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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연구목적: 대량의 굴절검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소아에서의

근시 예측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과 방법: 만 5세부터 19세 이하의 소아 중, 조절마비굴절검사를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측의 독립변수로는

성별, 첫 시행한 검사의 나이, 구면렌즈값, 원주렌즈값, 구면렌즈대응치, 마지막에

시행한 검사의 나이를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마지막에 시행한 검사의 구면렌

즈대응치로 설정하였다. 머신러닝 회귀 기법 중 선형 모델은 단순 선형 회귀와

규제 회귀 중 릿지(Ridge), 라쏘(Lasso), 엘라스틱넷(ElasticNet)의 방법을 사용하였

다. 비선형 회귀의 방법은 다차원 다항 함수 회귀에서 2차부터 7차 다항식을 이

용하였고, 앙상블 회귀 방법에서는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그래디언트 부

스팅 머신(Gradient Boosting Machine; GBM), 익스트림 그래디언트 부스트

(eXtreme Gradient Boost; XGB), 라이트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Light Gradient 

Boosting Machine; LGBM) 회귀 모델을 이용하였다. 총 9가지의 회귀 방법을 이용

하였고, 훈련데이터와 검증데이터를 9:1 비율로 설정하여, 무작위 샘플링을 통하

여 학습시키고 검증하는 과정을 10회 시행(교차검증)하였다. 예측모델의 정확도

는 각 교차검증에서 확인된 10회의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d error; 

RMSE)를 평균하여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연구대상 데이터는 총 18,621건(조절마비굴절검사 37,242회)이었

으며, 이 중 여자 환아는 9,666건(51.9%)였다. 평균 연령은 첫 시행한 검사에서

7.5 ± 2.0세(평균 ± 표준편차)였고, 마지막 시행한 검사에서 9.7 ± 2.3세였다. 조절

마비굴절검사 결과 첫 검사에서의 구면렌즈대응치는 +0.70 ± 3.46 디옵터였으며, 

마지막 검사에서는 -0.37 ± 3.84 디옵터였다. 첫 검사와 마지막 검사 사이의 평균

검사 간격은 2.2 ± 1.5년이었다. 회귀모델 교차검증에서 RMSE값은 단순 선형 회

귀 모델에서 0.961이었고, 규제모델에서는 0.958 ~ 0.963의 분포를 보였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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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다항함수 모델에서는 0.884 ~ 1.084의 분포를 보였다. 앙상블 회귀 모델에서

는 RMSE값이 0.758 ~ 0.843의 범위를 보여 앙상블 회귀 모델의 예측력이 가장

좋았다. 앙상블 회귀 모델에서 회귀에 앞서 대상군을 분류할 때 중요하였던 변수

는 첫 검사의 구면렌즈대응치와, 첫 검사 및 마지막 검사의 나이였다. 특히, 라이

트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Light Gradient Boosting Machine; LGBM) 회귀 모델에

서는 다른 앙상블 모델과 달리 첫 검사와 마지막 검사 나이가 더 중요한 변수로

이용되었다.

결론: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소아 근시진행 예측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근시 진

행 예측모델을 만들 때 첫 검사 나이와 구면렌즈대응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추정된다.

중심단어: 소아, 근시, 예측모델, 머신러닝, 회귀, 굴절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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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소아에서의 근시 진행은 신체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진행성 변화이다. 소아에

서의 근시는 안구의 길이 증가로 이루어짐이 잘 알려져 있고,1 안구의 구조적 변

화로 이어진다.2–4 전 세계적으로 근시의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

련한 안과적 질환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5,6 따라서 소아에서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것은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최근 근시를 억제하는 여러가지 치료들이 제시되었다.7–9 이러한 치료들

은 발생한 근시를 줄여줄 수 있는 치료가 아닌, 향후 발생할 근시를 늦추는 방법

이다. 근시는 한 번 진행하고 나면 안구의 비가역적인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예방 치료를 위해서는 가능한한 조기에 심각한 근시로 진행할 환아, 혹

은 근시 진행이 빠를 것으로 예측되는 환아를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

아에서 근시의 위험인자는 잘 알려져 있다. 과도한 근거리 작업, 일조량 부족, 부

모의 근시, 도시 생활 등이 높은 정도의 근시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은 여러 역학

조사 연구에서 보고되어 왔다.10–16 하지만 이러한 위험인자 중 많은 부분은 조절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임상적으로 치료대상 선정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

다. 결국 치료대상의 조기 선별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한 예측모델이

필요하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알고리즘 및 데이터를 이

용하여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분야이다. 지난 40여년 간 컴퓨터 기술이 의학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과정

