM의 커널함수는 radial basis function으로 

하고, 각 파라미터는 조정하여 정확도가 가장 높

게 나오는 값을 최종 모델로 사용하였다. 옵션 

중 cost만 모델에 따라 정확도의 차이가 있어 가

장 성과가 좋게 나오는 값(10.0)으로 나머지는 유

의미한 차이가 없어 디폴트값으로 실행하였다.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분류한 결과 SVM의 정

확도는 88.4%, 인공신경망의 정확도는 86.7%로 

SVM의 정확도가 좀 더 높았다. Stepwise를 통해 

선정된 변수만을 투입하여 분류한 결과는 전체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보다 각각 정확도가 약간 

높았다. 한편, 의사결정나무에 의해 선정된 변수 

3개만을 투입하였을 때에는 인공신경망과 SVM
의 정확도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

로,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 선정된 변수를 투입

하여 분류한 결과, SVM은 88.5%, 인공신경망은 

87.9%의 정확도를 가졌다. 

Techniques TP rate Precision Accuracy

All attributes
(n=17)

SVM 0.884 0.883 88.4%

ANN(31-5-1) 0.873 0.863 86.7%

Attributes 
of stepwise

(n=6)

SVM 0.883 0.888 88.6%

ANN(14-3-1) 0.882 0.878 88.0%

Attributes 
of decision 
trees(n=3)

SVM 0.88 0.884 88.2%

ANN(7-3-1) 0.886 0.88 88.2%

Genetic 
Algorithms

SVM 0.885 0.884 88.5%

ANN(8-3-1) 0.869 0.886 87.9%

<Table 5> Comparison of accuracy of classifiers 
with filtered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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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M의 분류 결과, stepwise에 의해 선정된 변

수 6개(연령, BMI, 교육수준, 결혼유무, 흡연여

부, 성별)만 투입하였을 때 분류 성과가 가장 좋

았다. 인공신경망의 경우, 의사결정나무에 의해 

선정된 변수 3개(연령, 흡연여부, 교육수준)만 투

입하였을 때 모형의 성과가 가장 좋았다. 이 두 

분류기를 결합하여 분류한 meta-learning 알고리

즘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echniques TP rate Precision Accuracy

Bagging
SVM 0.883 0.885 88.4%

ANN 0.881 0.883 88.2%

Boosting
SVM 0.881 0.875 87.7%

ANN 0.886 0.88 88.2%

Stacking
(meta=SVM

with 
SVM+MLP)

# of nodes in 
hidden layer =6 0.883 0.888 88.6%

# of nodes in 
hidden layer n=3 0.883 0.877 88.0%

Stacking
(meta-learning 
of MLP with
SVM+MLP)

# of nodes in 
hidden layer n=6 0.881 0.878 87.9%

# of nodes in 
hidden layer n=3 0.872 0.99 87.7%

<Table 6> Accuracy comparison of 
meta-learning

배깅(bagging)을 이용하여 최종 예측모형을 산

출하는 메타분류기는 단일모형 분류기에서 성과

가 좋았던 SVM(6개 변수 투입)과 인공신경망(3
개 변수 투입)을 이용하였으며 두 분류기에 따른 

정확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또한 잘못 분류된 

개체들에 집중하여 새로운 분류규칙을 만들기 

위한 부스팅(boosting) 역시, 배깅과 동일한 단일

모형 분류기를 사용하였다. 정확도 측면에서는 

배깅과 비교하였을 때 동일하거나 약간 낮았지

만, TP rate는 약간 높았다. 스태킹(stacking)에서

는, 메타분류기로는 각각 SVM, Multilayer 
Perception을 사용하고 단일모형으로는 SVM과 

MLP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MLP에서 은닉층

(hidden layer)은 각각 6, 3개로 하여 정확도의 차

이를 보았다. 그 결과 SVM을 메타분류기로 하고 

은닉층을 6개로 한 경우의 정확도가 meta- 
learning 알고리즘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왔다.

5. Discussion

본 연구는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

지혈증을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과적

합의 문제가 적고 정확도가 높은 SVM과 

meta-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SVM과 MLP의 예측결과를 메타 분류기인 

SVM의 입력변수로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 고
지혈증 분류 정확도가 다른 meta-learning 알고

리즘에 비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태깅 방식의 

meta-learning 알고리즘의 예측 성과는 단일모형 

중 가장 성과가 좋은 SVM과 동일한 성과를 갖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지혈증 예측을 위해 변수선

택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시도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에 의하면 연령, 교육수준, 성별, 결혼상

태, 흡연유무, BMI가 중요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의사결정나무를 통한 변수 선정 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연령이었다. 이어 흡연유무, 교육수준 순

으로 중요하다고 나왔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고지혈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고령화, 노
인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향후 고지혈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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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연령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및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또한 교육수준 역시 중요한 변수

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

이다. 그밖에 흡연 역시 고지혈증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서 고지혈증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연령 및 교육수준을 동시에 고려할 경

우, 이에 적절한 금연 등의 관리의 필요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양

한 변수선정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연구에 사용

된 대부분의 변수는 범주형으로 더미변수 처리

하였다. 이렇게 범주형 변수가 많은 경우에는 신

경망 모형과 같은 일반적인 모형보다 의사결정

트리와 같은 범주형 변수에 적합한 모형의 성과

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연속형 변수를 사용

하였을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변수선정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하