에서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컴퓨터로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의 형태로 축적되었다. 이와 더불어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성능이 크게

개선되어 축적된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쉽게 가능해짐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학연구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머신러닝의 방법은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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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학습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설정해 준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을 진

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만들도록 하여 새로 입력된 독

립변수를 학습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도학

습의 방법은 입력된 값으로부터 불연속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분류

(classification), 연속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회귀(regression) 방법이 있다. 비지

도학습은 입력한 변수의 상호관계를 알려주지 않고, 컴퓨터가 변수의 상호관계를

직접 설정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서 비정형데이터(예, 이미지 데이터)에 많이 이

용된다.17

소아 근시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다인자 질환이다. 다인자 질환에 대

한 예후의 예측은 많은 인자를 동시에 같이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자들 각각의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가 필요

하다. 결국 매우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분석이 필요

하다. 따라서, 소아 근시의 예후를 예측하는 과정은 대량의 데이터를 다양한 방

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연구는 10여년

간 축적된 대량의 굴절검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머신러닝 지도학습법의 하나인

회귀 기법을 통해 소아에서의 근시 진행 예측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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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과 방법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김안과병원을 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

향적으로 분석하여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은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헬싱키 선언에 부합하도록 진행하였다.

1. 대상환자 및 데이터 수집 방법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는 첫 검사 기준 만 5세부터 19세까지의 환아 중, 조절마

비굴절검사(cycloplegic refraction)를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시행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소아 근시의 자연경과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이기 때

문에 근시를 늦출 수 있는 근시억제치료인 아트로핀(atropine) 안약이나, 굴절교

정렌즈(orthokeratology lens)를 사용한 환아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간격을 두고 진행한 조절마비굴절검사 중 첫 검사 시의 나이, 구면렌즈

(spherical error)값, 원주렌즈(cylindrical error)값, 구면렌즈대응치(spherical 

equivalents, 구면렌즈값 + 원주렌즈값 x 0.5), 마지막 검사 시의 나이, 성별을 독

립변수로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마지막 검사의 구면렌즈대응치를 이용하였다.

원주렌즈값은 음수로 입력하였다. 대상환자에서 반복 측정된 굴절 검사값과 좌,

우에서 측정된 굴절 검사값은 독립적으로 처리하였다.

2. 회귀 모델 기법

머신러닝 기법 중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의 하나인 회귀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회귀 예측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예측치와 실측

치의 차이, 즉, 비용함수의 값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독립변수의 계수를 최적화

시키는 과정이다. 가장 단순한 형태인 1차 다항함수, 즉, 단순 선형 회귀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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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고, 비용함수는 아래와 같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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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실측값, M: 데이터 개수, p: 독립변수의 총 개수

w: 독립변수의 계수, x: 독립변수

규제 모델(regularized regression)은 단순 선형 회귀의 개선 모델로서, 릿

지(Ridge) 회귀18, 라쏘(Lasso) 회귀19, 엘라스틱넷(ElasticNet)20 회귀모델이 있다.

규제모델은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방지하고, 예측모델이 과적합(overfitting)되지

않도록 하여, 일반화(generalization)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중요도가 높은

변수의 가중치를 늘리고, 중요도가 낮은 변수의 가중치를 낮추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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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실측값, M: 데이터 개수, p: 독립변수의 총 개수

x: 독립변수, λ: alpha 값, w: 독립변수의 계수

위의 식은 규제 회귀에서 비용함수(cost function)를 나타낸 것이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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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에서 첫번째 항은 실측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제곱한 합으로서, 단순 선형

회귀 함수의 비용함수와 같다. 릿지, 라쏘 회귀 비용함수의 두번째 항과 엘라스

틱넷 비용함수의 두번째 및 세번째 항은 계수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계수를

제곱하거나(L2 규제, 릿지 회귀), 절대값(L1 규제, 라쏘 회귀)을 취한 합을 일반적

으로 alpha값이라고 부르는 튜닝 파라미터(tuning parameter) λ와 곱하도록 하여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수를 규제하게 된다. λ가 0이 되면 단순 선형

회귀의 비용함수와 같아지게 된다. 릿지 회귀에서는 중요도가 낮은 독립변수의

계수인 경우, 제곱하면 전체 비용함수의 값이 많이 커지지는 않으므로(1보다 작

은 계수를 제곱하면 영향이 더 적어짐) 계수가 남는 경우가 많다. 라쏘 회귀는

중요도가 낮은 계수의 경우에도 절대값만을 취하게 되어 전체 비용함수의 값에

미치는 계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어 덜 중요한 계수라면 0으로 조절

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 엘라스틱넷은 L1규제와 L2규제의 비중을 조합하여 계수

를 구하는 것이다. 규제 회귀의 방법은 alpha값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기 때문

에, 릿지 회귀에서는 alpha값을 0.1, 1, 10, 100으로 설정하였고, 라쏘 회귀에서는

alpha값을 0.07, 0.1, 0.5, 1, 3으로 설정하였다. 엘라스틱넷 회귀에서는 L1규제의 비

율을 0.7(λ1 : λ2 = 7 : 3)으로 고정하였고, λ1와 λ2의 합이 설정한 alpha값이 되는데, 

이를 0.07, 0.1, 0.5, 1, 3으로 설정하였다.

비선형 회귀 모델 중, 다차원 다항 함수 회귀모델을 예측모델로 이용하

였다. 다차원 다항 함수는 차수가 늘어날수록 항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난다. 예를 들어, 이번 연구에서 이용한 7개 독립변수에 대해 상수항을 포함하여

2차 다항식은 35개의 항이 발생하고, 7차 다항식의 경우 3,431개의 항이 발생하

게 된다. 각 항에 대해 계수를 따로 계산하게 되므로 다항함수모델의 차원이 높

아질수록 연산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래 걸리게 되고, 과적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2차부터 7차까지의 다항식으로 예측모델을 만들었고, 

정확도가 가장 높은 최소 차수의 회귀 모델을 확인하였다.

앙상블(ensemble) 모델은 서로 다른 예측모델을 병합하여 예측하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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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앙상블 회귀 모델은 머신러닝의 방법 중, 분류를 통해 환자군을 특성

에 따라 1차적으로 분류한 후, 각 군에 대해 각각의 회귀계수를 따로 구하는 모

델이다. 분류는 특정 기준으로 환자군을 분류하였을 때 가장 균일한 특성을 가지

도록 나누고, 하위 군을 같은 방식으로 나눠가는 방법을 말한다. 분류의 방법에

는 배깅(bagging; bootstrap aggregating) 방법과 부스팅(boosting) 방법이 있다.

배깅 방법의 일종인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RF)21,22 방법은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 한 가지의 분류기를 여러 개 이용하며, 훈련세트를 중복을 허용하

여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분류를 하는 방식이다. 부스팅 방법은 여러가지 다양한

분류기를 이용하되, 앞서 학습한 분류기가 예측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줄

일 수 있도록 다음 분류기에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학습하고 예측하도록 하는 방

식이다. 이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Gradient Boosting 

Machine; GBM),23 익스트림 그래디언트 부스트(eXtreme Gradient Boost; XGB),24

라이트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Light Gradient Boosting Machine; LGBM)25 회귀

모델을 이용하였다.

앙상블 회귀 모델에서는 하위 군을 나누는 깊이를 수동으로 설정하게 되

어 있는데, 하위 군을 나누면 나눌수록 과적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

깊이(maximal depth)를 5, 10, 20으로 설정하여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법을 확인

하였다. 또한 분류기의 개수도 예측성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분류기

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예측성능이 향상되지만, 수행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분류기의 개수를 500개로 설정하였다. 각 분류기가 각각 분류

를 진행하였을 때, 분류된 군에서 균일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

이터의 비율을 확률적으로 제시하게 되고, 각각 분류기에서 나온 확률을 평균하

여 가장 균일한 형태의 군을 만들어내는 소프트 보팅(soft voting)방식을 이용하

였다.

모든 회귀 모델에서 훈련세트와 검증세트의 비율은 9:1로 배정하였다.

예측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샘플 추출과정을 무작위로 10회 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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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검증을 10회 실시하였으며, 이 때 각 검증 시 얻어진 10회의 평균제곱근오

차(root mean squared error; RMSE)를 평균하여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추정하였다. 

평균제곱근오차는,

�
∑ (��� − ���)��

���

�

�: 총 검증세트의 수, ��: 예측 구면렌즈대응치, ��: 실제 구면렌즈대응치

로 계산하였다.

3. 사용 프로그램

머신러닝을 위한 프로그래밍은 Python 버전 3.7을 이용하였으며, 회귀모델 사용

을 위한 라이브러리는 Scikit-learn 버전 0.20.3을 이용하였다. 데이터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로써, Pandas 버전 0.25.2 및 NumPy 버전 1.16.2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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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전체 연구 대상 데이터는 2,972명(남:여 = 1,574:1,398)의 18,621건(조절마비굴절