지만,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와 비교해도 큰 

차이점은 없었다. 
한편, SVM과 인공신경망 분류기를 사용한 단

일 모델 성과를 평가 시, 모든 변수를 사용하였

을 때 인공신경망보다 SVM의 정확도가 더 높았

다. 이와 달리 변수선정방법에 의해 추출된 변수

만을 투입하여 분류한 결과는 정확도에서 각각 

차이가 있었다. 변수를 3개만 투입하였을 때 인

공신경망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는데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유전자 알고

리즘에 의해 변수를 선정하고 분류한 결과가 다

른 변수선정방법에 의해 선정된 변수를 투입한 

분류기의 정확도보다 향상되지 않았다. 메타러

닝의 이론에 따르면 성과가 우수한 분류기를 결

합하면 성과가 향상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분류기를 결합한 메타러닝의 성과가 다른 모형

에 비해 향상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이유로 첫째, 모형

에 사용된 변수가 거의 비슷한 경우 성과에 있어

서도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둘째 메

타러닝 에서 발생하는 과적합화의 문제 등을 꼽

을 수 있다. 
그밖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을 사용

하였는데, 의료패널은 설문조사로서, 기억의 오

류, 정보의 누락이 있을 수 있어 청구자료에 비

하여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한 본 연구목

적에 맞게 자료를 추출하다 보니 전체 자료 중 

실제로 활용된 케이스는 약 1천 건으로 대표성

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분석할 경우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고지혈증의 예측을 위해서는 총콜

레스테롤, LDL과 같은 임상지표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임상자료를 활용하지 못

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고지혈증 유병을 예측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여러 변수선정 기

법을 적용하여 모델 정확도를 향상시킨 결과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고지혈증 

고위험군을 예측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효과적인 고지혈증 관리 및 예방사업을 운영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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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ediction

model of hyperlipidemia using SVM and

meta-learning algorithm

1)Seulki Lee*․Taeksoo Shin**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classification model for predicting the occurrence of hyperlipidemia, 
one of the chronic diseases. Prior studies applying data mining techniques for predicting disease can be 
classified into a model design study for predicting cardiovascular disease and a study comparing disease 
prediction research results. In the case of foreign literatures, studies predicting cardiovascular disease were 
predominant in predicting disease using data mining techniques. Although domestic studies were not much 
different from those of foreign countries, studies focusing on hypertension and diabetes were mainly 
conducted. Since hypertension and diabetes as well as chronic diseases, hyperlipidemia, are also of high 
importance, this study selected hyperlipidemia as the disease to be analyzed. We also developed a model 
for predicting hyperlipidemia using SVM and meta learning algorithms, which are already known to have 
excellent predictive power.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used data set from Korea Health Panel 2012. The 
Korean Health Panel produces basic data on the level of health expenditure, health level and health 
behavior, and has conducted an annual survey since 2008. In this study, 1,088 patients with hyperlipidemia 
were randomly selected from the hospitalized, outpatient, emergency, and chronic disease data of the 
Korean Health Panel in 2012, and 1,088 nonpatients were also randomly extracted. A total of 2,176 people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hree methods were used to select input variables for predicting hyperlipidemia. First, stepwise 
method was perform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mong the 17 variables, the categorical variables(except 
for length of smoking) are expressed as dummy variables, which are assumed to be separate variables on 
the basis of the reference group, and these variables were analyzed. Six variables (age, BMI,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smoking status, gender) excluding income level and smoking period wer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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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significance level 0.1. Second, C4.5 as a decision tree algorithm is used. The significant input 
variables were age, smoking status, and education level. Finally, C4.5 as a decision tree algorithm is used. 
In SVM, the input variables selected by genetic algorithms consisted of 6 variables such as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economic activity, smoking period, and physical activity status, and the input 
variables selected by genetic algorithms in artificial neural network consist of 3 variables such as age, 
marital status, and education level.

Based on the selected parameters, we compared SVM, meta learning algorithm and other prediction 
models for hyperlipidemia patients, and compared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s using TP rate and 
precision.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accuracy of the SVM was 88.4% and the 
accuracy of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was 86.7%. Second, the accuracy of classification models using 
the selected input variables through stepwise method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classification models 
using the whole variables. Third, the precision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was higher than that of SVM 
when only three variables as input variables were selected by decision trees. As a result of classification 
models based on the input variables selected through the genetic algorithm, classification accuracy of SVM 
was 88.5% and that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was 87.9%. Finally, this study indicated that stacking as 
the meta learning algorithm proposed in this study, has the best performance when it uses the predicted 
outputs of SVM and MLP as input variables of SVM, which is a meta classifi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dict hyperlipidemia, one of the representative chronic diseases. 
To do this, we used SVM and meta-learning algorithms, which is known to have high accuracy. As a result, 
the accuracy of classification of hyperlipidemia in the stacking as a meta learner was higher than other 
meta-learning algorithms. However, the predictive performance of the meta-learning algorithm proposed in 
this study is the same as that of SVM with the best performance (88.6%) among the single model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various variable selection methods were tried, but 
most variables used in the study were categorical dummy variables. In the case with a large number of 
categorical variables, the results may be different if continuous variables are used because the model can 
be better suited to categorical variables such as decision trees than general models such as neural networks.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predicting hyperlipidemia with hybrid models 
such as met learning algorithms which have not been studied previously. It can be said that the result of 
improving the model accuracy by applying various variable selection techniques is meaningful.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our proposed model will be effective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hyperlipidemia.

Key Words : SVM, meta-learning, Metabolic syndrome, hyperlipidemia, Korea Health Pane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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