검사 37,242회)의 측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자환아의 데이터가

9,666(51.9%)건이었다. 환자의 첫 검사 평균 연령은 7.5 ± 2.0세(평균 ± 표준편차,

범위: 5.0 ~ 18.8세)였으며, 마지막 검사 평균 연령은 9.7 ± 2.3세(범위: 5.1 ~ 18.9

세)였다. 조절마비굴절검사 결과 중 첫 검사 시점에서의 구면렌즈대응치는 +0.70 

± 3.46(범위: -14.50 ~ +13.00) 디옵터였으며, 마지막 검사 시점에서는 -0.37 ±

3.84(범위: -15.00 ~ +12.75) 디옵터였다. 첫 검사와 마지막 검사 사이의 평균 검

사 간격은 2.2 ± 1.5(범위: 0.01 ~ 9.09)년이었다(Table 1, Fig. 1, 2). 대상환자의 평

균 반복 검사 횟수는 우안 1.72 ± 2.66(범위: 1~10)회, 좌안 1.72 ± 2.66(범위: 

1~10)회이며 도수분포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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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ean SD Minimum Maximum

First exam

Age (years) 7.5 2.0 5.0 18.8

Sph (D) +1.34 3.48 -14.00 +13.50

Cyl (D) -1.28 1.25 -6.25 0.00

SE (D) +0.70 3.46 -14.50 +13.00

Last exam

Age (years) 9.7 2.3 5.1 18.9

Sph (D) +0.32 3.83 -14.50 +13.00

Cyl (D) -1.39 1.22 -6.50 0.00

SE (D) -0.37 3.84 -15.00 +12.75

Interval (years) 2.2 1.5 0.01 9.09

SD, standard deviation; Sph, spherical value; Cyl, cylindrical value; D, diopters; SE,

spherical equival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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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istogram of age at the first and the last cycloplegic refraction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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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istogram of spherical equivalents at the first and the last cycloplegic 

refraction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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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quency of number of repeated exams in subjects

Number of exams Right eye Left eye

1 1905 64.14 % 1904 64.11 %

2 522 17.58 % 522 17.58 %

3 248 8.35 % 250 8.42 %

4 157 5.29 % 156 5.25 %

5 75 2.53 % 74 2.49 %

6 35 1.18 % 36 1.21 %

7 17 0.57 % 16 0.54 %

8 7 0.24 % 9 0.30 %

9 3 0.10 % 2 0.07 %

10 1 0.03 % 1 0.03 %

Total 2970 100.00 297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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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선형 회귀 모델과 규제 회귀 모델을 통한 예측을 시행하였을 때, 단

순 선형 회귀 모델에 비해 규제 회귀 모델의 정확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나긴 했지만, 뚜렷한 예측력의 향상은 없었다. 각 모델의 회귀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Table 3~5). 단순 선형 회귀와 라쏘 회귀에서는 첫 검사의 구면렌즈대응치,

마지막 검사의 나이(음수), 첫 검사 나이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릿지 회귀에서는 첫 검사의 구면렌즈대응치, 첫 검사의 구면렌즈값, 마지막

검사의 나이(음수), 첫 검사 나이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단순 회귀 모델에서는 성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처럼 나타

났지만, 릿지 회귀나 라쏘 회귀에서는 성별의 영향이 매우 적게 제한되었다. 전

반적으로 첫 검사의 원주렌즈값도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라쏘

회귀에서는 원주렌즈의 영향력을 0으로 매우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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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gression coefficients and root mean squared errors (RMSE) 

for simple linear and Ridge regressions

Simple Linear Ridge

alpha 0 0.1 1 10 100

First SE 3.185 1.927 1.927 1.927 1.920

First Age 0.978 0.978 0.977 0.975 0.951

First Sph 0.597 1.863 1.863 1.862 1.856

First Cyl 0.063 0.290 0.290 0.289 0.288

Male -0.223 0.002 0.002 0.001 0.001

Female -0.227 -0.002 -0.002 -0.001 -0.001

Last age -1.029 -1.029 -1.029 -1.026 -1.004

RMSE 0.961 0.958 0.958 0.958 0.958

SE, spherical equivalent; Sph, spherical error; Cyl, cylindrical error; 

RMSE, root mean square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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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gression coefficients and root mean squared errors

(RMSE) for Lasso regressions

alpha 0.07 0.1 0.5 1 3

First SE 3.515 3.512 3.157 2.657 0.657

First Age 0.642 0.497 0.000 0.000 0.000

First Sph 0.148 0.101 0.000 0.000 0.000

First Cyl 0.000 0.000 0.000 0.000 0.000

Male 0.000 0.000 0.000 0.000 0.000

Female 0.000 0.000 0.000 0.000 0.000

Last Age -0.718 -0.585 0.000 0.000 0.000

RMSE 0.963 0.969 1.160 1.208 1.461

SE, spherical equivalent; Sph, spherical error; Cyl, cylindrical error; 

RMSE, root mean square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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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스틱넷 회귀 모델에서는 첫 검사의 구면렌즈대응치가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것은 앞선 회귀 모델과 유사하였으나, 첫 검사 나이 혹은 마지막 검사 나

이보다 첫 검사의 구면렌즈값이 더 중요한 지표로 확인되어 릿지 회귀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성별은 엘라스틱넷 회귀 모델에서도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Table 5. Regression coefficients and root mean squared errors

(RMSE) for ElasticNet regressions

alpha 0.07 0.1 0.5 1 3

First SE 2.065 2.038 1.704 1.371 0.561

First Sph 1.591 1.565 1.370 1.195 0.500

First Age 0.669 0.552 0.000 0.000 0.000

First Cyl 0.204 0.184 0.000 0.000 0.000

Male 0.000 0.000 0.000 0.000 0.000

Female 0.000 0.000 0.000 0.000 0.000

Last Age -0.740 -0.631 0.000 0.000 0.000

RMSE 0.962 0.966 1.106 1.211 1.401

SE, spherical equivalent; Sph, spherical error; Cyl, cylindrical error; 

RMSE, root mean square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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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다항 회귀 모델의 차수 별 RMSE값은 아래표와 같다(Table 6). 전

반적으로 단순 선형 회귀 모델이나 규제 모델에 비해 예측력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차원부터 차수가 증가할수록 RMSE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4차원

다항함수 회귀 모델에서 가장 낮은 0.884의 값을 보였으나, 이후 차수가 늘어날

수록 RMSE값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6. Root mean squared errors (RMSE) for polynomial regressions

Degree 2 3 4 5 6 7

RMSE 0.928 0.901 0.884 0.890 0.927 1.084

RMSE, root mean square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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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 회귀 모델의 분류 깊이 별 RMSE값은 아래표와 같다(Table 7). 각

모델마다 차이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최대 분류 깊이 10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예측 성능을 보였다. 앙상블 모델에서는 배깅 계열의 RF 회귀보다는 부스팅

계열의 앙상블 회귀 모델이 예측력이 더 좋았다.

Table 7. Root mean squared errors for ensemble regressions according to maximal 

depths of classification tree

Maximal depths 5 10 20

Random Forest 1.104 0.843 0.810

GBM 0.778 0.767 1.018

XGB 0.782 0.758 0.810

LGBM 0.804 0.790 0.791

GBM, gradient boosting machine; XGB, extreme gradient boost; LGBM, light 

gradient boost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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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예측력이 높았던 조건에서 각 모델의 RMSE값을 정리한 내용은

Table 8과 같다.

Table 8. Best root mean squared errors for various regression models

Regression models RMSE

Simple linear regression 0.961

Regularized 

regressions

Ridge (alpha 0.1) 0.958

Lasso (alpha 0.07) 0.963

ElasticNet (alpha 0.07) 0.962

Polynomial

regressions

Degree 3 0.901

Degree 4 0.884

Degree 5 0.890

Ensemble

regressions

(maximal depths 10)

Random Forest 0.843

GBM 0.767

XGB 0.758

LGBM 0.790

RMSE, root mean squared error; GBM, gradient boosting machine;

XGB, extra gradient boosting; LGBM: light gradient boost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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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형모델인 단순회귀모델과 규제모델에 비해 비선형모델인 다차원 다

항함수 모델과 앙상블 모델이 예측력이 더 좋았다. 다차원 다항 함수 모델에서는

4차 다항 함수 모델에서 예측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앙상블 모델에

이용된 독립변수의 중요도는 Fig.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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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portance of independent variables in ensemble regression models

(maximal depths 10).

GBM, gradient boosting machine; XGB, extra gradient boosting; LGBM, light

gradient boosting machine; SE, spherical equivalent; Sph, spherical error; Cyl, 

cylindrical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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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회귀모델이 첫 검사의 구면렌즈대응치를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

로 가중치를 두었으나, LGBM 회귀 모델은 첫 검사의 나이와 마지막 검사의 나이

를 첫 검사의 구면렌즈대응치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가중치를 두었다. 다른 회귀

모델에 비해 LGBM 회귀 모델은 다양한 요소에 가중치를 분산하여 예측하는 형

태를 보였다.

각 예측모델 중 평균제곱근오차값이 낮았던 4차 다항함수, GBM, XGB,

LGBM 회귀 모델을 이용하여 성별을 남자, 첫 검사 나이를 5세로 설정하고, 첫

검사 원주렌즈값은 0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구면렌즈값을 +1.50 디옵터부터 -

1.50 디옵터까지 -0.50 디옵터씩 올려가며 예측곡선을 그린 결과는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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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fractive error prediction curves for a 5-year-old boy with +1.5 ~ -1.5 

diopters of spherical equivalents and no astigmatism. (A) Polynomial degree 4 

model, (B) Gradient boosting machine (GBM) model, (C) Extra gradient boosting 

(XGB) model, (D) Light gradient boosting machine (LGB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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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다항함수 모델의 경우, 각 돗수에 대한 예측 곡선의 모양이 거의 균

일한 형태로 예측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근시 진행 속도가 느려질 것으

로 예측되는 나이인 12세 이후에도 증가하는 것처럼 표현되었다. 다른 세 개의

앙상블 모델은 나이 구간과 각 돗수에 따라 다른 회귀 형태를 보임으로써, 각 군

의 특성을 반영한 각각의 회귀곡선을 만듦을 알 수 있었다.

동일 조건에서 원주렌즈 값을 -2.0 디옵터로 조절하였을 때의 예측 곡선

은 Fig. 5와 같다. 예측 곡선의 형태는 원주렌즈 값이 없을 때와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형태를 보이지만, 원주렌즈 값을 넣은 경우가 좀 더 근시 진행이 느린 것

처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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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fractive error prediction curves for a 5-year-old boy with +1.5 ~ -1.5 

diopters of spherical equivalents and -2.0 diopters of astigmatism. (A) Polynomial 

degree 4 model, (B) Gradient boosting machine (GBM) model, (C) Extra gradient 

boosting (XGB) model, (D) Light gradient boosting machine (LGB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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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이번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기법 중 지도학습 모델 중의 하나인 회귀 모델을 사

용하여 대량의 실측 조절마비굴절검사 데이터를 통해 소아에서의 근시 진행 예

측모델을 개발하였다. 다양한 회귀 모델 중에서, 대상군을 특성에 따라 먼저 분

류한 다음 각 군에 대한 회귀를 진행하는 앙상블 모델이 다른 회귀 모델에 비해

예측력이 높았다.

소아에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굴절이상의 변화 예측모델은 아직 연

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 Lin 등22이 진행한 한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기법 중, 

분류(classification) 방법을 이용하여 고도근시가 될 환자를 예측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검사나이, 구면렌즈대응치, 연간 추정 근시 진행속도를 예측 인자

로 사용하였고, 랜덤 포레스트 분류 기법을 이용하여 고도근시가 될 확률을 제시

하는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최종 굴절 예측치를 제시하

지는 않았고, 고도근시가 될 가능성만을 예측한 연구로서, 소아에서 연령에 따른

굴절예측치를 제시한 이번 연구와는 차별된다.

소아에서 굴절이상의 변화 예측모델은 이전 연구에서 근시성장곡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26 근시성장곡선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이별 대

상자의 굴절이상을 구면렌즈대응치로 변환, 나이별 백분위를 확인하여 나이에 따

른 근시 진행 속도 및 굴절이상의 심각도를 도식화한 곡선이다. 근시성장곡선은

소아에서 나이에 따른 굴절의 대략적인 변화를 추정할 수 있으나, 단면연구자료

를 이용한 예측이라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시성장곡선으로

실제 환자의 추적관찰 자료를 검증하였을 때, 근시성장곡선은 실제 진행보다 덜

근시인 것처럼 보수적인 예측을 한다는 점이 보고되었다.27 따라서 근시성장곡선

은 소아에서 고위험 환자를 선별(screening)할 근거로써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환자의 특성 중 구면렌즈대응치와 환자 나이만이 예측 인자로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환자 개별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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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머신러닝 기법 중 회귀 모델을 이용한 소아 근시 진행 예측

을 진행하였다. 회귀 모델은 머신러닝 기법 중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의

하나로서,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해 패턴을 인식한 후, 예측모델을 개발하는 기법

이다. 단순 선형 회귀 모델뿐만 아니라, 예측 변수의 공선성을 자동으로 확인하

여 공선성이 있는 변수의 영향을 제한하는 규제 모델(regularized model), 비선형

모델로서 다차원 함수 모델(polynomial model), 머신러닝의 분류기법을 이용해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 만을 모아 각 군에 따라 회귀를 따로 시행하는 앙상

블 회귀 모델이 있다. 머신러닝은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한 복잡하고 다양한 회귀

모델 개발을 단시간 안에 빠르게 시행하여 줄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머신러

닝 기법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회귀 모델 중 소아 근시 진행 예측에서 가장 적합

한 모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선형회귀모델보다는 비선형

모델, 특히, 앙상블 회귀 모델의 정확도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아에서의 근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진행하지만,28 특정 나이가 되

면 멈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30 근시의 진행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예측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대상 환아의 나이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환아의 나이

가 어릴 때 근시가 시작하는 경우 근시의 진행이 심함을 보고하고 있다.31–33 따

라서 근시 예측모델에 있어서는 근시가 빨리 진행하는 나이, 느려지는 나이가 반

영이 된 상태에서 각각의 나이에 맞는 예측 방법이 달라야 함을 추정할 수 있다.

소아 연령 전체에 대한 근시 진행 예측을 하나의 방법으로 예측하는 것은 나이

마다 보일 수 있는 특성을 무시하고 예측하는 것으로서,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

이 높다.

단순 선형 회귀 모델과 규제 모델은 결국 1차 다항식 회귀 모델이다. 나

이에 대한 영향이 하나의 계수로 반영되기 때문에, 특정 나이군에서 근시 진행이

빠르거나 느린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단지 전체 데이터를 오차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예측하는 평균적인 예측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단순 선형

회귀 모델에 비해서 규제 모델이 독립 변수의 영향을 더 단순한 형태로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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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일반화시켰을 때 예측력이 좀 더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연

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선형회귀가 선형회귀보다 예측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차원 다

항 함수의 경우 차수를 높일수록 과적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

서는 예측력이 좋은 가장 낮은 차원의 다항함수를 확인하였고, 4차 다항함수가

가장 높은 예측력을 보여주었다. 이 모델을 이용한 근시 예측 곡선의 예시를 보

면(Fig. 4, 5) 일반적인 성장곡선의 형태인 S형의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나이에 따

라 근시 진행의 모양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점이

예측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만 12

세 이후부터는 근시 진행이 느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모델은 그러한 점이

잘 반영되지 않았음을 곡선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제시된 그림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으나, 4차 다항함수 모델에서는 5세경 +1.5 ~ -1.5 디옵터인 난시가 없는 환

아의 17세 경 구면렌즈대응치는 -10.8 ~ -17.0 디옵터로 예측한다. 15세부터 1, 2

년 만에 급격한 근시 진행이 있는 것처럼 예측이 된 것은 나이에 대해 지수적인

가중치를 반영한 다차원 다항 함수의 특성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오차가 많

은 예측을 함에도 선형 회귀 모델보다 예측력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마지

막 검사 나이가 15세 이후인 데이터가 적어서(Fig. 1), 모델 전체 RMSE값에 영향

을 주는 데이터의 비중이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앙상블 회귀 모델은 다른 선형, 비선형 모델에 비해 예측력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앙상블 회귀 모델은 데이터의 특성을 바탕으로 먼저 비

슷한 군으로 분류한 다음, 각각의 군에 대해 각각 회귀를 하는 방식이다. 이런

분류를 수행한 결과, 대부분의 앙상블 회귀 모델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변수는 첫

검사의 구면렌즈대응치였다. 즉, 특정시점에서의 구면렌즈대응치가 향후 시점에

서의 굴절이상 변화를 예측하고, 비슷한 군으로 분류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이용

되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인자는 첫 검사의 나이와, 마지막 검사

의 나이였다. 독특하게도 LGBM 모델의 경우 첫 검사의 나이와 마지막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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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첫 검사의 구면렌즈대응치보다도 더 중요한 인자로 이용하여 회귀 모델

을 만들었다(Fig. 3).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예시 모델을 만들었을 때(Fig. 4, 5), 나

이를 중요하게 이용한 LGBM 모델이 기존의 근시성장곡선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예측곡선을 만들었고, 임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소아의 근시 진행 경과와 가장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성별이나 구면렌즈값, 원주렌즈값 자체의 영

향력은 회귀모델에서 덜 중요하게 확인되었다. 구면렌즈대응치는 구면렌즈값 및

원주렌즈값과 공선성이 있는 변수지만, 이러한 점이 학습 과정에 반영되어 구면

렌즈값과 원주렌즈값이 예측에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추정하였

을 때, 소아에서의 근시 진행 예측모델은 검사 시점의 나이가 매우 중요한 인자

로 고려되어야 하며, 구면렌즈값이나 원주렌즈값 단독 지표보다는 구면렌즈대응

치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추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여러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번 연구에서는 단

일기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근

시 진행 예측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분할하여 교차검증을 시행해 내적타당성

(internal validation)은 확보하였으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

터를 이용하여 외적타당성(external validation)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연구의 최종 예측 목표는 특정 나이 때의 구면렌즈대응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 나이에서의 구면렌즈값, 원주렌즈값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의 개선이 필요하여, 이를 통해 좀 더 실용적인 예측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된다. 셋째, 이번 연구에서는 굴절값과 성별, 검사나이 만을 가지고 근

시진행 예측모델을 만들었다. 근시는 다인자 질환으로서 이번 연구에서 이용된

인자 외에도 매우 다양한 인자가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연

구에서 제시된 예측모델은 데이터양이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예측력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인자를 포함시켜 예

측모델을 만드는 것이 예측모델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이번 연구에서 이용한 데이터는 조절마비굴절검사값을 이용하여 객관성 높은 데

이터를 이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조절마비굴절검사는 검사자의 영향을 많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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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자 내 편차(intra-observer variation), 검사자 간

편차(inter-observer variation)가 예측모델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회귀모델은 지도학습 기법이기 때문에 입력된 데이터의 영향을 받을 수밖

에 없고, 결국 검사관련 편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정확도

(accuracy)와 정밀도(precision)가 높은 도구를 이용한 예측모델을 만드는 것이 예

측모델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반복측

정 및 좌, 우안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분석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 환자에서 반

복 측정된 데이터나 좌, 우안의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경우 예측오차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여, 한 환자의 특성이 과도하게 반영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계에서는 일반화 추정 방정식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이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예측 오

차의 분산이 각 특성군마다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하고 각 특성군에 대해 각각 회

귀하는 방법이다. 머신러닝의 회귀모델 중, 앙상블 회귀 모델이 이와 유사하게

데이터의 균일도에 따라 먼저 분류한 다음, 분류된 군에 대해 각각 회귀를 하기

때문에, 같은 성질을 가진 데이터를 따로 분류하여 회귀한다. 또한, 대량의 데이

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정한 환자의 데이터가 전체 모델에 주는 영향이 적다.

따라서, 반복 측정으로 인한 예측의 치우침을 줄일 수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타 연구에서도 반복 측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측모델을 만드

는 것이 보고되기는 하였지만,22 반복 측정으로 인한 오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가능하면 반복 측정이 적은 데이터를 예측모델에 이

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예측모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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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머신러닝의 다양한 회귀기법을 이용하여 소아 근시진행 예측모

델을 만들었다. 근시 진행 예측모델을 만들 때는 나이와 구면렌즈대응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추정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만들어진 예측모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더욱 정확한 예측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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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prediction model for childhood myopia 

progression using machine learning technology

Dae Hee Kim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Graduate School

Purpose: To develop a prediction model for a childhood myopia progression based 

on large scale of refractive error data using machine learning methodology.

Subjects and methods: This study included data from patients aged 5 to 19 years, 

who had undergone cycloplegic refraction (CR) exams two or more times with an 

interval of at least a month between exams. Independent variables used for 

prediction models included sex, age, spherical error, cylindrical error and spherical 

equivalent (SE) at the first exam, and age at the last exam. Spherical equivalent at 

the last exam was set to be a dependent variable. Of machine learning regression 

methods, prediction models were developed using linear models such as simple 

linear regression, regularized regressions (Ridge, Lasso and ElasticNet regressions) 

and non-linear models such as polynomial regressions (degree 2 to 7), ensemble 

regressions (Random Forest, Gradient Boosting Machine (GBM), eXtreme Gradient 

Boost (XGB), Light Gradient Boosting Machine (LGBM)). Total of 9 regression 

methods were used. 90% of total data formed the training set and remaining 10% 

formed the test set. Ten-fold cross-validation was applied for internal validation in

each regression model. Root mean squared error (RMSE) was used for the 

comparison of accuracy in each regression models.

Results: Total data included 18621 cases (37242 CR data) and 9666 cases (51.9%) 

were female cases. Mean ages were 7.5 ± 2.0 years (mean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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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first exam and 9.7 ± 2.3 years at the last exam. Mean spherical equivalents 

were +0.70 ± 3.46 diopters at the first exam and -0.37 ± 3.84 diopters at the last 

exam. Mean interval between the first and the last exam was 2.2 ± 1.5 years. On 

10-fold cross validation, root mean squared error for simple linear regression was 

0.961. For regularized regression models and polynomial regression models, RMSEs 

were distributed from 0.958 to 0.963 and from 0.884 to 1.084. Ensemble regression 

models showed lower RMSEs than the other models, distributed from 0.758 to 

0.843. Important features for pre-regression classification in ensemble models were 

SE and age at the first exam, and age at the last exam. LGBM model used ages at 

the first and the last exam more importantly than SE at the first exam, unlike the 

other ensemble models.

Conclusion: Childhood myopia prediction models were developed using machine 

learning methodology. Age and SE at the first exam were the most important 

features in developing a childhood myopia prediction model.

Keywords: childhood, myopia, prediction model, machine learning, regression, 

refractiv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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